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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사 제품 사용방법(아세미 사용법)

100% 아크릴사는 화학섬유로 세균이 아크릴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균번식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기름을 흡수, 분해하는 성질 때문에 웬만한 기름기는 세제 없이도 설거지가 가능합니다. 

아크릴사는 화학섬유이지만,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깨끗한 설거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장점을 가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반짝이수세미는 아크릴사가 아닙니다. 

반짝이 수세미는 100% 폴리에스테르 제품으로, 건조 이외에는 아크릴사보다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짝이 수세미는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수세미는 아닙니다. 

다만 예쁜 핸드메이드 수세미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아크릴사 제품은 아크릴 날개사, 일반적으로 아는 기본 뜨개실 중 100% 아크릴사를 말합니다. 

(우슬초, 몽블랑 스탠다드, 항균 수세미실, 포미 윙, 에코하우스 윙)

* 아크릴 수세미 관리 방법

고리나 집게에 걸어서 사용해 주세요. 아크릴사의 특성상, 조금 남아 있는 기름기는 자체 분해됩니다. 

그러나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는 수세미는 세제로 빨아서 햇볕에 일광 소독하시면 됩니다. 

아크릴수세미는 햇볕에도 기능이 거의 상실되지 않습니다.

* 아크릴 수세미 금기 사항

1. 절대 삶지 마세요. 

2. 락스사용 절대 금지. 

3. 뜨거운 물 사용금지. 미온수가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물 사용시 다이옥신(환경호르몬)이 나옵니다.

---------------------------------------------------------

아크릴사 제품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 욕실에서

- 샤워장갑 / 샤워타월 

 매일 샤워 시에 샤워장갑 (또는 샤워타월)에 비누나 바디 클렌저를 살짝 묻혀 온몸을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고인 

물에 빨아보시면 씻겨져 나온 각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일 이상 꾸준히 사용 시 이미 부드러워

지고 말끔한 피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사용하시면 이제 행사 처럼 목욕탕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누 사용 시 효과가 더 좋으며 주2~3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알러지나 약한 아토피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강력추천 합니다. 

연말연시에 ‘묵은 때를 벗어 버리자.’라는 의미의 선물로도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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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타월 

세안 시에 비누나 클렌징 폼을 아크릴사 페이스 타월에 살짝 묻혀 30초 정도 마사지하듯 살짝 문질러 주시면, 

피지와 각질이 저자극으로 제거되어 아주 부드러워 집니다.

건성은 주1회 / 지*복합성은 주2~3회 정도를 권장합니다. 

- 비누 받침 수세미

예쁜 비누곽용 수세미로 비누 밑에 놓아 주시면 수분을 흡수해서 비누도 뽀송뽀송해지고, 

비눗물이 흡수된 비누받침 수세미를, 필요시에 꺼내어 세면대, 세수 대야, 양치컵 등을 닦아 주세요.

이제 수시로 손쉽게 욕실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욕실 청소

잘 지지 않았던 물때, 비누얼룩 등이 아주 말끔하게 닦여서 기분까지 상쾌합니다. 

경험 해보지 않으신 분들 절대 모르는 유쾌, 상쾌, 통쾌 ^^

  tip: 욕조 목욕시에는 베이킹소다 한컵 정도를 물에 타 주시면 피부는 더욱 부드러워지고, 

    욕조 청소도 아주 쉬워 집니다. (물이 적을 경우는 베이킹소다 반컵)

* 주방에서

- 설거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개의 수세미를 예쁘게 걸어놓고 용도별로 구분해서 쓰세요. 

(기름진 음식용, 일반 그릇용, 찻잔용, 과일 수세미 등)

특히 기름이 많은 식기는 키친타월로 깨끗이 닦아주신 후 흐르는 미온수로 닦으면 뽀드득~

- 과채류 

아크릴 수세미에 물을 묻혀 과일을 닦아주시면 그 어떤 방법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무를 닦을 때도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이 닦아집니다.

각종 과일을 물과 아크릴 수세미만으로 닦아 보세요. 놀라움에 눈이 번쩍~^^ 

 - 주방 청소

사용방법에 따라서 빨아 쓰는 기간도 다릅니다. 

매번 사용 후 물을 빼주셔야 하고 더러워지면 세제에 빨아서 햇볕에 말려주세요. 특히 주방 세제보다는 비누가 세

척력이 뛰어납니다. 기름기로 찌든 수세미는 비누에 빨아 쓰시면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렌지, 오븐, 렌지후드, 가스렌지, 전기포트, 식탁 등 청소가 너무 간편해 집니다.

 

* 집안 구석구석~

- 거울 및 유리 청소

더러워진 거울이나 유리에 분무기에 깨끗한 물을 담아 살짝 뿌리 고 아크릴사 제품으로 적당한 힘을 주어 닦아주신 

후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반짝반짝... 특히 유리나 거울이 많은 상점에서 꼭 필요한 제품 입니다.

 

- 가전제품의 찌든 때  

매일 닦아도 깨끗하지 않았던 가전제품도 물을 살짝 묻혀 살짝 힘주어 닦아주시면 찌든 때가 일어납니다.

선풍기, 오디오, TV, 컴퓨터 등을 분무기와 아크릴수세미만으로 깨끗해 집니다.(이 때 물 분사는 수세미에 합니다.)

* 외출 시에 구두를 쓱쓱 닦아주시면 반짝반짝....

* 자동차 세차할 때도 흠집 없이 잘 닦입니다. (이물질이 섞이면 스크레치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히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