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END’s GOOD

칼바람이 파고들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우리의 지갑. 춥다고 거금을 주고 사들인 겨울 외투들! 모진 칼바람과 눈 · 비에 시달린 

옷들은 안녕하신가요? 입을 외투가 없어 보여도 울 코트나 무스탕 한 벌, 패딩 점퍼 한 벌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집

에 들어와서 대충 벗어 휙휙 던져두면 큰일입니다. ‘이런다고 얼마나 상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비싼 돈 주고 산 외투가 소

홀한 관리로 손상되었을 땐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혹시 갑자기 내린 눈이나 비에 맞은 옷이라면 더 큰일이죠! 지금부터 겨울

옷 제대로 관리하는 노하우를 익혀 두시길~ 

CULTURE 36.5

트렌드가 보인다

글
홍국화 에디터
(VOGUE)

사진제공
브랜드 협조

겨울철 외투 관리 꿀팁 

01.  외출 후엔 거꾸로 걸고 먼지를 털 것!

접착력이 강한 일명 ‘돌돌이’나 쭉 밀어서 먼지를 닦아 내는 기구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질이 망가지거든요! 반드시 옷을 거꾸로 걸고 

가느다란 막대기로 툭툭 두드려 먼지를 털어 줍니다. 자주는 좋지 않지만, 

강아지 빗으로 빗어주는 것도 좋은 손질법!

안감이 구겨졌더라도 절대로 다리미를 갖다 대지 마세요. 

안감 너머 가죽이 수축되고 굳어 결국 찢어지거든요! 

02.  옷장에서 꺼내어 그늘에 보관 

사실 옷장은 모피를 보관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촘촘하게 옷이 걸린 

행거에 모피를 걸어두면 털이 눌리거나 접히기 때문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죠. 모피를 보관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섭씨 10도. 

습도는 50%.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따로 걸어두는 게 좋답니다.

털이 눌렸다면 물을 살짝 묻혀 결을 살려준 후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절대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털의 

윤기가 사라지고 가죽이 찢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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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 코트부터 요즘 유행하는 양 가죽 테디 베어 

코트와 스웨이드 · 무스탕 재킷까지! 온 · 습도에 가장 

예민한 소재이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옷이 바로 

모피 코트랍니다.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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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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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GOOD 03.  비닐 대신 부직포 또는 

실크 커버에 싸둘 것 

모피는 가죽이기 때문에 통풍이 

중요합니다. 세탁소 비닐 커버는 

통풍이 되지 않아 모피에 좋지 

않습니다. 부직포 커버가 없다면, 

큼직한 와이셔츠로 감싸거나 방충망 

그물로 감싸도 됩니다.

세탁소에서 준 철사 옷걸이에 걸어뒀다면 반드시 

어깨가 넓은 옷걸이로 교체하세요! 옷의 형태가 무너집니다. 

04.  스웨이드에 얼룩이 묻었다면?

물 1리터 기준, 중성세제 15cc, 구연산 1.5 티스푼을 섞어 

분무기에 넣고 가볍게 뿌려준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 냅니다. 

먼지는 진공청소기로 가볍게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 보관 

시에는 스웨이드 전용 보관 액을 뿌려주는 것도 좋죠. 

스웨이드와 무스탕에 얼룩이 묻을 땐 전용 지우개로 살짝 

지워주면 됩니다.

01.  세탁 전 반드시 모자와 분리

라쿤 털과 인조 모피가 달린 모자는 분리하고, 

지퍼와 단추는 잠그고 세탁합니다.

02.  패딩이 오염되면 테니스 공을!

먼저 드럼 세탁기가 필요합니다. 드럼 세탁기가 없다면 

빨래망에 담아 세탁기에 넣으세요. 다운 점퍼용 세제를 

사용해 세탁하고 세제가 없는 상태에서 ‘헹굼’ 

모드로 2번 돌립니다. 이후 옷을 꺼내 

물기를 털고 다시 최저 온도(울코스)로 

‘건조’ 모드를 설정해 돌리면 됩니다. 이때, 

깨끗한 테니스 공 혹은 돌돌 만 양말 2개를 

함께 넣으면 뭉침을 방지할 수 있죠!

얼룩 없이 눈과 비에 젖기만 했다면? ‘건조’모드에 

깨끗한 테니스공과 함께 넣어 돌리면 됩니다.

T!P

03.  패딩에서 악취가 날 땐 드라이기를

담배 냄새와 음식 냄새가 도통 빠질 줄 모른다고 섬유 

탈취제를 잔뜩 뿌리면 옷에 냄새가 더욱 남게 됩니다. 이럴 땐 

패딩 점퍼 위에 신문지를 깐 후, 드라이기로 뜨거운 열을 

가합니다.

모직(울) 코트는 대부분 나일론과 혼방인 경우가 많은데요, 

울 100%가 아닌, 혼방소재 코트의 손세탁법을 소개합니다. 

울 100%는 절대로 물에 세탁해선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잦은 드라이 클리닝은 모직 코트의 수명을 줄이니 자제할 것!

01.  울(모)과 나일론 혼방 소재의 물세탁

욕조에 물을 가득 받은 후, 바디 클렌저를 손바닥만큼 짜서 

풀어 줍니다. 코트를 넣어 천천히 눌러 준 후 5분 이내에 꺼낼 

것. 절대로 짜거나 세탁기의 탈수 코스에 넣어선 

안됩니다. 큼직한 수건으로 눌러 물기를 

빼준 후 서늘한 곳에서 말립니다.

02.  먼지 제거는 칫솔과 청 수세미를

외출 후 집에 돌아와 코트를 벗어 털어주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초록색 수세미나 스펀지로 

천천히 옷을 쓸어내려주면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상당히 

제거된다는 사실! 마른 수건에 물기를 적셔 닦아 내면 까만 

때도 묻어 나온답니다. 이때 물에 약간의 식초를 더하는 것도 

좋아요. 보풀이 이는 곳은 칫솔로 한쪽 방향으로 쓸어내리면 

됩니다. 

패딩 관리법 

모직 코트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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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이드 

전용 지우개

드라이기로

악취 제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