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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정에는 유리 세정제 하나씩은 있다. 쉽

고 빠르게 얼룩을 지워 주기 때문에 이 세정제를 얼

룩 제거에 만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유리로 된 표면이나 부엌 타일을 닦을 때는 아주 유

용하다. 하지만 유리 세정제보다 순한 청소제를 사용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지저분해도 유리 세정제를 사용하면 안 되

는 것들이 있다.

1. 거울

거울은 유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유리 세정제를 사

용해 닦으면 안 된다. 세정제에 함유된 화학 물질이 

거울 표면의 코팅을 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리 세

정제로 거울을 닦은 후 불에 그을은 자국 같은 갈

색 반점이 생겼다면 세정제가 너무 독하다는 뜻이

다. 낡은 거울은 이와 같은 갈색 반점이 생기기 더 쉽

기 때문에 따듯한 물이나 알코올을 이용해 닦아주

어야 한다.  

2. 전자기기의 스크린 

유리세정제를 이용해 노트북이나 컴퓨터, 텔레비전 

화면을 닦으면 화면에 묻은 지문과 기름기가 감쪽같

이 닦인다. 하지만 섬세한 스크린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 극세사 천에 물이나 전자제품 전용 세척제를 묻

혀 닦는 것이 좋다. 

3. 대리석 표면 

대리석을 비롯한 석재를 유리 청소제로 닦으면, 다

공성 표면이 마모되면서 영구적인 손상이 남는다. 게

다가 반질반질하던 표면이 점점 광택을 잃어 더러워 

보인다. 

4. 자동차 유리 

자동차 유리는 일반 유리 세정제가 아니라 전용 청

소제로 닦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흠집이 나고 얼

룩이 생겨, 미관상 흉할 뿐 아니라 시야에 방해가 된

다. 특히 선팅한 유리의 경우, 유리 세정제의 암모니

아 성분이 필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더욱 조심

해야 한다. 

5. 목재 표면 

마감 처리를 하지 않은 원목 표면에는 절대 유리 청

소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 래커 칠을 한 표면에는 적

은 양을 사용해도 되지만, 쓸 때마다 칠이 조금씩 벗

겨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름으로 마감

한 목재도 마찬가지로 표면의 코팅이 벗겨지면서, 얼

룩과 습기에 더 취약해진다. 나무 표면에는 오일이나 

왁스 같은 목재 전용 제품을 사용하자.

■ 유리 세정제를 활용하는 5가지 방법

1. 벌레 퇴치

유리세정제는 암모니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벌레 퇴치에 효과적이다. 창문이나 문에 뿌려두면 

좋다.

2. 보석 세척

보석이 암모니아나 알코올로 손상 받지 않는 재료

인지 먼저 확인하자. 유리세정제는 다이아몬드의 광

택을 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리세정제로 보석을 세척한 뒤 2분 안에 반드시 헹

궈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칫솔을 이용하면 편하

다. 2분 동안 보석을 꼼꼼히 씻은 뒤 물로 헹구어 수

건이나 면봉으로 물기를 닦자

3. 기름때 제거

유리세정제 안의 가성 성분은 기름때 제거에 도움

이 된다.

가스 레인지, 냄비, 프라이 팬, 주방 후드 등에 쌓인 

기름 때를 유리세정제로 쉽게 청소해보자. 청소가 끝

나면 물로 유리 세정제를 깨끗이 헹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4. 타일 청소

화강암이나 대리석 바닥을 유리세정제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유리세정제를 물에 희석시켜 바닥 세정

제로 쓰자. 하지만 단단한 나무 재질 등의 다른 표면

은 암모니아가 재질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유리세정제는 화장실과 부엌 타일 

청소에도 아주 좋다. 변기나 욕조 등에 유리 세정제

를 뿌린 후 몇 분이 지나면 때가 시원하게 지워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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