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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유연제는 세탁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옷감

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탁 보조제로, 섬

유의 올을 살려 옷감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상쾌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 

섬유유연제는 섬유의 색깔이 바라는 것을 방지하

고 세탁물에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도와주기

도 한다. 최근에는 구김을 방지하는 효과가 더해진 

제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

이 사용하면 의류의 땀 흡수성이 떨어지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옷이 늘어질 수 있으므로 적

정량을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섬유유연제는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집 안 악취 중화  

섬유유연제를 이용하여 집 안에서 나는 악취를 

중화시키고, 더 나가 집 안을 향긋하게 만들 수 

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섬유유연제 한 숟갈을 넣어 끓

이면, 수증기가 집 안 곳곳에 퍼지면서 향기를 실

어 나른다.  

■ 욕실 석회질 제거  

섬유유연제로 욕실에 쌓인 석회질을 순식간에 제

거할 수 있다. 

스프레이 용기에 따듯한 물을 담고, 섬유유연제

를 약간 넣어 잘 섞는다. 그 다음 석회질이 쌓인 곳

에 이 용액을 뿌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문지르면 새 

것처럼 반짝반짝 광이 난다. 

■ 탄 냄비·후라이팬 세척 

음식물이 타서 눌어붙은 냄비와 후라이팬은 좀처

럼 깨끗하게 닦기가 힘들다. 하지만 섬유유연제가 

있다면 말이 달라진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음식물이 

눌어붙은 냄비나 후라이팬에 따듯한 물을 붓고 섬

유유연제 한 숟갈을 넣은 뒤 다음 날 아침 세척하면 

탄 자국이 술술 벗겨진다.  

■ 목재 가구 광 내기

섬유유연제로 목제 가구를 문지르면 윤기가 자르

르 흐른다. 먼지만 벗겨지는 게 아니라 향기까지 남

아 집 안이 은은히 향기로 가득 찬다. 

■ 카펫 복구 

맨발로 새 카펫을 밟으면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촉

감이 일품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카펫 모가 굳

어 뻣뻣해진다. 

카펫을 다시 보송보송하게 만들려면 스프레이 용

기에 물과 섬유유연제를 넣고 분무한 후 2-3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스팀 청소기로 밀어 남은 섬유유

연제를 제거하면, 카펫이 다시 보송보송해진다. 

■ 인형 머리 손질

인형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더는 빗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버릴 필요는 없다. 섬유유

연제를 푼 물에 인형 머리를 담그고 기다리면, 빗이 

술술 내려갈 뿐 아니라 윤기가 잘잘 흐른다. 

■ 스티커 제거 

섬유유연제와 따듯한 물을 1대1로 섞어, 제거해야 

할 스티커 위를 흠뻑 적셔 준다. 1-2분 지나면 스티

커가 술술 떼어진다.

■ 모기 퇴치제

여름 밤의 초대하지 않은 손님 모기. 엥~하는 모

기 소리만 들어도 머리카락이 쭈볏거리고 잠을 설

치게 된다. 이럴 때도 섬유유연제가 도움이 된다.

스프레이 용기에 섬유유연제와 베이킹소다 약간, 

물을 담고 잘 흔들어 주변에 뿌려 주면 모기가 달

려들지 않는다. 또 섬유유연제를 물에 타 일회용 부

직포 티슈에 적셔 팔에 바르면 모기가 절대 달려들

지 않는다. 

■ 안경 김 서림 방지

섬유유연제를 희석시킨 물로 안경렌즈를 닦아주

면 렌즈가 코팅이 되어 김 서림을 방지하는데 도움

이 된다. 화장실 거울에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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