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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다. 부

드럽고 고소한 향기와 입 안을 맴도는 쌉싸름하면서

도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다.  특히 집에서 커피를 직

접 내려 마신다면 원두를 갈고 난 커피 가루(커피 찌

꺼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생활 곳곳에서 활용하자. 

커피 가루의 쓰임새는 의외로 많다. 

1. 목재 가구에 생긴 흠집

목재 가구는 보기엔 아름다워도 흠집이 잘 생긴다

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커피 가루를 이용해 이 흠집

을 말끔히 없앨 수 있다.

커피 가루에 린시드유를 섞은 후 붓을 이용해 스크

래치 자국에 살살 발라준다.(단, 커피 가루와 린시드 

유의 비율 배합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므로, 가구에 

바르기 전 색깔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미리 테스

트를 해 본다). 잠시 말린 뒤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면 

가구의 흠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발 냄새 제거 

발 냄새 때문에 고민이라면 커피 가루를 티백에 넣

은 뒤, 티백 주머니를 신발 안에 넣고 하루 기다린다. 

다음 날, 신발에서 나던 발 냄새가 말끔히 사라져 있

을 것이다. 

3. 손 냄새 제거

집안 일을 하다 보면 손에 음식 등의 냄새가 배는 

경우가 있다. 비누로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

면 커피 가루에 손을 담가 문질러 보자. 커피 가루가 

손에 밴 악취를 제한다. 

소매는 해지고, 형태는 틀어지고, 박음질은 뜯어지

고... 어떤 옷은 첫 세탁 후에 입지 못할 정도로 망가

지기도 한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옷을 구입하기 전에 꼼꼼히 품

질을 따져보고 사야 한다. 옷을 사기 전에 아래 사항

을 꼼꼼하게 점검하자.

1. 바느질 상태

브라나 블라우스, 스

커트 등을 사기 전, 옷

감 안팎으로 바느질 상

태를 꼼꼼이 체크해 바

느질이 전체적으로 고

르고 촘촘하게 되어 있

는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재봉 과정에서 위치가 뒤

틀린 채로 박음질 된 옷은 겉만 멀쩡하고 뒤집어보

면 엉망인 경우가 있다. 또한, 한군데에만 박음질이 

4. 셀룰라이트 제거 비누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가 고민이라면 커피 가루

가 든 비누를 활용해 보자. 

먼저 잘게 자른 투명 글리세린 비누를 중탕으로 녹

인다. 여기에 커피 가루를 일정량 섞어준 뒤, 미리 준

비한 비누용 사각틀에 부어 그대로 굳힌다. 셀룰라

이트로 고민인 피부에 대고 살살 문질러 주면 셀룰

라이트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기름때 제거

프라이팬 등에 밴 기름때, 세제로 아무리 박박 문

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아 고민이었다면? 피부와 몸

에 좋지 않은 강력한 화학 세제 대신 커피 가루를 이

용하자. 뜨거운 물에 커피 가루를 푼 후 커피 가루 

물을 스펀지에 묻혀 설거지를 하면 찌든 기름때가 

말끔히 사라진다. 

여러 번 되어 있거나 들쑥날쑥한 옷은 곧바로 제자

리에 돌려놓길.

2. 단 처리

날렵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단 처리 작업은 숙

련자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단 처리가 훌륭해야 

세탁기에 넣고 몇 번이고 돌려도 옷이 망가지지 않는

다. 단의 시작부터 끝까지 박음질이 끊겼다 이어져선 

안 되며, 접힌 양쪽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비스코스 주름

비스코스를 사용해 

만드는 품질 좋은 인조

견은 저렴한 동시에 편

안한 착용감을 자랑한

다. 옷 한쪽을 잡고 꼭 

쥐었다 풀었을 때 주름

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품질이 떨어지는 

옷감을 쓴 것이다. 

4. 어긋난 무늬

벽지처럼, 옷에 들어간 패턴도 끊어지거나 어긋나

지 않고 정교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 무늬가 뚝 끊

긴 듯 이어진 옷은 그만큼 엉성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5. 비뚤어진 옷감

옷을 세로로 반 접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스웨

6. 천연 염료

새로 산 테이블에 잘 어울릴 빈티지 색깔 식탁보(

또는 테이블 매트)가 필요하다면? 하얀 헝겊에 커피 

가루로 직접 물을 들여보자. 천이 잠길 만한 물통에 

물을 담고 커피 가루를 풀어준다. 준비한 헝겊을 커

피 가루 물에 모두 잠기도록 충분히 담갔다가 3시간 

뒤, 꼭 짜낸 헝겊을 상온에 말리면 천연 빈티지 식탁

보 완성! 

7. 천연 비료

커피 가루는 식물에게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된다. 커

피 가루는 식물이 배수, 공기 공급, 수분 보유를 하

는데 도움을 준다. 모아둔 커피 가루 몇 큰 술을 키

우는 화분에 그대로 넣어 주면 며칠 뒤, 화분의 잎

이나 꽃이 훨씬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 당신을 맞이

할 것이다. 

8. 각질 제거

입자를 아주 곱게 하려면, 커피 가루를 한번 더 갈

아 준다. 각질제거를 위해 올리브 오일과 섞는다. 얼

굴에는 매끈함만 남을 것이다.

9. 벽난로 청소

커피 찌꺼기로 벽난로를 좀 더 빨리 청소할 수 있

다. 재를 쓸기 전에, 눅눅한 커피 찌꺼기를 뿌린다. 커

피 찌꺼기가 먼지를 덮어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닌 것

을 도와준다.

사진=shuterstock

터의 왼쪽과 오른쪽 어깨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

면, 이미 재단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단 근처의 옷

감을 살짝 늘려보아 옷감이 단과 평행하거나 45° 

기울기를 이루어야 한다. 

6. 지퍼 상태

지퍼 달린 옷은 입고 

벗기 편한 데다가 요즘

엔 포인트 패션으로도 

널리 쓰이는 추세이다. 

지퍼는 옷감 안쪽에 잘 

숨어 있어야 세탁 시 다

른 옷을 망가트리지 않는다. 

또한, 양쪽 지퍼 날의 길이가 똑같아야 반듯하게 

잠기고 열린다. 시작과 끝부분이 튼튼히, 깔끔하게 

달렸는지도 체크하자.  

7. 헐거운 단춧구멍

하루에도 몇 번씩 여

닫는 단춧구멍은 튼튼

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 

시 상당 시간이 소요되

는 작업이기도 하다. 새 

청바지의 단춧구멍 바

느질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미 속이 삐져나왔다면, 

얼마 안가 해지기 쉽다. 

사진=shuterstock,  더팁

기름때 제거는 커피 가루로 … 커피 가루 활용 팁

옷 고를 때 품질 불량 가려내는 꿀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