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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손님 맞이, 사랑받는 며느리를 위한 집정리 노하우! 이브자리 차렵추석 손님 맞이, 사랑받는 며느리를 위한 집정리 노하우! 이브자리 차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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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바쁜 일상 탓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을 볼 수 있

어 설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1년 차 꼬꼬마 새댁이나 집안의 어르신을 모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걱정이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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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사랑받는 며느리를 위하여 이브자리에서 손님 맞이 집 정리 노하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손님맞이 준비손님맞이 준비

우리 집 정리 노하우우리 집 정리 노하우

01 거실01 거실

어디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거실’부터 시작하세요! 거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청소를 해야 먼지가 날려 바닥에 쌓여도 두 번 청소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거실 액자나

가구 거실장부터 먼지를 닦으세요. 검은색이나 광택이 있는 가구는 물걸레질하면 걸레질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지저분해

보이므로 물걸레질을 한 뒤 마른 걸레로 마무리하세요. 갓을 씌운 전등·조명이나 시계 등에도 먼지가 쌓이기 쉬우므로 먼

지떨이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먼지를 살살 털어주세요.

거실 바닥(장판) 청소는 건식 후 습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우선 진공청소기나 정전기포 밀대로 바닥에 쌓인

먼지를 없앤 후(건식) 물걸레나 물티슈 걸레로 다시 닦아주세요(습식). 물걸레질할 때 식초와 물을 1:3 비율로 희석한 후

분무기로 분사해 사용하면 살균 효과가 있어 더욱 좋습니다.

가을에 맞춰 러그를 깔아 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전문 클리닝 업체에 맡겨 러그를 세탁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부담이

시라면 평소 브러쉬로 먼지를 자주 털어주세요. 러그를 세탁할 때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러그 위에 굵은 소금

을 뿌리고 20~30분이 지난 후 청소기로 밀어주세요. 소금 결정 표면에 먼지와 이물질 등이 달라붙어 러그의 먼지를 쉽게

빨아 들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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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향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브자리 디퓨저입니다.

손님을 맞이하여 거실 TV장이나 테이블 위에 꽃이나 디퓨저를 놓아 싱그럽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많은 인원이

방문한다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드 테이블이나 스툴(등받이가 없는 의자) 등의 소가구는 치워 공간을 넓히고 여분

의 방석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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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화장실02 화장실

화장실은 청소와 관리가 까다로운 공간인데요, 특히 곰팡이, 물때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곰팡이 제거를 위해 레몬, 오렌

지로 타일이나 변기를 문질러보세요. 레몬, 오렌지 등 신 맛 나는 과일에는 세척 및 살균 효과가 뛰어난 구연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 제거에 양초의 파라핀 성분과 감자의 녹말 성분도 효과적이어서 양초나 감자로 타일 사이사이를 닦는

방법도 있습니다.

욕실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화장실은 수시로 환기하고 냄새의 주범인 배수구·변기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베이킹

소다를 묻힌 청소 솔로 배수구 안쪽을 솔질한 후 식초를 부으면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는데요, 이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 하

수구를 타고 올라오는 잡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냄새가 잘 안 빠진다면 좋은 냄새로 덮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화장실에 청량하고 산뜻한 시트러스 계열의 디퓨저를

놓으면 잡냄새를 잘 잡아줄 수 있어요. 또는, 변기에 샴푸나 린스 두세 방울을 툭 떨어뜨리고 물을 내려 보세요. 일시적으

로 향기가 나면서 화장실의 퀴퀴한 냄새를 뺄 수 있답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욕실 전체가 깔끔하고 넓게 느껴지는데요, 젖은 걸레에 린스를 새끼손톱만큼 묻혀 거울을 닦고 마른걸레

로 마무리하면 린스의 코팅 효과로 거울이 마치 새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거울뿐 아니라 세면대·변기에도 린스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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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 물때는 사라지고 광이 나면서 화장실이 더욱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03 현관03 현관

여름 내내 습기를 머금고 있던 현관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관은 손님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으로 집의 첫인상을 좌우

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신발장의 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고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신문지를 칸마다 깔아 주세요. 현관에 전용 제습제나 숯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숯의 단면은 미세한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공질 구조로 인해 습도가 높으면 주변 습

기를 흡수하고 건조하면 다시 내뿜어서 제습·가습 기능을 동시에 해줍니다.

현관에 가득한 흙, 먼지도 청소해야겠죠? 신문지를 크게 찢어 바닥에 뿌리고 분무기로 물을 분사해 신문지를 적십니다. 그

리고 신문지가 완전히 말라 바닥에 붙기 전에 빗자루로 신문지를 쓸어 주세요. 신문지에 먼지가 착 달라붙는 효과가 있습

니다. 마지막으로 우산이나 기타 물건들은 베란다(창고) 쪽으로 옮겨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세요. 손님이 방문하면 현관

에는 신발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아져서 미리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04 침실04 침실

손님이 집에서 자고 간다면 침실을 가장 신경 쓰셔야 해요. 손님은 본인이 매일 잠을 자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자리가

익숙하지 않아 잠을 설칠 수 있으므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침실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침실의 적정 온도는 22~26℃로,

적정 습도는 40~50%로 맞춰 주시고 밤에는 전등을 켜는 것보다 간접 조명으로 취침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하얗고 밝

은 빛은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세기가 약한 주광색 조명이 좋습니다.

손님에게 꿀잠을 선사하는손님에게 꿀잠을 선사하는

이브자리 차렵이불 추천이브자리 차렵이불 추천

이불은 덮는 사람이 불쾌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청결한 것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손님용 이불을 따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용 이불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께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브자리

차렵이불을 추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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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자리 차렵이불 데님지오 |이브자리 차렵이불 데님지오 | 도트와 라인이 별자리처럼 그려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북유럽 인테리어나 밝은 톤의 우드

인테리어와 특히 잘 어울리는데요, 잔잔한 컬러에 모던한 패턴이 더해져 남녀노소 사용하기에 부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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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시 이미지가 커집니다.

이브자리 차렵이불 예스 |이브자리 차렵이불 예스 | 아기자기한 잔꽃 무늬 패턴으로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불 위쪽의 가장자

리는 프릴로 귀여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옐로우, 핑크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어 선택의 폭이 다양하답니다.

두 제품은 ‘면 60수 사틴’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고급스러운 광택이 도드라지는 소재인데요, 터치감이 실

크처럼 매끈하여 이불을 덮었을 때 피부에 닿는 감촉이 좋답니다. 통기성과 흡수성이 우수해서 잠자리를 쾌적하게 해줍니

다. 집에 놀러 온 가족들에게 기분 좋은 밤을 선물해 줄 거예요.

이브자리 블로그에서 알려드린 집 정리 노하우 어떠셨나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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