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림질용 전사 라벨 안내 
 

1. 다리미를 “울”로 설정합니다.  

단, 스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다리미의 “끝”부분으로만 

다림질합니다. 

3. 전사라벨을 붙일 부분에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4. 전사라벨을 붙이기 전 붙일 곳을 

살짝 다림질합니다. 

5. 전사라벨을 붙일 위치에 놓고  

약 10 초간 미리 달궈둔 다리미로 

눌러줍니다.  

6. 약 45 초간 다림질한 부분을 

식혀준 뒤 5 번을 반복합니다. 

7. 전사라벨이 잘 붙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들뜬 부분이 

있다면 5 번과 6 번을 반복합니다. 
 
전사라벨을 붙인 섬유는 약 40°C 이하에서 

세탁하며, 건조기로 말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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