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블링 주얼리
빛나게 관리하는
7가지 방법

1.

2.

스털링실버
sterling silver

금 &골드필드
gold & gold-filled

금으로 된 아이들은 부드러운 천으로

(또는 안경광택천) 광택을 이쁘게 내주시면 됩니다.

스털링실버는 광택나게 잘 유지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메탈입니다. 세척이 꼭 필요한
메탈인데요. 실버 광택천 또는 실버 세척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척이 말끔하게 되지 않는다면 전문적인
세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법으로도 변색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3.

구리, 황동 &누골드
copper, brass & nu gold

이 3가지의 메탈들은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공기와의
접촉으로 변색됩니다. 만약에 반짝거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면 간단하게 초극세 금속 섬유 울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천으로 된 주얼리

패드(#0000)로 닦아주면 됩니다.

보관함에 넣어두시고, 주얼리는 주얼리 천파우치

또는 레몬주스와 소금을 섞어 주얼리를 불려준 후

또는 플라스틱 지퍼백에 넣어서 습기를 차단하고

면솜으로 닦아주세요.

공기 노출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 925실버, 순은 92.5%

이 메탈들은 또한 운동하면서 땀이 날 경우에
피부에 초록물을 들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운동할때는 이런 주얼리들은 빼주시면 좋습니다!

*Nu-gold: 황동의 일종으로 표준 황동보다 구리의 비율이 높아서 더 붉은 색감이 돈다.
85%가 구리며 15% 아연으로 이뤄졌다. 14K금과 유사한 색상을 띈다고 한다.

4.

알루미늄
aluminum

알루미늄은 변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크래치들을 없애주기 위해 초극세 금속
섬유 울 패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5.

보석 &다이아몬드
jewels & diamonds

BRANDED COLLECTIVE는 보석을 판매하지도, 세팅하지도 않지만
가족대대 내려오는 보석이나 결혼반지를 오랫동안 블링블링하게 유지하기
위한 팁을 드릴께요. 작은 볼에 50% 윈덱스액과 50% 과산화수소를 섞어
보석을 약 10-15분간 넣어 두세요. 그리고 헹궈주시면 됩니다.
오래된 칫솔모로 가볍게 보석을 닦을 수는 있으나
반복하면서 다이아몬드가 스크래치가 나거나 세팅이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세척액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 20년 결혼생활을 했으면 보석세팅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다이아몬드가 똑 떨어질 위험이 있기에 오래된 세팅은 가까운 주얼리
샵을 찾아서 손을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연적인 방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몬주스에 소금을 풀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6.

보관법과 규칙
storage & “rules”

샤워할때 주얼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에 계속 닿게 되면 아무래도 광택이 죽게 마련입니다.
수영장, 바다 그리고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수영하기 전에 주얼리를 빼주는 것입니다.
스털링을 위한 보관법이 다른 메탈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내부가 천으로 된 주얼리 보관함에 넣어두시고
주얼리는 천파우치 또는 플라스틱 지퍼락에 넣어서 습기를 차단하고 공기 노출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할때 주얼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에 계속 닿게 되면 아무래도 광택이 죽게 마련입니다.

다 그리고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수영하기 전에 주얼리를 빼주는 것입니다.
스털링을 위한 보관법이 다른 메탈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내부가 천으로 된 주얼리 보관함에 넣어두시고

주얼리는 천파우치 또는 플라스틱 짚락에 넣어서 습기를 차단하고 공기 노출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7.

당신이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You’re a real gem!

아름다운 주얼리를 자신감으로 착용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