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Microfleur 꽃 프레스를 선택하신것을 축하드립니

다. 이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Microfleur과 전자렌지만 사용하시면 이제 곧 

꽃과 잎사귀와 여러 종류의 식물을 말릴 수 있게 

됩니다.  

Microfleur 사용방법 

 1개의 압반을 아래쪽을 향하게 놓아주십시오, 그

러고 한개의 패드를 그 위에 얹힌다음 그 다음에 

천 시트를 올려주십시오. 그리하고 견본을 천시트 

위에 평평 하고 서로 닿지 않게 올려주십시오. 사

용할때에 비슷한 표본끼리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다음 조심스럽게 두번째 천 시트와 패드를 올리

고 압반으로 누른뒤 4개의 클립으로 고정시켜주십

시오.  

누르는시간  

전자레인지의 전력과 견본의 건조함 정도에 따라 

30초~1분내로 작동하면 됩니다. 제품의 목적은 견

본을 말리고 만질때 종이 느낌이 나게 하는 겁니

다. 견본을 말리고 난 다음 엄지와 검지사이로 만

졌을때 매끌거리며 만져지면 다 말랐다는것을 알

수있습니다. 견본을 너무 오랜시간동안 말릴경우, 

부셔지거나, 검게 그으릴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장미, 국화, 동백꽃 등등은 몇번의 실험을 통해 말

리는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

하여 말릴때에 오랜시간이 걸릴수 있으나, 몇번을 

걸쳐 사용해야합니다, 한번의 오랫동안 전자레인지

를 사용하면 패드가 타는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

을수 있습니다. 항상 습한 꽃을 말릴때에는 20-30

초씩 쉬는 기간을 두고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팁: Microfleur에 장점은 결과물을 빨리 볼

수있다는것과 색이 변하지 않다는것을 알수있습니

다. 몇가지 실험을 통해 Microfleur로 말릴수있는 

견본을 찾을수있습니다. 릴리, 튤립, 목련, 배고니

아 등등 크고 신선한 견본은 말릴수 어렵습니다. 

Microfleur을 사용하기 전에 꽃입을 손으로 눌러보

시면 결과물을 예상하실수 있습니다, 손으로 눌렀

을경우 물이 나온다면 결과물은 그닥 만족스럽지 

못할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황

색 수선화, 과수원 꽃등등 여러가지 꽃들은 만족스

러운 결과물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난초나 아이

리스, 긴 나팔 모양의 어려운 모양의 꽃들은 꽃을 

해체하거나 잘라서 평평하게 눕힐수 있게 만든다

음 말려야합니다. 말린꽃들은 자칫하면 색이 변할

수있습니다. 요인들은: 빛의 노출, 색상의 농도, 식

물의 굵기 등등 있습니다. 몇개의 입사귀들은 초록

색이 변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너무 오랫

동안 말렸던가, 아니면 색이 변하는 입일수도 있습

니다.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간단한 꽃들로 실험해

보는것을 권장합니다. 견본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물기가 없고 신선한것으로 사용 하십시오. 꽃들을 

사용하는것을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허브, 입사귀, 

꽃입 등등 여러가지를 실험해보십시오. 꽃입을 천

에서 때려할때 잘 때어지지가 않는다면, 쪽집게로 

여러방향으로 천을 움직여서 부드럽게 때어보십시

오. 압화는 카드, 작품, 메뉴, 책꽂이 등등 여러가

지로 사용될수있습니다.  

Microfleur 보관방법: 

Microfleur을 사용 후 클립과 압반은 젖은 수건으

로 닦고 말려서 보관해주십시오. 함께 들어있는 천 

시트는 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룩등등 묻었

을때에 세탁과 다림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것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울패드는 얼룩이 지더라두 세

탁이 불가능합니다. 울패드 또한 그으르거나 악화

되면 새것을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