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2061シュートリー
その他のシューケア用品

ブラシ102

磨きクロス

ブナ材を使用した本格的なシュートリーです。

靴クリームを塗ったり、磨きこむのに最適な柔ら
かな綿クロスです。

靴用豚毛ブラシです。

●靴の型くずれを防止します。
●軽くて丈夫なブナ材を使用したシュートリー
　です。

●靴についたホコリを落とすのに最適です。

●両面起毛タイプですのでどちらの面もご使用
　になれます。 
●手洗いができます。生地がほつれたり、縮むこ
　とがありますが使用に問題はありません。

Shoe Tree

Brush

Cloth



１日中履いていた靴は、ホコリなどの汚れが革表面に付いてしまいます。
脱いだ時に靴ブラシで表面に付いたホコリを落としてください。
光沢が落ちたり、汚れが気になった時はシュークリームを塗ってお手入れ
をしてください。

 新しい靴は当然キレイです。だからといって、そのまま履いてし
まうと靴を傷める原因となってしまいます。

履く前にシュークリームを塗って
ホコリ、汚れから靴を守りましょう

※シュークリームの使用量の目安としては１足 
　１ｇ（小豆の大きさ位）です。

１．靴全体のホコリ・汚れを靴ブラシ
　 で落としてください。普段お手入
　 れしないヒモ穴回りやコバ部分
　 （靴の上面と底面との窪み）も入念
　 にブラッシングしてください。

３．細かい所までシュークリームを塗るために
　 右写真のようにしてクロスを指に巻きつけ
　 てください。

６．乾燥後、仕上にグローブシャインで磨
　いてください。余分なシュークリームを
　取りながら靴に光沢を与えます。

７．最後にウォータープルーフをかけてく
　ださい。急な雨への対応や、歩行時での
　ホコリ、汚れの予防にもなります。

１．雨に濡れてしまった靴は、まず水分を
　 取ってください。
※シューレースははずしてからお手入れしてください。

靴の中の水分を取った後、風通しの良い日陰で完全に
乾かしてください。その時キーパーを必ず入れて乾かし
てください。型くずれを防ぎます。乾燥後は油分などが
なくなり革の柔らかさが失われていますので、シューク
リームを塗ってください。

【雨の日の靴のお手入れ】

【ツヤ革靴のお手入れ】

●日常のお手入れ！

●週に１回は本格的なお手入れを！

２．レザーローションで表面の汚れや古いシュークリームを落として
　 ください。

※レザーローションは直接皮革に付けないで
　布に取ってください。
※シミ・色落ちを予防するために予め見えない
　部分（ベロ革部分などの隠れている場所）で
　試してから使用してください。

４．少量のシュークリームを布に取り靴
　 全体に塗り伸ばすようにして塗って
　 ください。

５．シュークリームを塗った後に靴ブラシ
　 を使用しますと、細かい部分に入った
　 シュークリームを伸ばすのに効果的です。

※シュークリームを直接ブラシにとって塗る場合は、クリームの色
　によってブラシを使い分けてください。

●濡れてしまった時のお手入れ
※スプレーは靴から２０ｃｍ位離して円を描く
　ように均一にスプレーしてください。

コバ部分

１

２

３

４

５

２．靴の内部に布・新聞紙などを詰めて水分
　 を吸い取ってください。新聞紙は定期的
　 に新しいものに替えてください。
　 ある程度水気がなくなり
　 ましたら、シュードライを
　 入れてください。

【起毛革靴のお手入れ】

１．靴全体のホコリを専用ブラシで落としながら起毛革の毛並みを整え
　 てください。

●毎日のお手入れはブラッシング！

６

７

※シューレースも定期的に取り替えてください。
　シューレースを新しくするだけでも靴の印象が
　変わります。

２．汚れが目立つ時は、専用クリーナーで
　 表面の汚れを落としてください。部分
　 的な汚れは消しゴムタイプのクリー
　 ナーをご使用ください。

３．起毛革自体の色が褪せてきたら、
　 スエードスプレーで色を補ってくだ
　 さい。
　 クロ以外の色物は無色をご使用くだ
　 さい。
※ムショクは起毛革の色を鮮明にし、色アセを
　防ぎます。

革の裏や表を起毛させた素材で、毛足の
長さによって、スエード・ヌバック・ベロア
などと呼ばれます。革表面の起毛による風
合いが特徴です。

起毛革とは？

※起毛面は使用していますと徐々に毛足が短く
　なってきます。
　起毛の風合いがなくなって来ましたら、ワイ
　ヤー製の専用ブラシで毛を起こすように
　ブラッシングしてください。

●履いた靴は最低１日は休ませてください。

休ませる時はキーパーを入れてくだ
さい。キーパーを入れて保管しますと
歩行時に生じた型くずれを補正し、靴の
ダメージを軽くします。

【コードバン革靴のお手入れ】
コードバン革は馬のお尻の部分の特に繊維が詰まった箇所から取れ
る皮革で光沢に優れているのが特徴です。靴以外にも財布等の革小物
に使用されています。お手入れには、この独特な光沢を維持する専用ク
リームが必要となります。

【ハイシャイン仕上げ】
●つま先やかかと部分を磨き込み鏡面のような高光沢
　に仕上げることをハイシャインと呼びます。
　つま先部分をハイシャインに仕上げしたい場合は
　シューポリッシュを使用し、独自の光沢を出しま
　しょう。

１．靴全体のホコリを靴用ブラシ
　 で落としてください。次に、
　 レザーローションで汚れを落と
　 してください。

２．靴全体のお手入れとハイシャイン
    仕上げのできやすい下地を作る
　 ために、シュークリームを靴表面
　 に薄く均一に塗ってください。
　 乾燥後、軽く磨いてください。

３．ハイシャイン仕上げをしたい箇所
　 にあらかじめ水を軽く付け、その
　 後、シューポリッシュを布に取り、
　 小さな円を描くように軽く磨い
　 てください。ワックスの滑りがな
　 くなり、磨きが重くなってきたら、
　 再度、水を付けて磨いてください。

４．ハイシャイン仕上げができるまで、
　 ３の動作を繰り返し行ってくだ
　 さい。

１．靴全体のホコリを靴用ブラシで落として
　 ください。次に、レザーローションで汚れ
　 を落としてください。

２．コードバン専用クリームを布に取り、靴
　 表面に塗り伸ばすように塗ってください。

３．乾燥後、仕上げにグローブシャインで磨い
　  てください。余分なシュークリームを取り
　  ながら靴に光沢を与えます。

皮革自体は水に強い素材ですが、靴に加工すると雨などに
濡れることにより靴の型がくずれやすくなったり、内部で使
われているパーツが傷んだりします。そのために、事前に
ウォータープルーフをかけてくだ
さい。ウォータープルーフは雨だ
けでなく油汚れにも強く、また、ホ
コリ汚れから靴を守ります。

コードバンは馬革という話は前述しましたが、表面部分は実は一般的
にスエードと同じ裏革といわれる部分です。この裏革の繊維層を削っ
てあの独特な光沢面を生み出します。

※ハイシャイン仕上げは皮革表面に薄いワッ
　クス皮膜を何層にも重ねて光沢を作ります
　ので必ず表面をきれいな状態に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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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shoe care!
Brush to remove dirt from the surface of the shoes after take off your 
shoes. Apply the shoe cream on the shoes when they are dirty. It will 
give your shoes shine as well.

1. Use a brush to get rid of dirt 
especially around shoelace and 
edge.

3. For applying shoe cream into details, use a 
rolled up cloth on fingers as the picture on 
the right side.

6. Polish the shoes with a Glove Shine 
after cream is dry. It works for not only 
giving the shoe shine, but also wiping 
off the extra shoe cream from the 
surface.

※Recommend to change your shoelaces often. 
That makes a good impression of your shoes.

7. Use water proof spray as the final 
process. It protects against oil and 
water stains.

※Spray thinly and entirely. Use the spray 20cm 
away from the shoes.

【Napping leather (suede, nubuck, velour) shoe care】
【Smooth leather shoe care】

●Take care of your shoes once a week!

2. Remove stains, dirt and old cream 
from the surface with the Leather 
Lotion.

※Make sure to apply the lotion to a cloth rather 
than applying directly to the shoe.

※First, test the lotion in an inconspicuous area.

4. Apply the shoe cream with a cloth.

5. Brush after apply the cream that affects 
the cream to go around the entire shoe.

※When you apply the cream with a brush, please 
match the colors between cream and brush.

1. Brush to remove dirt and to beautify 
the suede.

●Brushing for daily care

2. Use a rubber cleaner if the stain is 
difficult to remove and use the Suede 
Lotion for general dirt.

3. Use Suede Spray for complementary 
color when the shoes begin to fade.

    Use Suede Spray neutral color if the 
suede shoes are not black.

※Suede Spray neutral color keeps the leather in 
good condition and also works for preventing to 
fade.

Napping leather is the leather has been 
buffed. There are three types of leathers 
called “suede”, “nubuck” and “velour”.

What is “napping leather?”

4. The surface of suede leather will 
shorten. It is recommended to use 
Suede Brush for the surface at that 
time.

Suede Lotion
Suede Lotion is a cleaner of lotion that removes 
greasy dirt. It has also contained anti-mold agent.

구두 관리 비결
护鞋技巧

Shoe Care Tips
靴のお手入れ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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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ter removal is required if the shoes get 
wet.

※Please untie the shoelaces when you care the wet 
shoes.

【How to care for rainy day】

【Cordovan shoe care】

【 】

●Care leather shoes when they get wet

●Give a rest for shoes at least every other day.

Use shoe trees to keep the shoes in 
shape.

Cordovan leather is made from horse rump where is fibrous part. 
This leather has the quality to last long and beautiful gloss. 
Cordovan leather is used also for bags, wallets, belts and so on. 
Specialized cream is necessary to keep the cordovan leather quality.

Polish at toe and heel. Use the shoe polish to make shoes 
high-shine.

1. Use a brush to get rid of dirt and then 
apply the Leather Lotion to remove 
stains and dirt.

※Make sure the surface of the leather toe and 
heel are clean before high-shine.

2. Apply shoe cream thinly and entirely 
with a cloth. That is not only caring 
the shoes, but also preparing 
high-shine.

    Wipe the surface with a soft cloth after 
it has dried.

3. Apply the shoe polish after put a drop 
of water on the toe or heel.

    Polish up gently like make a small 
circle. Put a drop of water again when 
you feel rough while polishing.

4. Please try over and over until 
high-shine finishes.

1. Use a brush to get rid of dirt and then 
apply the Leather Lotion to remove 
stains and dirt.

2. Apply the Cordovan Cream with a cloth.

3. Polish the shoes with a Glove Shine after 
the cream has dried. It works for not 
only giving the shoe shine, but also 
wiping off the extra shoe cream.

Apply the water proof spray on the 
leather shoes. That prevents the 
shoes from getting dirty and also 
protects against water and oil stains.

Cordovan is a horse back leather made from the fibrous flat muscle. The surface of 
the cordovan is called lining leather that is actually the same manufacturing method 
as suede. Scraping the lining leather part makes beautiful gloss of the surface.

Dry the shoes out of direct sunlight in a well-ventilated area.
Provide shoe trees for keeping the shoes in shape during the 
drying time.
Apply the shoe cream to keep the leather in good condition 
after they have dried.

2. Put cloth or newspaper inside the shoes to 
absorb the excess water. When the shoes 
are getting dry, put Shoe Dry inside the 
sh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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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손질 !
하루 종일 신고 있던 구두는, 먼지 등의 오염이 구두 표면에 부착하게 
됩니다.
벗었을 때에 구두 브러시로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먼지를 털어 주십시오.
광택이 약해지거나, 오염이 신경 쓰일 때에는 슈 크림을 바르고 손질해 
주십시오.

1. 구두 전체의 먼지ㆍ오염을 브러시로
   털어 주십시오. 평상시 손질을 하지
   않는 끈 구멍 주변과 코바 부분
   (구두의 윗면과 바닥 면 사이)도
   꼼꼼하게 브러싱 해 주십시오.

3. 좁은 곳까지 슈 크림을 바르기 위하여 오른쪽 
사진처럼 천을 손가락에 감아 주십시오.

6. 건조 후, 마무리로 Glove Shine 으로  
주십시오. 필요 없는 슈 크림을 
제거하면서 구두에 광택을 줍니다.

※구두 끈도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구두 끈을 
새롭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구두의 인상이 
바뀝니다.

7. 마지막으로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 
주십시오. 갑작스런 비에 대한 대응이나 
보행 시의 먼지, 오염 예방도 됩니다.

※스프레이는 구두에서 20cm 정도 떨어져서 원을 
그리듯이 균일하게 뿌려 주십시오.

【기모 가죽 구두의 손질】

【광택 구두의 손질】
●주에 1회는 본격적인 손질을 !

2. 가죽용 로션으로 표면의 오염이나 오래 
된 슈 크림을 제거해 주십시오.

※가죽용 로션은 직접 가죽에 바르지 말고 천에 
묻혀 바르십시오. 

※얼룩ㆍ색 빠짐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보이지 
않는 부분(벨로 가죽 부분 등의 보이지 않는 곳)
에서 테스트 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4. 소량의 슈 크림을 천에 묻혀 구두 전체에 
퍼지도록 하여 발라 주십시오.

5. 슈 크림을 바른 후에 구두 브러시를 
사용하면, 좁은 부분에 들어간 슈 크림을 
바르기에 효과적입니다.

※슈 크림을 직접 브러시에 묻혀 바르는 경우에는, 
크림의 색에 따라 브러시를 구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1. 구두 전체의 먼지를 전용 브러시로 
털어내면서 기모 가죽의 털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매일 손질할 때에는 브러싱 !

2. 오염이 심할 때에는, 전용 클리너로 
표면의 오염을 제거해 주십시오. 부분적인 
오염은 지우개 타입의 클리너를 사용해 
주십시오. 

3. 기모 가죽 자체의 색이 퇴색하게 되면, 
스웨이드 스프레이로 색을 보완해 
주십시오. 검정색 이외의 색상은 무색을 
사용해 주십시오.

※무색은 기모 가죽의 색을 선명하게 하고, 색이 
바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죽의 뒤와 앞을 기모시킨 소재로, 털의 길이에 
따라, 스웨이드ㆍ누벅ㆍ벨루어 등으로 불립니다. 
가죽 표면의 기모에 의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기모 가죽이란 ?

4. 기모 면은 사용하게 되면 조금씩 털이 
짧아 집니다. 기모의 느낌이 없어지게 
되면, 와이어제의 전용 브러시로 털을 
세우면서 브러싱을 해 주십시오. 

스웨이드 로션
로션 타입의 기모 가죽 전용 오염 제거제입니다. 
기름 때나 손 때를 제거하고, 곰팡이 방지제가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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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에 젖어 버린 구두는 우선, 수분을 제거해 
주십시오.

※구두 끈을 뺀 후에 손질을 해 주십시오.

【비 온 날의 구두 손질】

【코도반 가죽 구두의 손질】

【하이샤인 마무리】

●젖어 버렸을 때의 손질

●신은 구두는 최저 하루는 쉬게 해 주십시오.

신지 않을 때에는 키퍼를 넣어 
주십시오. 키퍼를 넣어 보관하면 보행 
시에 발생한 변형을 보정하고, 구두의 
데미지를 최소화 합니다. 

코도반 가죽은 말의 엉덩이 부분의 특히 섬유가 많은 부분에서 
얻어지는 가죽으로 광택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구두 이외에도 지갑 
등의 가죽 장신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질에는 이 독특한 광택을 
유지해 주는 전용 크림이 필요합니다.

앞 부분과 뒤축 부분을 거울 면과 같은 고광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하이 
샤인이라 부릅니다. 앞 부분을 하이 샤인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슈 
폴리시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광택을 내도록 합시다. 

1. 구두 전체의 먼지를 구두용 브러시로 
털어 내십시오. 다음으로, 가죽용 
로션으로 오염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이 샤인 마무리는 가죽 표면에 얇은 왁스 
피막을 여러 겹 겹치게 하여 광택을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표면을 깨끗한 상태로 해 
주십시오.

2. 구두 전체의 손질과 하이샤인 마무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슈 크림을 구두 표면에 얇고 균일하게 
발라 주십시오. 건조 후, 가볍게 닦아 
주십시오.

3. 하이 샤인 마무리를 하고 싶은 곳에 미리 
물을 가볍게 묻히고, 그 후, 슈 폴리시를 
천에 묻혀, 작은 원을 그리듯이 가볍게 
닦아 주십시오. 왁스의 미끄러움이 
없어지고 광택이 무거워 지면 다시 한번 
물을 묻혀 닦아 주십시오.

4. 하이 샤인 마무리가 가능할 때까지, 3
가지 동작을 반복하여 실시해 주십시오.

1. 구두 전체의 먼지를 구두용 브러시로 
털어내 주십시오. 다음으로, 가죽용 
로션으로 오염을 제거해 주십시오.

2. 코도반 전용 크림을 천에 묻혀, 구두 
표면에 전체에 퍼지도록 발라 주십시오.

3. 건조 후, 마무리로 Glove Shine 으로 닦아 
주십시오. 필요 없는 슈 크림을 제거하면서 
구두에 광택을 줍니다.

가죽 자체는 물에 강한 소재입니다만, 
구두로 가공하면 비 등에 젖음으로써 
구두의 모양이 변하기 쉬워지거나, 내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트가 손상되거나 합니다. 
그 때문에, 사전에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 
주십시오. 방수 스프레이는 비뿐만 아니라 
기름 때에도 강하고, 또한, 먼지나 
오염으로부터 구두를 보호합니다.

코도반은 말 가죽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지만, 표면 부분은 실은 일반적으로 
스웨이드와 같은 내피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내피의 섬유층을 깎아내어서 그 독특한 
광택 면을 만들어 냅니다.

구두 속의 수분을 없앤 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 주십시오. 그 때, 키퍼를 반드시 넣어서 말려 주십시오. 
변형을 방지합니다. 건조 후에는 유분 등이 없어져서 가죽의 
부드러움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슈 크림을 발라 주십시오.

2. 구두 내부에 천ㆍ신문지 등을 넣어서 수분을 
흡수해 주십시오. 신문지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물기가 없어지면 슈 드라이를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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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常护理！

1. 用鞋刷清除整个皮鞋的灰尘・

可除去多余的鞋油同时带给鞋面光
泽。

【起毛革的护理】

【光皮鞋的护理】
●一星期做一次仔细地护理

・

上。

●每天梳刷皮面

剂。

皮革的里面和粒面起毛加工的皮素材。 由
绒毛的长短分为麂皮・正绒面革・天鹅绒等
等。特征是皮革表面的绒毛质感。

什么是起毛革？

麂皮去污剂
乳液状起毛革专用去污剂。 
清除皮面的油污和手垢，防霉成分可抑制发霉。

新皮鞋尽管干净漂亮， 但马上就穿的话会很伤鞋。 
上脚之前涂些鞋油以防灰尘和污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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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皮鞋淋湿时， 首先排除水分。

※先解下鞋带然后开始做护理。

【雨天时的鞋护理】

【马皮鞋的护理】

【高光亮处理】

●皮鞋淋湿时的护理

●穿过的鞋至少让它休息一天。

此时插入鞋撑。 插入鞋撑保存的话
可矫正步行时产生的变形， 减轻皮
鞋的伤损。

马皮是马臀处纤维特别密集的部位采取的光泽度拔群的皮革。 除
鞋以外还用于皮夹等皮制
小品。 护理时有必要用这个能维持此独特光泽的专用鞋油。

所谓高光亮处理是把鞋尖和后跟部分处理出像铮亮的镜面似的光泽。
这时用罐装鞋油， 会处理出独特的光泽。 

1. 先用鞋刷擦去整个鞋的灰尘。 然后
用皮革去污剂清除鞋面的污垢。

※高光度处理是在皮革表面上反复重叠薄蜡膜
而产生的光泽。 所以皮面一定要保持干净状
态。

2. 为了便于整个鞋的护理和高光亮处
理， 先用鞋油薄而均匀地涂至鞋
面。

3. 事先在要做高光度处理的部位上点
上水滴， 然后用布蘸上罐装鞋油， 
象画圆似的小范围摩擦。 感到蜡滑
度变少难磨时， 再次点上水滴进行
摩擦。

4. 3的做法反复进行， 直至高光度出来
为止。

1. 先用鞋刷擦去鞋整体的灰尘。 然后用
皮革去污剂清除污垢。

2. 用布蘸上马皮专用鞋油， 涂开于鞋
面。

3. 待干后， 用擦鞋袋打磨鞋面。 这样
可除去多余的鞋油同时带给鞋面光
泽。

皮革本身不怕水， 但加工成鞋被雨水淋
湿后会容易变形及损伤鞋内部组成。 所
以下雨天出门时事先喷上防水保护喷
剂。 此剂不但防雨且防油性强， 又可
防止灰尘污垢。

马皮已前述， 它的表面部分其实和麂皮一样是皮革的里面。 此部分的纤维削落
后加工出的独特光泽皮面。

鞋里的水分消失后， 放在通风良好的背阴处风干。 此时
一定要插入鞋撑以防鞋变形。 鞋干后失去油分皮面会发
硬， 这时要涂些鞋油。

2. 用布或报纸塞入鞋内吸取水分。 报纸
需定期更换。 八成干后， 塞入鞋用干
燥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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