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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3가지 방식으로 더 빨라진 다림질

필립스 이지스피드(EasySpeed) 스팀 다리미는 3중 정밀 팁, 열판 전체에 고른 열 분배 및 연속 스팀을 제공하여 빠르게

다림질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주름 제거

최대 전원 1800W로 강력한 연속 스팀 분사 가능

잘 펴지지 않는 심한 주름도 쉽게 제거하는 100g의 순간 스팀

분당 최대 35g의 연속 스팀 분사

Non-stick 및 Non-scratch 골든 세라믹 열판

걸려 있는 옷감의 주름 제거를 위한 수직 스팀

더 길어진 수명

스팀다리미의 석회질을 쉽게 제거해주는 석회질 세척 슬라이더

편안한 다림질

얼룩 없이 다림질할 수 있는 누수 방지 기능

최적의 제어 및 가시성을 위한 3중 정밀 팁

고른 스팀 분사로 효율적인 다림질

옷감을 고르게 적시는 미세 스프레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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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최대 전원 1800W

최대 전원 1800W로 강력한 연속 스팀 분사 가능

최대 100g의 순간 스팀

최대 100g의 순간 스팀으로 심한 주름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분당 최대 35g의 스팀 분사

분당 최대 35g의 연속 스팀 분사 기능으로 모든 주

름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골든 세라믹 열판

모든 옷감 위에서 매끄러운 다림질을 보장하는

Non-stick 및 Non-scratch 골든 세라믹 열판

수직 스팀

필립스 스팀다리미의 수직 스팀 기능을 통해 걸려

있는 옷감의 주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석회질 세척 슬라이더

석회질 세척 슬라이더는 스팀다리미의 석회질을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필립스 스팀

다리미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회질 세척

기능을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해야 합니다.

누수 방지 시스템

누수 방지 기능이 있어 섬세한 옷감을 다릴 때도 누

수로 인한 얼룩 걱정 없이 낮은 온도에서도 다림질

할 수 있습니다.

3중 정밀 팁

필립스 스팀다리미의 팁은 끝이 뾰족하며, 단추 홈

및 세련된 노즐 디자인의 3가지 방면에서 정밀함을

자랑합니다. 3중 정밀 팁으로 단추 주변이나 주름

사이와 같이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편하게 다림

질할 수 있습니다.

고른 스팀 분사

정교하게 제작된 열판이 스팀을 고르게 분사해 옷

감을 골고루 적시기 위해 여러 번 분사할 필요가 없

습니다. 그만큼 다림질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

니다.

스프레이 기능

스프레이 기능으로 미세한 분무가 나와 옷감을 고

르게 적셔주므로 주름을 손쉽게 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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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빠르고 강력한 주름 제거

열판: 골든 세라믹

스팀 분사

연속 스팀 분사: 35 g/분

순간 스팀: 100 g

수직 스팀

스프레이 기능

소비전력: 1800 W

편리한 사용

물탱크 용량: 270 ml

누수 방지

다림질이 어려운 부분도 쉽게 다림질: 3중 정밀 팁

석회질 관리

석회질 세척 기능: 자동 세척

 

© 2019 Koninklijke Philips N.V.

All rights reserved.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

표는 Koninklijke Philips N.V. 또는 각 소

유주의 자산입니다.

발행 일자 2019‑01‑31

버전: 6.1.1

EAN: 08 71010 36531 89

www.philips.com

http://www.philip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