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스팀 다리미

Easyspeed plus
cordless

 
분당 35g, 150g의 순간 스팀

세라믹 열판

석회질 방지 기능

2400W

 

GC2086/38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더 빠른

무선 다림질
컴팩트한 스마트 충전대 및 표시등 포함

더 빠른 설치

최대 전원 2400W로 더 빠른 예열 시간

스마트 표시등이 장착된 다리미

더 빠른 다림질

주름을 확실하게 펴주는 분당 최대 35g의 연속 스팀

잘 펴지지 않는 심한 주름도 쉽게 제거하는 150g의 순간 스팀

6초 내로 다리미를 충전하는 충전대

Non-stick 및 Non-scratch 골든 세라믹 열판

더 빠른 정리

간편한 코드 보관을 위한 코드 감기

다림질 후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 다리미를 고정하여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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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빠른 예열

최대 전원 2400W로 더 빠른 예열 시간

스마트 표시등

다리미의 상태를 상시적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표

시등

분당 최대 35g의 스팀

주름을 확실하게 펴주는 분당 최대 35g의 연속 스

팀

최대 150g의 순간 스팀

다리미에서 나오는 150g의 순간 스팀으로 심하게

구겨진 주름도 손쉽게 제거됩니다.

컴팩트한 스마트 충전대

컴팩트한 스마트 충전대를 통해 강력한 무선 스팀

성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림질 패턴을 바꿀 필

요 없이 자유로운 움직임을 경험하십시오. 다림질

을 위해 옷감의 위치를 바꾸는 동안 컴팩트한 스마

트 충전대에서 다리미가 충전됩니다. 지속적인 스

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 충전대에서 노란

색 표시등이 켜지면서 다리미를 충전할 때를 알려

주며 6초 이내로 완전히 충전해 줍니다. 파란색 표

시등이 켜지면 다리미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

다.

골든 세라믹 열판

모든 옷감 위에서 매끄러운 다림질을 보장하는

Non-stick 및 Non-scratch 골든 세라믹 열판

간편한 보관

뒷축 받침대에 코드를 감아 제품을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동용 고정장치

다림질 후에는 다리미를 받침대에 올려 놓아서 안

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받침대 본체 주위로 코

드를 감을 수 있으므로 보관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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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빠르고 강력한 주름 제거

열판: 세라믹, 스팀글라이드

연속 스팀 분사: 35 g/분

순간 스팀: 150 g

소비전력: 2400 W

스프레이 기능

다양한 스팀 설정

수직 스팀

편리한 사용

보관 솔루션: 이동용 고정장치

코드 보관: 코드 보관함

지능형 표시등

누수 방지

물탱크 용량: 27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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