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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만으로 빠른 주름 제거
강력한 퀵스팀다리미

편리한 필립스 스팀앤고(Steam&Go) 핸디형 퀵스팀 다리미를 사용해 보세요. 버튼을 누

르기만 하면 연속 스팀이 나와 주름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다림질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빠른 주름 제거

전동 펌프로 자동 연속 스팀 분사

빠른 예열 시간

매끄러운 마감을 위한 브러시 액세서리

편리한 사용

인체공학적 핸디형 설계

다리미판 불필요

보충이 편리한 분리형 물탱크

모든 옷감에 안전

실크와 같은 섬세한 옷감에도 안전하게 사용

간편한 보관

간편한 보관을 위한 특수 보관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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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자동 연속 스팀

전동 펌프의 연속 스팀 분사로 주름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빠른 예열 시간

단 몇 초만에 퀵스팀다리미가 예열됩니다.

브러시 액세서리

코트와 같은 두꺼운 소재에 브러시 액세서리를 사

용하면 스팀이 더 잘 침투하여 보다 매끄럽게 다림

질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컴팩트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가볍고 편안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스팀 버튼만 누르면 스팀이 연속

분사되어 주름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다리미판 불필요

필립스 퀵스팀 다리미를 사용하면 더 이상 다리미

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다림질이 더욱

쉬워집니다.

분리형 물탱크

분리형 물탱크로, 물 보충이 간편합니다.

실크와 같은 섬세한 옷감에도 안전

필립스 퀵스팀 다리미는 모든 옷감에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실크와 같은 섬세한 옷감에 매우

적합합니다.

특수 보관용 가방

제공된 특수 보관용 가방에 핸디형 스팀 다리미를

넣어 보관하거나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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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빠르고 강력한 주름 제거

스팀 분사

연속 스팀 분사: 최대 24 g/분

소비전력: 1000 W

편리한 사용

물탱크 용량: 60 ml

전원 코드 길이: 2 - 2.5 m

모든 옷감에 안전하게 사용: 실크와 같은 섬세한 옷

감에도 안전

예열 시간: 1분 이내 min

석회질 관리

수돗물에 적합

기술 사양

제품 규격: 34.7 x 12.9 x 12.2 cm

포장 크기: 38 x 12 x 15 cm

전압: 220 V

중량: 0.660 kg

제품 무게(패키지 포함): 0.890 kg

액세서리

브러시

보관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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