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팀 다리미

3300 series
 

3m 코드

 
GC3320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3배 더 간편하게

필립스 스팀 다리미 GC3320은 대형 물 주입구, 매우 긴 코드 및 투명한 수위 표시기가 있어 사용이 훨씬 편리하며, 새로

워진 스팀글라이드 열판으로 보다 쉽고 부드럽게 다림질할 수 있습니다!

닿기 어려운 부분도 쉽게 다림질

다림질이 어려운 부분도 쉽게 다릴 수 있는 뾰족한 열판 앞부분

편안한 다림질

얼룩 없이 다림질할 수 있는 누수 방지 기능

물 보충이 쉽고 빠른 초대형 물 주입구

최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매우 긴 코드

한눈에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투명한 수위 표시기

모든 옷감에서 부드러운 활주력

필립스 최상급 열판인 스팀글라이드 열판



스팀 다리미 GC3320/02

주요 제품 사양

초대형 물 주입구

초대형 물 주입구가 장착되어 다리미에 빠르고 간

편하게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물을

흘리지 않고, 단 몇 초 만에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

다.

매우 긴 코드

매우 긴 코드로 다리미판 끝까지도 쉽게 닿을 수 있

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수위표시기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표시기가 있어서 물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열판 앞부분

특수하게 설계된 뾰족한 열판 앞부분으로 닿기 힘

든 부분까지 다림질할 수 있습니다.

스팀글라이드 열판

스팀글라이드 열판은 필립스 최상급 열판입니다.

강력한 긁힘 방지와 뛰어난 활주력, 그리고 간편한

세척 성능을 자랑합니다.

 

편안한 다림질

더욱 편안함: 자유로운 360도 회전 코드, 매우 투

명한 수위 표시기

스케일 방지 관리: 이중 석회질 방지 시스템

코드 길이: 3 m

누수 방지: 누수 방지 기능

물탱크 용량: 300 ml

주름 제거

연속 스팀: 분당 최대 35g

다림질이 어려운 부분도 쉽게 다림질: 뾰족한 열판

앞부분

스프레이 기능

순간 스팀: 분당 최대 100g

편리한 사용

간편한 설치 및 보관: 초대형 물 주입구, 내장 코드

보관 솔루션

빠른 예열

부드러운 활주력

열판: 스팀글라이드 열판

기술 사양

진동 횟수: 50-60

소비전력: 2300

전압: 220 - 240

크기 및 무게

제품 규격: 328 x 129 x 163

제품 중량: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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