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팀 다리미

Azur Performer Plus

 
분당 45g, 170g의 순간 스팀

스팀글라이드 열판

석회질 방지 기능

2400W

 

GC4506/28 쉽고 빠르고* 스마트하게
석회질 용기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석회질 제거

필립스 스팀 다리미 Azur Performer Plus는 강력한 성능과 편리한 사용성을 결합한 제품

입니다. 효과적인 석회질 제거가 가능한 내장형 석회질 용기 덕분에 스팀 성능과 자동 스

팀 제어, 스팀글라이드 열판을 오랫동안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성능

2400W의 빠른 예열

더 나은 주름 제거를 위한 분당 최대 45g의 스팀

최대 170g의 순간 스팀

모든 옷감에서 부드러운 활주력

쉽고 부드러운 다림질을 위한 스팀글라이드 열판

석회질 세척 솔루션

다림질하는 동안 석회질 입자를 수거하는 내장형 석회질 용기

효과적인 석회질 제거를 위한 자동 세척

편안한 다림질

옷감에 맞는 적당한 스팀량을 선택하는 자동 스팀 조절

옷감 위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무게

최적의 제어 및 가시성을 위한 3중 정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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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분당 최대 45g의 스팀

분당 최대 45g의 연속 스팀 분사 기능이 모든 주름

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스팀량을 제공합

니다.

자동 스팀 조절

자동 스팀 조절 기능을 사용하면 스팀량을 얼마나

선택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림질할 옷감

의 온도만 선택하면 적당한 스팀량이 선택됩니다.

최적의 무게

다리미는 모든 옷감 위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최

적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 간편하게 다림질할 수 있

으며 다리미를 쉽게 들어서 놓고 이동시킬 수 있습

니다.

스팀글라이드 열판

Azur Performer 스팀 다리미의 스팀글라이드 열판

은 강력한 긁힘 방지, 뛰어난 활주력, 그리고 간편

한 세척 성능을 자랑합니다.

3중 정밀 팁

필립스 Azur Performer의 뾰족한 팁, 단추 홈 및 세

련된 노즐 디자인의 3가지 방면에서 정밀함을 자랑

합니다. 3중 정밀 팁으로 단추 주변이나 주름 사이

와 같이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편하게 다림질할

수 있습니다.

2400W의 빠른 예열

2400W의 Azur Performer Plus 스팀 다리미는 빠

르게 예열되며 탁월한 다림질 효과를 경험할 수 있

도록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내장형 석회질 용기

다림질을 하는 동안 특수 설계된 내장형 석회질 용

기에 석회질 입자가 수거됩니다. 자동 세척 과정에

서 다리미의 석회질이 제거되므로 언제나 일관된

다림질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세척

내장형 석회질 용기 외에도 열판의 자동 세척 기능

이 심하게 들러붙은 석회질을 제거해줍니다. 깨끗

한 열판으로 스팀 성능과 다림질 효과가 높아집니

다.

최대 170g의 순간 스팀

최대 170g의 순간 스팀이 아무리 심한 주름이라도

빠르게 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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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빠른 주름 제거

가변 스팀 레벨

수직 스팀

물 스프레이

편리한 사용

열판 이름: 스팀글라이드

물탱크 용량: 300 ml

드립 중지

전원 코드 길이: 2 m

사용 중 언제든 충전

옆면 열림 도어

빠르고 강력한 주름 제거

연속 스팀 분사: 45 g/분

소비전력: 2400 W

열판: 스팀글라이드

순간 스팀: 170 g

석회질 관리

석회질 제거 및 청소: 내장형 석회질 용기, 자동 세

척

크기 및 무게

포장 크기(WxHxL): 34,1*30*36 cm

제품 규격(WxHxL): 16*32*14 cm

포장 포함 총 무게: 1.75 kg

다리미 및 받침대 무게: 1,52 kg

보증

2년 무상 A/S

환경 효율성

제품 포장: 100% 재활용 가능

사용 설명서: 100% 재활용 종이

* 일반 2200W 필립스 스팀 다리미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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