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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쉬운 다림질**
온도 설정 필요 없음

필립스 시스템 다리미는 더욱 빠르고 간편한 다림질 경험을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자동

온도 설정 기술 덕분에 온도를 조절하지 않고도 다림질을 할 수 있습니다.

온도 설정 없이 편하게 다림질하기

청바지에서 실크까지 온도 설정 없이 다림질 가능

가열된 열판을 다리미판에 놓아 두어도 안전함

공신력 있는 섬유 전문가로부터 테스트 및 인증 통과

빠르고 강력한 다림질

최대 5bar 펌프 압력

최대 210g의 순간 스팀

스팀글라이드 플러스: 밀고 당기기 사이의 완벽한 조합

다리미를 받침대에 안전하게 고정

소리와 불빛으로 석회질 세척 시기를 알려주는 스마트 석회질 제거 시스템

무제한 리필로 2분만에 사용 준비 완료

에너지 절약을 위한 ECO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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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자동 온도 설정 기술

“이제 온도 설정 없이도 청바지에서 실크까지 다릴

수 있습니다. 다림질 가능한 어떤 의류도 타지 않는

자동 온도 설정을 보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가능합니다. 1) 열판 온

도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고급 스마트 컨트롤 프로

세서를 사용하여 더 이상 온도를 조정할 필요가 없

습니다. 2) 콤팩트 ProVelocity 스팀 엔진으로 더

많은 스팀이 제공돼 다림질이 빨라집니다. 또한 스

팀시스템 다리미의 작아진 크기로 더욱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ECO 모드를 사용하면 스팀량이 감소하면서도 다

림질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빠른 다림질을 원한다면 스팀

량이 더 많은 터보 모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이동용 고정장치

시스템 다리미는 안전 이동 고정 장치와 함께 제공

됩니다. 다리미를 받침대에 안전하게 고정하여 가

열된 열판에 접촉할 위험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팀 발생기를 쉽게 운반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받침대

필립스의 혁신적인 자동 온도 설정 기술로 다림질

가능한 어떤 의류도 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다림

질을 하면서 다리미를 받침대에 도로 놓을 필요가

없으며, 다림질하는 섬유 위 또는 면직 다림판 덮개

위에 그냥 놓아둘 수 있어 받침용 액세서리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림판은 물론 다림질 가능한

어떤 의류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손목을

덜 사용하게 되어 더욱 쉽게 다림질할 수 있습니다.

최대 210g의 순간 스팀

순간 스팀은 수직 다림질과 심한 구겨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분만에 스팀 준비 완료

스팀 기능은 2분만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림질하는

동안 언제라도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및 인증 통과:

이 다리미는 탁월한 성능으로 공신력 있는 섬유 전

문 기관인 DWI, IWTO, Woolmark 등의 테스트 및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Woolmark Apparel Care 프

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은 울마크의 승인을 받아

순모 제품에 사용 가능한 품질 좋은 세탁 제품을 구

별할 수 있습니다. 자동 온도 설정 기술을 보유한

필립스는 현재까지 Woolmark의 Gold 표준 인증

을 획득한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울마크 승인을 받

은 옷감 보호 제품은 모든 모직 옷감에 적합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스팀글라이드 플러스 열판

다리미를 밀고 당기는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이

루는 열판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편하게 다

리미를 밀고 당길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스팀글라

이드 플러스로 간편하고 완벽하게 다림질하세요.

최대 5bar 펌프 압력

더 많은 스팀으로 더 빠르게 다림질을 할 수 있습니

다. 균일하고 강력한 스팀이 분사되어 옷감 깊숙이

침투하므로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다림질이 가능

합니다. 필요에 따라 스팀 압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

다.

스마트 석회질 제거 시스템

쌓여 있는 석회질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기능인 스

마트 석회질 제거 시스템이 스팀 다리미를 보호해

줍니다. 다림질을 10시간 할 때마다 스팀 다리미에

서 석회질 제거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소리와 불

빛으로 알려줍니다. 다리미를 들고 있느라 힘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석회질 제거 용기에 다리미

를 두기만 하면 되므로, 석회질 제거 작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더러운 물이

용기에 모이게 되며, 곧바로 스팀 다리미질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

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필립스는 친환경

을 위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

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을 개선함

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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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액세서리

석회질 제거 용기

석회질 관리

석회질 세척 시기 알림 기능

석회질 세척 기능: 스마트 석회질 제거

수돗물에 적합

편리한 사용

코드 보관: 코드 클립

예열 시간: 2 min

호스 길이: 1.6 m

호스 보관: 호스 보관함

손잡이 열기

전원 코드 길이: 1.8 m

언제든지 자유로운 물보충

모든 옷감에 안전하게 사용: 실크와 같은 섬세한 옷

감에도 안전

보관 솔루션: 이동용 고정장치

물탱크 용량: 1700 ml

물 주입 및 비우기: 대용량 주입구

빠르고 강력한 주름 제거

연속 스팀 분사: 120 g/분

자동 온도 설정 기술

소비전력: 2400 W

안전한 받침대

열판: 스팀글라이드 플러스

순간 스팀: 210 g

스팀팁

다양한 스팀 설정

수직 스팀

터보 스팀

압력: 최대 5bar 펌프 압력

지속 가능성

에너지 절약 모드

사용 설명서: 100% 재활용 종이

기술 사양

전압: 220 - 240 V

크기 및 무게

포장 크기(WxHxL): 42.7 x 23.8 x 33.5 cm

제품 규격(WxHxL): 32.2 x 19.4 x 23.6 cm

다리미 무게: 1.24 kg

다리미 및 받침대 무게: 4.1 kg

서비스

2년 무상 A/S

* 필립스 스팀 다리미 EasySpeed와 비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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