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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series
 

누수 방지 장치

이중 석회질 방지

 
GC2520

간편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더 오래 지속되는 스팀 성능

뛰어난 다림질을 위해서는 강력한 스팀과 오래 지속되는 스팀 성능이 필수입니다. 90g의 순간 스팀, 강력한 연속 스팀을

발생시키는 2000W 전력, 이중 석회질 방지 시스템을 채택해 실용적이며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돋보입니다.

강력한 성능

강력한 연속 스팀 분사를 위한 2000W 전력

손쉬운 주름 제거

더 나은 주름 제거를 위한 분당 최대 30g의 연속 스팀 분사

걸려 있는 옷감의 주름 제거를 위한 수직 스팀

매우 심한 주름도 펴 주는 최대 90g의 순간 스팀

모든 옷감에서 부드러운 활주력

우수한 활주력을 위한 Non-stick 코팅 열판

더 길어진 수명

석회질 축적을 방지하는 이중 석회질 방지 시스템

편안한 다림질

물을 자주 보충할 필요가 없는 대형 300ml 물탱크



스팀 다리미 GC2520/02

주요 제품 사양

2000W

강력한 연속 스팀 분사를 위한 2000W 전력

최대 90g의 순간 스팀

매우 심한 주름도 펴 주는 최대 90g의 순간 스팀

이중 석회질 방지 시스템

석회질 방지 알갱이와 사용하기 쉬운 석회질 세척

슬라이더로 석회질 축적을 방지하는 이중 석회질

방지 시스템입니다.

 

편안한 다림질

더욱 편안함: 자유로운 360도 회전 코드

스케일 방지 관리: 이중 석회질 방지 시스템

코드 길이: 2 m

안전한 사용: 국제 표준 테스트를 능가하는 추락

내구성

수돗물에 적합

주름 제거

연속 스팀: 분당 최대 30g

다림질이 어려운 부분도 쉽게 다림질: 뾰족한 열판

앞부분

스프레이 기능

순간 스팀: 분당 최대 90g

수직 스팀

편리한 사용

제어: 온도 표시등, 다양한 스팀 설정

빠른 예열

다림질이 어려운 부분도 쉽게 다림질: 단추 홈

부드러운 활주력

열판: 우수한 활주력의 Non-stick 열판

기술 사양

진동 횟수: 50-60

소비전력: 2000

전압: 220 - 240

크기 및 무게

제품 규격: 29.5 x 11.6 x 19.5

제품 중량: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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