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력 시스템 다리미

GC8280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1.4리터 대형 물탱크로 끊임없는 강력한 스팀 분사

강력하지만 놀라울만큼 컴팩트한 이 다리미는 강력한 고압력 스팀을 지속적으로 분사하여 빠르고 쉽게 다림질할 수 있습

니다. 1.4리터의 분리형 물 탱크가 장착되어 몇 시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효과적인 다림질

빠른 다림질을 위한 최대 5바의 스팀 압력

2분 만에 사용 준비 완료

빠른 주름 제거를 위한 분당 최대 140g의 연속 스팀

물 보충 없이 최대 3시간 다림질 가능

특대형 1.4리터 분리형 물 탱크

닿기 어려운 부분도 쉽게 다림질

스팀 팁이 닿기 힘든 부분까지 손쉽게 다려줍니다.

완벽한 제어

손쉽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LCD 표시창

부드러운 활주력

초강력 스팀과 뛰어난 활주력의 스팀글라이드 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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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주요 제품

손쉬운 설치 및 보관

간편한 코드 및 호스 보관: 코드 및 호스의 깔끔한

보관

부드러운 활주력

스팀글라이드 열판

더 길어진 수명

석회질 세척: 10회 다림질 할 때마다 스팀 탱크 헹

굼

외부 열판이 있는 이녹스 스팀 탱크: 스팀실 부식

방지

손쉬운 주름 제거

연속 수직 스팀: 걸려 있는 옷감의 주름 제거

최적의 배출구 패턴: 고른 스팀 분사

닿기 어려운 부분도 쉽게 다림질

단추 홈: 단추와 솔기를 따라 빠른 다림질

스팀 팁: 닿기 힘든 부분까지 손쉽게 다려줍니다.

편안한 다림질

수돗물에 적합: 수돗물 사용에 적합한 다리미

초대형 물 주입구: 빠르고 간편한 물 보충

스팀 고정 기능: 힘주어 누르지 않고도 스팀 분사

긴 코드로 멀리까지 도달: 2.5 m

긴 호스로 멀리까지 도달: 1.9 m

투명한 물 탱크: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수위표시기

안전한 다림질

다리미가 방치되었을 경우 자동 전원 차단: 다리미

를 사용하지 않고 자리를 비울 때

프로그램형 자동 전원 차단 기능: 설정된 시간이 지

나면 자동으로 전원 차단

과열 방지 안전 차단: 스팀 탱크 과열 방지

안정적인 뒷축 받침대: 다리미를 세웠을 때 안정성

유지

다리미 잠금 장치: 다리미 받침대에 다리미를 안전

하게 보관

고무 발판 4개: 받침대 미끄럼 방지

보다 간단한 다림질

간편한 제어: 현재 설정된 기능을 명확하게 표시

물 경도 조절기: 다리미 수명을 늘려줌

언어 선택기: 원하는 표시 언어 선택

음향 스위치(켜기/끄기): 음향 켜기/끄기

사전 프로그램된 온도: 12가지 종류의 옷감에 맞는

정밀한 온도 조절 기능

헹굼 시기 알림: 스팀 탱크 헹굼 시기 표시

완벽한 제어

옷감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팀 설정: 옷

감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팀 설정

다리미 온도 준비등

물 부족 표시등: 물 보충 표시등

스팀 준비등: 적정 스팀 레벨에 도달하면 표시등 켜

짐

옷감을 보호하세요

누수 방지 기능: 다림질하는 동안 물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줌

기술 사양

전압: 230 V

진동 횟수: 50-60 Hz

스팀 탱크 소비 전력: 1200 W

다리미 소비 전력: 800 W

코드 길이: 2.5 m

호스 길이: 1.9 m

크기 및 무게

무게(포장 포함): 6.06 kg

규격: 350 X 350 X 250 mm

팔레트: 48 개입

1.4리터 물 탱크

다림질을 쉽게 하려면 많은 양의 스팀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주 물 보충을 해야합니다. 특대형 1.4

리터 물 탱크가 물 보충 횟수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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