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탈로그에 있는 상품의 A/S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으며, 사용설명서상의 A/S 문의처를 통해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리점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은 물론 국내외 우수제품까지 다양하게 취급합니다.

제품 서비스 문의

080-600-6600

070-8850-2443 (강릉센터)

070-8850-2443 (강릉센터)

070-7733-4340  (홍대센터)

1588-8452 / 02-533-8452

H.MIR.OHK 2015년 5월 1일 기준

카테고리 브랜드명 서비스센터 연락처

삼성정품 SAMSUNG 1588-3366

계절용품
(멀티하절)

한일전기　 1588-1183

제너스/ 마블/ 디즈니 1544-5217

보국 1588-8775

신일 1577-6667

Nair/ Russell Hobbs 02-512-6006 / 080-008-6789　

PASECO 1588-1336

엠엔(MORITA) 1588-7663

forus 031-768-2292

lefel 031-8022-9700

MORINOX 031-796-8900

유로파 031-764-1573

보네이도 031-524-0185

알큐이브 070-4640-7486

M 031-764-1573

버그킬러 031-354-3608

맥스전기모기채 031-997-7829

롯데 1899-1866

주방용품

쿠  쿠 1588-8899

리  홈 1588-0090

노비타 1588-6560

쿠  첸 1577-2797

풍  년 1588-9717

린나이 1544-3651

파세코 1588-1336

동양매직
서비스 : 1577-7784

배송/설치 : 02-6740-7233(전기레인지)/02-6740-7152(정수기)

쿠첸 서비스, 배송/설치 : 1577-2797

컨벡스 02-3143-7070

위닉스 서비스 : 1544-5081  배송/설치 : 031-781-9153

켄우드 02-566-2611

보국 1588-8775

신  일 1577-6667

하이첸 031-355-3609

한  일 1588-1183

JL전자 031-278-1775

풍년 1588-9717

휴롬 1544-7011

갤럭시 1577-8711

쿠진아트 1544-6972

오쿠 1588-4391

엔유씨 전자 1577-8711

드롱기
080-488-7711

배송/설치 : 02-976-9768

네스프레소 080-734-1111

디오텍 080-678-8094

기산전기 032-556-1176

보령주방 032-562-2086

선학전기 032-677-6767

파인전자 032-572-8455

해피콜 1599-0573

키친아트 032-677-3705

써모스 1577-8396

조지루시 02-3142-3660 ~ 1

카테고리 브랜드명 서비스센터 연락처

생활용품

필립스
080-600-6600

(에스프레소 머신 배송/설치 010-9627-3903)

브라운(면도기, 전동칫솔)
070-7733-4340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홍대센터)

테팔/로벤타 070-8850-2443

파나소닉(면도기) 1588-8452

러셀홉스 02-512-6006 / 080-008-6789

한일 1588-1183

뉴썬인터스트리(전화기) 02-2604-3047

삼우(전화기) 1588-1893

아프로텍(전화기) 1588-1540

바텔(전화기) 1588-2940

프리즘(LED스탠드) 1588-2303

유닉스(이미용기) 031-996-7285

비달사순/바비리스(이미용기) 1899-0209(콘에어 코리아)

바디컴(체중계) 031-884-6948

카스(체중계) 1577-5578

GNC(체중계) 031-8022-9700

아쿠아픽(구강세정기) 02-6116-2809

샤프전자 032-511-8114 / 032-512-8114

누리안 032-322-2589

아이리버 1577-5557

카시오(전자계산기) 1544-5390

인켈(카세트) 1577-6680

아남(카세트) 1577-7818

한경희 스팀다리미 1577-3555

롯데 032-327-8315

현대하이넷 032-519-6603

조이디오 1588-1603

금영 02-2278-8572

바우하우스 031-575-2477

TV메이트 031-575-8888

리즈코리아 02-501-2600

삼성도어락 1588-4141

파인디지털 1588-4458

엑스로드 1577-2141

아이나비 1577-4242

현대유비스 1577-4900

아이스테이션 1544-8700

충영디지탈 02-717-1053

맥시안 02-994-7693

빌립 1588-0097

코원 1588-1588

엠피온 하이패스/거치대 1544-8202

삼정인버터(LED 스탠드) 080-248-3000

애니톨 070-8299-5999

티엔 1599-8211

아이패스 1588-7064

ARGOSY 02-712-0522

새로텍 02-2657-4016

MG텍 02-712-0522

닌텐도 080-070-9900

액세서리

애니모드 080-347-0027

PC주변기기
기술지원 및 전문상담(시머스 전자) : 080-777-6029(수신자부담)

 공유기 : 1588-3183(시머스수원)

웅진 080-347-0027

엑토 080-302-9981

소형가전

5  62015.삼성전자 제품안내

청량한 하늘만큼
산뜻한 기분!

삼성전자 제품안내 카탈로그는 재생용지로 제작됩니다. 

본 카탈로그는 정부에서 우수한 재활용제품으로 인증 받아 GR마크를 획득한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작은 노력, 삼성전자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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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프라자에서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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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형 시스템으로 깨끗한 물 추출!

Super 프레쉬
직수형 정수뿐 아니라 직수형 냉수, 순간 온수

추출 시스템으로 깨끗한 물을 취수할 수 있습니다.
* 냉수유로 12개월 교체서비스 * 항균성능이 있는 필터 채용

※동양매직 정수기 연구소 측정치 ※15년 4월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

※정수기 전 모델 제조사 설치 상품

최소 소비전력으로 전기료까지 초슬림!

Super 세이브
친환경 고효율 냉매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켜

자사 정수기 1등급 모델 대비 50% 절감, 자사 정수기

3등급 모델 대비 80%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슬림 사이즈로 주방을 효율적으로!

Super 슬림
냉온 정수기 17cm 사이즈로 직수형 정수기 중

국내 최소 정수기입니다. 정수기가 차지하는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 주방 공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까지 완벽하게 살린 100% 리얼 건강쥬스

•간편한 세척, 더욱 더 작은 입자로 흡수율 UP↑

•30분 이상 작동해도 멈추지 않는 쿨링시스템

•특허받은 입체칼날 + Center Blade

•부드러운 ROUND형 디자인과 친환경(BPA-free) 컵 적용

3.2마력, 3만 RPM

리큅 파워 블랜더

•프레스 손잡이로 누구나 손쉽게 동작

•강한 저소음의 모터로, 간단하게 주스 추출

•위생적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스타일리쉬한 디자인

•갈거나 으깨지 않아 알갱이가 씹히는 신선한 생과일 주스 착즙

영국이 낳은 프리미엄 가전 명품

러셀홉스 착즙기

•냄비 사이즈에 따라 조절 가능한 더블 확장화구(전기레인지)

•화재 위험온도 도달 전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안심센서(가스레인지)

•고온, 청소, 내구성에 강한 Shott사 세라믹 글라스(Made in Germany)

•곰국, 빨래 삶기 등 장시간 조리시 가스로 사용하여 누진세 고민 해결

•전기레인지 조작법이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가스로 조리 가능

ㆍ빌트인, 프리 스탠딩 방식 혼용 가능

프리미엄 디자인에 익숙함을 더하다!

가스 하이브리드 레인지

신제품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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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신제품

▶안전부품

◦동스크류 사용

◦2중 안전장치

◦난연 모터커버

◦안전부품/안전설계

안전하게 시원하게, 가족을 생각하는 삼성 선풍기

더 튼튼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시려면 고정장치의 너트 부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전류 및 이상고온에 안전한 2중 안전장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다 안전한 선풍기를 원하신다면 모터커버의 재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더 오래 더 시원한 바람을 위해 제품의 내구성과 서비스를 꼭 확인하세요!

삼성 동스크류 사용 삼성 난연 플라스틱 모터커버

삼성 전류 FUSE 내장 안전부품

일반 플라스틱 사용 일반 비난연 플라스틱 모터커버

일반 전류 FUSE 미사용 방수설계

※   회전부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하여 줍니다.

※    전류 FUSE와 모터 온도 FUSE를 적용하여 더욱 더 안전 합니다.

※  난연재질은 화재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높여 줍니다.

※ 세심한 배려로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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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선풍기

전원을 켠 후 8시간이 지나면 선풍기가 자동으로 동작을 멈춥니다. 

이젠 밤새도록 보다 안전하게! 외출도 마음 편히 하세요.

유아풍을 새롭게 추가하여 어린 자녀를 위한 은은하고 

건강한 바람으로 엄마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8시간 안심 오프 기능

◦슬림 & 심플 ◦초박형 리모컨 ◦초간단 높이조절

◦초미풍 청정바람

※ 해당 모델에 한함.※ 해당 모델에 한함.

더 깔끔하고 편리해진 삼성 키높이 선풍기

더 똑똑하고 건강한 바람으로 생활을 시원하게

군더더기 없는 슬림함과 한눈에 조작상태를 알아보기 

쉬운 심플한 디자인으로 품격있는 거실이나 사무실, 

매장 어디서나 잘 어울립니다.

사용이 편리한 초박형 리모컨으로 멀리서도 

조작 가능하고 선풍기 뒷면에 쏘~옥 감추어 놓으세요.

이제는 힘이 들지 않아요~ 

자전거 안장 높이를 조절하듯 레버를 풀고 몸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간단하게 높이조절이 됩니다.

SFN-G35GXBL 35cm SFN-G35GXWH 35cm SFN-G35RX 35cm

• 4단 풍량 • 자유로운 높이조절 • 타이머 : 3시간 •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4단 풍량 •자유로운 높이조절 •타이머 : 3시간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4단 풍량 •자유로운 높이조절 •회전 각도 조절(30˚, 60˚, 80˚) •타이머 : 3시간
•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자연풍/수면풍, 리모컨, 8시간 안심 오프

SFN-G40GT 40cm SFN-G40GP 40cm SFN-G40RT 40cm SFN-G40RP 40cm

•3단 풍량 •자유로운 높이조절 •타이머 : 3시간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4단 풍량 •자유로운 높이조절 •타이머 : 3시간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3단 풍량 •자유로운 높이조절 •타이머 : 4시간
•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자연풍/수면풍, 리모컨

•4단 풍량 •자유로운 높이조절 •타이머 : 4시간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자연풍/수면풍, 리모컨

40cm I 키높이 기계식

35cm I 키높이 기계식 35cm I 키높이 전자식

40cm I 키높이 전자식

Step1

Step2

Ste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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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N-G35GAWH 35cm SFN-G35GABL 35cm SFN-G35GBWH 35cm SFN-G35GBVL 35cm

•3단 풍량 •8단 높이조절 •타이머 : 3시간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3단 풍량 •8단 높이조절 •타이머 : 3시간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3단 풍량 •8단 높이조절 •타이머 : 3시간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3단 풍량 •8단 높이조절 •타이머 : 3시간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SFN-G35RS 35cm SFN-G30BL 30cm

•4단 풍량 •타이머 : 3시간 •회전 각도 조절(30˚, 60˚, 80˚)
•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자연풍/수면풍, 리모컨

•4단 풍량 •타이머 : 2시간 •회전 각도 조절(30˚, 60˚, 80˚)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자연풍/수면풍

SFN-G40W 40cm SFN-G40WT 40cm SFN-G40WRT 40cm

•3단 풍량 •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회전 스위치 •3단 풍량 •타이머 : 3시간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회전 스위치

•3단 풍량 •타이머 : 8시간
•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회전 스위치, 리모컨

40cm I 벽걸이 기계식

30cm I 전자식35cm I 전자식

40cm I 벽걸이 전자식

선풍기 선풍기

35cm I 기계식

SFN-G35GSBL 35cm SFN-G35GSOG 35cm SFN-G35GSYL 35cm SFN-G35GEVL 35cm

•4단 풍량 •8단 높이조절 •타이머 : 3시간
•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유아풍

•4단 풍량 •8단 높이조절 •타이머 : 3시간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유아풍

•4단 풍량 •8단 높이조절 •타이머 : 3시간
• 주요기능 : 2중 안전장치, 유아풍

•3단 풍량 •타이머 : 3시간 
• 주요기능 : 좌우 회전, 2중 안전장치

타입별 모델명
날개지름

(cm)
제품 크기

(높이×망×베이스,mm)

제품높이(mm)
무게 제품컬러

날개
컬러

타이머
풍량
조절

소비
전력

에너지효율
기타 기능

최저 최고 높이조절 등급 연간에너지비용

35cm  I 키높이 기계식

SFN-G35GXBL 35cm 1,070×425×390 1,070 1,200 자유로운 높이 조절 6.5kg 블루 투명 1, 2, 4시간
(8시간 자동off기능)

4단 40W 3등급 4,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

전자식타이머 8시간안심오프, 초미풍

SFN-G35GXWH 35cm 1,070×425×390 1,070 1,200 자유로운 높이 조절 6.5kg 화이트 투명 1, 2, 4시간
(8시간 자동off기능)

4단 40W 3등급 4,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 

전자식타이머 8시간안심오프, 초미풍

35cm  I 키높이 전자식 SFN-G35RX 35cm 1,070×425×390 1,070 1,200 자유로운 높이 조절 6.5kg 화이트 투명 1, 2, 4시간
(8시간 자동off기능)

4단 40W 3등급 4,000원/년
자연풍/수면풍, 회전각도 조절, 리모컨 채용,

 8시간 안심오프, 2중 안전 장치, 초미풍

40cm  I 키높이 기계식
SFN-G40GP 40cm 1,429×455×400 1,115 1,429 자유로운 높이 조절 8.1kg 화이트 투명 3시간 4단 55W 4등급 6,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

SFN-G40GT 40cm 1,441×455×410 1,104 1,441 자유로운 높이 조절 8.55kg 화이트 투명 3시간 3단 55W 4등급 6,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

40cm  I 키높이 전자식
SFN-G40RP 40cm 1,429×455×400 1,115 1,429 자유로운 높이 조절 8.6kg 화이트 투명 1, 2, 4시간

(8시간 자동off기능)
4단 55W 4등급 6,000원/년

자연풍/수면풍, 리모컨 채용, 
8시간 안심오프, 2중 안전 장치

SFN-G40RT 40cm 1,441×455×410 1,104 1,441 자유로운 높이 조절 8.55kg 화이트 투명 1, 2, 4시간 3단 55W 4등급 6,000원/년 자연풍/수면풍, 리모컨 채용, 2중 안전 장치

35cm  I 기계식

SFN-G35GAWH 35cm 870×417×396 720 870 8단 높이 조절 3.7kg 화이트 투명 3시간 3단 40W 3등급 4,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

SFN-G35GABL 35cm 870×417×396 720 870 8단 높이 조절 3.7kg 블루 투명 3시간 3단 40W 3등급 4,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

SFN-G35GBWH 35cm 905×425×340 755 905 8단 높이 조절 4.1kg 화이트 투명 3시간 3단 40W 3등급 4,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

SFN-G35GBVL 35cm 905×425×340 755 905 8단 높이 조절 4.1kg 바이올렛 투명 3시간 3단 40W 3등급 4,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

SFN-G35GSBL 35cm 905×425×340 755 905 8단 높이 조절 3.9kg 화이트/블루커버 블루 3시간 4단 40W 3등급 4,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초미풍

SFN-G35GSOG 35cm 905×425×340 755 905 8단 높이 조절 3.9kg 화이트/오렌지 오렌지 3시간 4단 40W 3등급 4,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초미풍

SFN-G35GSYL 35cm 905×425×340 755 905 8단 높이 조절 3.9kg 화이트/옐로우 옐로우 3시간 4단 40W 3등급 4,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초미풍

SFN-G35GEVL 35cm 905×417×355 755 905 3단 높이 조절 3.6kg 바이올렛 투명 3시간 3단 40W 3등급 4,000원/년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

35cm  I 전자식 SFN-G35RS 35cm 905×425×340 755 905 8단 높이 조절 4.0kg 화이트/블루커버 블루
30, 60, 120, 

180분
4단 40W 3등급 4,000원/년

자연풍/수면풍, 회전각도 조절, 
리모컨 채용, 2중 안전 장치/초미풍

30cm  I 전자식 SFN-G30BL 30cm 530×360×266 530 - - 3.1kg  블루 투명 30, 60, 120분 4단 40W 3등급 4,000원/년 자연풍/수면풍, 회전각도 조절, 2중 안전 장치

40cm  I 벽걸이 기계식
SFN-G40W 40cm 523×455 - - - 3.8kg 화이트 투명 없음 3단 65W 등급대상아님 -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

SFN-G40WT 40cm 523×455 - - - 3.8kg 화이트 투명 3시간 3단 65W 등급대상아님 - 좌우 회전, 2중 안전 장치/타이머

40cm  I 벽걸이 전자식 SFN-G40WRT 40cm 523×455 - - - 3.8kg 화이트 투명 8시간 3단 65W 등급대상아님 - 좌우 회전, 리모컨 채용, 2중 안전 장치/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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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F30BL/GN 25cm NBF-U312 30cm BKF-2531B 25cm SIF-SSB01 35cm

•전원사양 : 220V/ 60Hz •소비전력 : 45W 
•바람세기 : 강, 중, 약(3단계) •타이머 : 180분 
•안전장치 : 안전 온도휴즈 내장

•소비전력 : 45W •제품컬러 : WHITE/GREEN 
•날개컬러 : GREEN •풍량조절 : 3단계 
•타이머 : 120분 •360도 회전 그릴, 편리한 이동식 손잡이

•소비전력 : 40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단 풍량 •그릴회전 •2시간 타이머

•소비전력 : 55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단 풍량 •상하각도조절 
•강력한 바람 써큘레이터기능

멀티 하절 멀티 하절

NF-C1503 35cm GG-EF5454 35cm FJ-1417 35cm FJ-1106B 25cm

•소비전력 : 45W •풍량조절 : 3단계 •타이머 : 180분
• 3단계 바람세기조절, 좌우 회전 기능, 높이 조절가능,  

강력한 5엽날개

•소비전력 : 45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단계 •180분 타이머

•소비전력 : 65W •날개갯수 : 6엽 •바람세기 : 3단계풍량 
•특장점 : 팬, 망회전, 상하각도조절, 120분타이머

•소비전력 : 50W •날개갯수 : 3엽 •바람세기 : 3단계풍량 
•특장점 : 팬, 망회전, 상하각도조절, 120분타이머

MR-B1002 25cm GG-BF5461 50cm MKF-50BU 50cm SM-50BF 46cm

•소비전력 : 45W •날개갯수 : 6엽 
•바람세기 : 3단계 •120분 타이머 •그릴망 회전기능

•소비전력 : 100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단계 •강력한 풍량의 대형 선풍기

•소비전력 : 100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강, 중, 약(3단계) •안전장치 : 안전 온도휴즈 내장

•소비전력 : 110W 
•풍량조절 : 3단(정지, 강, 중, 약)

MKF-D30RW 30cm 630W 30cm 530W 23.5cm ALC01SB 13cm

•소비전력 : 32W •DC모터 •날개갯수 : 7엽 
•바람세기 : 12단계 •타이머 : 900분 
•상하회전 90도 각도 조절 •리모컨 작동 / 텍트스위치

•소비전력 : 64W •날개갯수 : 3엽 
•바람세기 : 3단계풍량 
•특장점 : 공기순환기, 공기이동거리 21M

•소비전력 : 52W •날개갯수 : 3엽 
•바람세기 : 3단계풍량 
•특장점 : 공기순환기, 공기이동거리 20M

•소비전력 : 20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50~3,000rpm(무단변속) 
•특장점 : 공기순환기, 공기이동거리 5M

BKF-1730CB 17cm BKF-2055CBB 18cm BKF-35P01 35cm BKF-35PW51 35cm

•소비전력 : 55W •날개갯수 : 3엽
•풍량조절 : 3단+초미풍 •리모컨, 타이머 4시간 
•보관용 가방 포함 •8자회전(3D 상하좌우 회전)•유아풍 가능 

•소비전력 : 40W •날개갯수 : 3엽
•풍량조절 : 3단 •미니사이즈 이동 용이 
•파스텔톤의 써큘레이터 •상하각도 조절(수동 3단)

•소비전력 : 80W •날개갯수 : 9엽
•풍량조절 : 3단 •타이머 2시간 •2중 특수날개 
•써큘레이터+선풍기의 토네이도 파워팬 
•13M 바람송출 가능 •상하각도 조절(수동 3단)

•소비전력 : 65W •날개갯수 : 9엽
•풍량조절 : 3단 •벽걸이형 써큘레이터 •좌우 회전

PCF-C018MW 18cm JNF-2201C 22cm LMB-290NJ LMB-190NJR
•소비전력 : 35W •컴팩트 사이즈 •후면부 다이얼 조작 
•3단계 풍량조절

•소비전력 : 30W •날개갯수 : 3엽 •바람세기 : 2단 
•상하 각도조절 •안전장치 : Motor 온도휴즈

•소비전력 : 110W 
•풍량조절 : 3단(수면,자연,터보)

•타입유형 : 리모컨식 •소비전력 : 110W 
•풍량조절 : 3단(수면, 자연, 터보) •리모컨여부 : 있음 
•타이머 : 7시간 30분 예약가능

AFN-FT1000 BKF-T1303 GG-TF6666 12cm NTF-KT1401
•소비전력 : 45W •바람세기 : 강, 중, 약(3단계) 
•안전장치 : 안전 온도휴즈 내장 •회전기능/리모컨 채용 
•전면 그릴개폐형(청소 용이) •대화면 LCD •리듬풍 기능

•소비전력 : 45W •날개크기 : 해당무 •날개갯수 : 해당무 
•바람세기 : 3단 풍량 •타이머 : 8시간 •안전장치 : 온도휴즈장착 
• 기타 : 360도 회전, 타이머기능, 자연풍/수면풍,  

인공지능컨트롤(24도이상시 자동동작) •리모컨

•전원사양 : AC 220V •소비전력 : 33W •풍량조절 : 9단계
•리모컨, 타이머 8시간 •에너지 절약형 DC 모터 •LED 디스플레이
•일반풍/자연풍/수면풍(좌/우 회전 기능) •4엽 날개

•소비전력 : 20W •풍량조절 : 2단계 •타이머 : 420분 
•수면풍, 자연풍 풍속모드 •30도 자동회전기능
•터치작동방식 •LED 표시등 

BKF-35M49 35cm SWF-14YD 35cm EPF-1402S 35cm

•소비전력 : 45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단 풍량 
•타이머 : 180분 •안전장치 : 온도휴즈장착 •상하/좌우 회전 가능

•소비전력 : 44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단 풍량 
•180분 타이머 •좌우 회전 / 높이조절

•소비전력 : 45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단계풍량 
•3시간 타이머, 높이조절, 상하각도조절

35cm I 스탠드 가정 널리 사용되는 일반 선풍기!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으로 올 여름을 시원하게 에어 써큘레이터 실내 전체 공기순환으로 적정온도 유지 및 에어컨과 함께 사용시 냉방효과를 두배로!

블로워 팬 작지만 일반 선풍기보다 강력한 바람!

미니타워팬타워팬 좁은 공간에서도 시원한 바람을! 슬림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박스팬 좁은 공간 사용 및 대형 사이즈 출시로 업소용으로도 추천

윈트라

모리녹스

AIRMATE

㈜엠엔

㈜엠엔

Summer-Mate
㈜엠엔

유파 유파 보네이도

제너스 라미 라미

보네이도 알큐이브

파세코



계
절

용
품

계절용품 계절용품
음

향
용

품
액

세
서

리
주

방
용

품
 

SSD /  메
모

리
카

드
생

활
용

품
 

14 15

GG-EF6789W 40cm EF-1880 45cm EF-2080 50cm

•소비전력 : 65W •리모컨 •타이머 : 8시간 
•신개념의 30/60/90/135/180/360도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일반풍/자연풍/수면풍 기능 •5엽 날개

•소비전력 : 72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단 풍량 
•타이머 : 180분 •특징 : 풍향조절, 높이조절, 상하각도조절

•소비전력 : 77W •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단 풍량 
•타이머 : 180분 •특징 : 풍향조절, 높이조절, 상하각도조절

EF-2405SM 60cm BKCF-15R05 SIF-SS110
•전원사양 : AC 220V/60HZ •소비전력 : 126W •날개갯수 : 4엽 
•바람세기 : 3단 풍량  •타이머 : 無 •특징 : 풍향조절, 높이조절, 후면조절

•소비전력 : 70W •바람세기 : 3단 풍량 •타이머 : 8시간 
•안전장치 : 전류휴즈 장착 •기타 : 리모컨, 착탈식물탱크(5.5L) 
•먼지필터 간편탈착으로 물세척 가능 •냉매팩 2EA 증정

•소비전력 : 110W •바람세기 : 3단 풍량 •450분 타이머 
•소음 65db 이하 •자연풍/수면풍 •리모컨 채용

BKF-3010M 30cm SIF-08BLC 20cm GG-MF5515 18cm WDF-2500T 25cm

•소비전력 : 30W•날개갯수 : 5엽 •바람세기 : 3단 풍량 
•타이머 : 120분 •안전장치 : 온도휴즈장착 
•기타 : 상하각도 조절, 좌우 회전 가능 

•소비전력 : 26W •날개갯수 : 3엽 
•바람세기 : 2단 풍량 •좌우 회전/상하 각도조절

•소비전력 : 30W •풍량조절 : 강/약 
•좌우/상하 각도조절

•소비전력 : 23W •풍량조절 : 2단 •타이머 : 120분 
•바람이 부드러운 5엽 날개 •상단 위치 버튼형 회전버튼

WDF-100M/S/C 10cm MFN-DB18YG/DB18GN 18cm WDF-15VC 15cm WDF-12B 12cm

•소비전력 : 15W •풍량조절 : 2단 
•저소음 설계, 상하각도조절/좌우 회전(100C 제외) 
•아이언맨/스파이더맨/캡틴아메리카 형상화  상품 
• 전면부 탈부착식 캐릭터 자석(아로마키트) 사용 별도로 

아로마오일 첨가시 향긋한 향기 제공 

•귀여운 강아지 형태의 탁상용 선풍기 "브라우니" 
•3엽 날개 적용 •2단 풍량 조절, 좌우 회전

•소비전력 : 5W •풍량조절 : 2단풍속 
•USB충전 및 건전지사용 •좌우 회전기능 
•소리만으로 ON/OFF 기능

•소비전력 : 5W •풍량조절 : 1단풍속 
•편리한 원터치 스위치 •USB전원 및 건전지 사용

멀티 하절 멀티 하절

대형 선풍기 건물로비, 공장, 대형공간 등 보다 강력한 바람이 필요한 곳 

탁상형 선풍기 아담한 사이즈로 공부방, 사무실에서 혼자 사용 

냉풍기 물, 아이스팩 등 냉매를 사용하여 더욱 시원한 바람

USB형 미니선풍기 USB 단자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가능

FW-Z801 45cm FC-Z621R 40cm BKB-457S RH-IS005BK
•소비전력 : 72W •날개갯수 : 5엽•바람세기 : 3단 풍량 
•특징 : 좌우 회전기능, 상하각도조절

•소비전력 : 미풍 38W/강풍 60W 
•바람세기 : 2단 풍량 
•특징 : 업계최초 리모컨 천정형, 날개수 3엽

• 소비전력 : 28W •특징 : 눈꽃빙수기, 제빙컵 별첨(2개), 
각얼음 사용 가능, 강력모터사용, 스테인레스 칼날, 안전한 
뚜껑잠금형 동작 방식, 진동흡수/미끄럼방지 고무패드, 
클래식한 디자인

•소비전력 : 25W •2단계 절삭상태 조절가능 
•얼음을 섞어주는 회전봉 •뚜껑 개폐유무로 안전장치 
• 빙수컵에 손잡이 장착, 각얼음사용,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 

3단분리 세척이 편함

WDF-080BM / WDF-080BS / WDF-080BC / WDF-080BE WDF-015N
• 아이언맨/스파이더맨/캡틴아메리카/ 엘사 캐릭터 적용 디자인 •간편하게 목에 걸어 사용가능 •바람뱡향 조절 및 탁상용 거치기능 
• 흡기구를 측면으로하고 필터 추가하여 긴 머리카락의 여성들도 편하게 사용가능 •1단 풍량 조절, 건전지 타입(AA 건전지 2개)

•소비전력 : 3W •풍량조절 : 1단풍속
•목걸이용 충전식 휴대용 선풍기(충전용 USB 케이블 포함)

LHI-COM13 PCC-H040AD DEH-3431B DEH-3442
•전원 : 220V / 60Hz / 185W •제빙량 : 12kg/일(130개) 
•저장량 : 1,000g •물탱크 : 3.2리터 •제빙시간 : 10분 
• 크기조절 : 3단(대/중/소) •외부 LED 표시창으로 제빙기의 

가동상태 확인, 살균볼 장착으로 위생적 •가정, 캠핑장,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

•AC/ DC 겸용(가정용/차량용) 
•소비전력 : AC 220V(55W) / DC 12V(42W) 
•냉각력 : 주변온도대비 15~18도 내림 •발열력 : 55도 ±5도 
•용량 : 40리터 •바퀴 및 대형손잡이로 이동편리 
•상부개폐식으로 냉각효과 탁월

•옷걸이 제습제(실리카겔 50g / 2입)
•제습시 색상변화(파랑색 -> 분홍색) / 반영구적
• 전자레인지(700W 3분 / 1000W 2분), 자연채광(1~2일), 

드라이기(10~15분) 으로 건조 후 재사용 가능 
•탁월한 흡습 능력으로 제습/탈취/곰팡이 억제 효과적

•평면 제습제(실리카겔 135g / 1입 / 2세트)
•반복 사용이 가능한 행거형 제습제(자연채광 1~2일) 
•탁월한 흡습 능력으로 제습/탈취/곰팡이 억제 효과적
•가구, 의류, 액세사리등 모든 공간 사용 가능

PA-1045A PA-5300 SJ-415206
•야외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건전지 사용(가정에서 어댑터 사용)
•모기퇴치 및 전등 겸용 •LED램프 사용으로 절전효과 탁월함
•하루 6시간 사용기준 5일(9V 건전지 2EA 장착시)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빛을 발산, 고압감전사 시키는 전자식 박멸기 반영구적 수명
•전자식 절전회로 채택 
•체인을 이용하여 천정, 벽에 고정가능(간편한 설치)

• 3중 안전망 채택으로 전류사고를방지 
•작은벌레나 날파리 등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촘촘한 그늘망 
•순간전력 2000~2800V의 강력한 폭발력 •AA건전지 2ea 사용

벽걸이형 선풍기 빙수기

제습제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 타입으로 이동중 사용가능, 야외활동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

냉온장고제빙기

해충퇴치기

디즈니

마블 M forus forus

forus

롯데

파올로 코리아 파올로 코리아 삼정 크린마스터

유파 유파파세코

마블, 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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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CHRN1080FS 10인용

•Full 스테인리스 분리형커버, 2중 모션 패킹
•Eco Curved 내솥(최고압력 2기압) •엑스월 스테인리스 코팅 내솥 
•Blue LED 디스플레이

CRP-DHR0680FD 6인용

•Full 스테인리스 분리형커버, 2중 모션 패킹
•Eco Curved 내솥(최고압력 2기압) •엑스월 스테인리스 코팅 내솥 
•Blue LED 디스플레이

CRP-HXXB1060FB 10인용

•Full 스테인리스 분리형커버, 2중 모션 패킹 •White LED 디스플레이 
•다이아쉴드(Black) 내솥 •패킹워시분리형커버 •중국어, 영어 지원

가열방식 모델명 브랜드 용량 내솥 코팅 디스플레이 커버 쾌속취사 음성안내 예약취사 자동세척 외국어지원 에너지효율등급 기타

IH CJH-PD1000ICM 쿠첸 10인용 명품철정 차콜(Charcoal) 풀터치LCD 원터치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자동잠금, 동작감지센서

IH CJH-PE1009ED 쿠첸 10인용 명품철정 다이아몬드 Color FND 원터치 분리형 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즐겨찾기 , 조그다이얼, 3중파워패킹

IH CJH-VES1009SD 쿠첸 10인용 무쇠가마 블랙다이아몬드 FND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3중파워패킹

IH CJH-PC1009ICT 쿠첸 10인용 명품철정 차콜(Charcoal) TFT LCD 원터치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TFT LCD, 조그 다이얼, Clean STS

IH  CJH-PB1009IC 쿠첸 10인용 명품철정 차콜(Charcoal) FND 원터치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즐겨찾기, 3중파워패킹

IH CJH-PA1039IC 쿠첸 10인용 명품철정 차콜(Charcoal) FND+LED 원터치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조그 다이얼, Clean STS

IH CJH-PA1000IC 쿠첸 10인용 명품철정 차콜(Charcoal) FND 원터치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영어 1등급 3중파워패킹, 조그 다이얼

IH WHC-BT1031IC 쿠첸 10인용 명품철정 차콜(Charcoal) FND+LED 원터치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NFC, 3중파워패킹

IH WHC-VE1014G 쿠첸 10인용 황금내솥 다이아몬드 퀸 FND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 1등급 3중파워패킹

IH CJH-PA0609IC 쿠첸 6인용 명품철정 차콜(Charcoal) FND+LCD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즐겨찾기, 조그 다이얼, 3중파워패킹

IH CJH-PC0608ICT 쿠첸 6인용 명품철정 차콜(Charcoal) TFT LCD 원터치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TFT LCD, 조그 다이얼

IH CJH-BT0601IC 쿠첸 6인용 명품철정 차콜(Charcoal) FND 원터치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3중파워패킹

IH WHC-LX0633SD 쿠첸 6인용 무쇠가마내솥 블랙다이아몬드 FND+LCD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중국어 1등급 3중파워패킹

IH WHC-VE0614G 쿠첸 6인용 황금내솥 다이아몬드 퀸 FND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 1등급 3중파워패킹

IH WHC-VE0650S 쿠첸 6인용 무쇠가마내솥 다이킹 FND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15분, 잡곡29분 - ● ● - 1등급 -

가열방식 모델명 브랜드 용량 내솥 코팅 디스플레이 커버 쾌속취사 음성안내 예약취사 자동세척 외국어지원 에너지효율등급 기타

IH CRP-CHRN1080FS 쿠쿠 10인용 에코 커브드
(최고압력 2기압)

엑스월 스테인리스 LED(블루) Full스테인리스분리형커버 백미13분 ● ● ● 중국어, 영어 1등급 2중 모션 패킹, 스마트알고리즘

IH CRP-DHR0680FD 쿠쿠 6인용 에코 커브드
(최고압력 2기압)

엑스월 스테인리스 LED(블루) Full스테인리스분리형커버 백미13분 ● ● ● 중국어, 영어 1등급 2중 모션 패킹, 스마트알고리즘

IH CRP-HXXB1060FB 쿠쿠 10인용 다이아쉴드(블랙) 엑스월 블랙샤인 LED(화이트) Full스테인리스분리형커버 백미13분 ● ● ● 중국어, 영어 1등급 2중 모션 패킹, 스마트알고리즘

IH CRP-AHSL1010FV 쿠쿠 10인용 에코스테인리스 엑스월 스테인리스 TFT-LCD Full스테인리스분리형커버 백미13분 ● ● ● 중국어, 영어 1등급 터치슬라이드방식, 61종레시피

IH CRP-CHSN1010FS 쿠쿠 10인용 에코스테인리스 엑스월 스테인리스 LED(블루) Full스테인리스분리형커버 백미13분 ● ● ● 중국어, 영어 1등급 NFC, 스마트알고리즘

IH CRP-HYS1010FB 쿠쿠 10인용 에코스테인리스 엑스월 스테인리스 FND Full스테인리스분리형커버 백미13분 ● ● ● 중국어, 영어 1등급 스마트알고리즘

IH CRP-HNXB1080FB 쿠쿠 10인용 다이아쉴드 엑스월 블랙샤인 LED Full 스테인리스 분리형커버 백미13분 ● ● ● 중국어 1등급  스마트알고리즘

IH CRP-HUXT1020FS 쿠쿠 10인용 티탄 엑스월 샤인 LCD Full 스테인리스분리형커버 백미14분 ● ● ● - 1등급 스마트알고리즘

IH CRP-HUT1060SP 쿠쿠 10인용 티탄 엑스월 마블 FND 단순분리형커버 백미13분 - ● ● - 1등급 스마트알고리즘

IH CRP-HZXB0610FB 쿠쿠 6인용 브라운 다이아쉴드 엑스월 블랙샤인 LED Full 스테인리스분리형커버 백미14분 ● ● ● 중국어, 영어 1등급 스마트알고리즘

IH CRP-HSB067FS 쿠쿠 6인용 다이아쉴드 엑스월 블랙샤인 LED 패킹워시분리형(2중모션패킹) 백미14분 ● ● ● 중국어, 영어 1등급 스마트알고리즘

IH CRP-HVT0610SR 쿠쿠 6인용 티탄 엑스월 마블 FND 단순분리형커버 백미14분 - ● ● - 1등급 스마트알고리즘

IH CRP-HPF0660SR 쿠쿠 6인용 타철명장 엑스월 다이아몬드 FND 단순분리형커버 백미14분 - ●  ● - 1등급 소프트스팀캡

IH CRP-HQXB0310FP 쿠쿠 3인용 다이아쉴드 엑스월 샤인 LED 단순분리형커버 백미11분 ● ● ● - 1등급 소프트 스팀캡

메탈로 완성된 고품격 프리미엄의 탄생! 본다! 돌린다! 요리까지 쉬워진다! 

IH 압력밥솥 IH 압력밥솥

CJH-PD1000ICM 10인용

•Full Touch Color LCD •Auto Safe Lock(자동잠금장치)
•Motion Sensor(동작감지센서) •명품철정 차콜코팅
•Power Clean : 분리형 커버 + 클린스테인레스 + 클린캡

CJH-PE1009ED 10인용

•스테인리스 명품철정 내솥 •다이아몬드 코팅
•파워클린(원터치 분리형커버+클린스테인레스+자동세척) 적용
•중국어 지원

CJH-VES1009SD 10인용

•무쇠가마내솥 적용 •블랙 다이아몬드 코팅
•분리형 커버 적용 •중국어 지원

CRP-AHSL1010FV 10인용 CRP-CHSN1010FS 10인용 CRP-HYS1010FB 10인용

•TFT-LCD 디스플레이 •슬라이드 터치 버튼 •IH 10인용 압력밥솥 
•Full 스테인리스 패킹워시 분리형 커버

•건강한 에코 스테인리스 내솥 •최고급 LED 디스플레이 
•간편한 다이렉트 터치 메뉴 •네비게이션 광터치패널

•건강한 에코 스테인리스 내솥 •엑스월 스테인리스 코팅 •스마트알고리즘 

CRP-HNXB1080FB 10인용 CRP-HUXT1020FS 10인용 CRP-HUT1060SP 10인용 CRP-HZXB0610FB 6인용

•Full 스테인리스 분리형커버, 2중 모션패킹
•대화력 다이아쉴드 내솥, 엑스월 블랙샤인 코팅(내측)
•고급 LED 디스플레이 •네비게이션 광터치 패널 적용

•Full 스테인리스 분리형커버 •2중 모션패킹
•티탄골드 내솥/엑스월 샤인 코팅 •스마트 알고리즘
•에너지효율 1등급

•티탄 내솥 •엑스월 마블 코팅 •발아현미기능 
•FND 디스플레이 채용 •단순분리형 
•쾌속취사가능(백미13분)

•브라운 다이아쉴드 내솥 •엑스월 블랙샤인 코팅
•스마트알고리즘 •에너지효율 1등급
•Full 스텐커버(All 스테인리스커버 + 패킹워시분리형커버)

WHC-BT1031IC 10인용 WHC-VE1014G 10인용 CJH-PA0609IC 6인용 CJH-PC0608ICT 6인용

•NFC smart control •명품철정 내솥

•차콜(Charcoal) 코팅
•황금 내솥(양면딤플) 
•다이아몬드 퀸 코팅(Diamond Queen)
•FND 디스플레이 •분리형 클린커버

•명품철정 내솥 •차콜(Charcoal) 코팅
•그래픽 컬러 FND디스플레이 + 조그 다이얼 채용
•원터치 분리형 클린커버 •Clean STS 적용 

•명품철정 내솥 적용 
•TFT LCD 액정
•중국어 지원

CJH-BT0601IC 6인용 WHC-LX0633SD 6인용 WHC-VE0614G 6인용 WHC-VE0650S 6인용

•명품철정 용사 내솥 •차콜(Charcoal) 코팅 •자동 스팀 보온 
•GRAPHIC COLOR FND + Lighting Smart Touch Button
•원터치 Double Clean : 분리형 커버 + 자동세척 

•Graphic FND Display + Tact Switch

•블랙다이아몬드 코팅 

•Double Clean : 분리형 커버 + 원터치 자동세척

•황금 내솥(양면딤플) 

•다이아몬드 퀸 코팅(Diamond Queen)

•FND 디스플레이 •분리형 클린커버

•무쇠 가마 내솥 •다이킹 코팅

•Double Clean 기능 : Clean Cover + 원터치 자동세척

•FND+LED 디스플레이 적용 •스팀캡

CJH-PC1009ICT 10인용 CJH-PB1009IC 10인용 CJH-PA1039IC 10인용 CJH-PA1000IC 10인용

•TFT Color LCD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 다이얼 
•명품철정 차콜코팅 •클린 스테인리스 
•윗밥을 오랫동안 촉촉하게 해주는 자동스팀보온 기능

•명품철정 용사 내솥(내솥 고유번호 부여)
•차콜(Charcoal)코팅   
•원터치 Double Clean + Clean STS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 다이얼 •명품철정 차콜코팅 
•클린 스테인리스 •주로 쓰는 메뉴만 설정 가능한 즐겨찾기 모드 
•뚜껑을 열지 않아도 확인 가능한 보온상태 알리미

•명품철정 내솥 •차콜(Charcoal) 코팅

•원터치 Double Clean : 분리형 커버 + 자동세척

CRP-HSB067FS 6인용 CRP-HVT0610SR 6인용 CRP-HPF0660SR 6인용 CRP-HQXB0310FP 3인용

•다이아쉴드 내솥 •엑스월 블랙샤인 코팅
•LED 디스플레이 채용 •패킹워시분리형커버
•쾌속취사기능(백미14분) •중국어, 영어 지원 

•티탄 내솥 •엑스월 마블 코팅 •스마트알고리즘 
•에너지효율 1등급 •소프트스팀캡/밥물고임방지배수로  

•타철명장 내솥 •엑스월 다이아몬드 코팅
•FND 디스플레이 채용 •단순분리형
•쾌속취사가능(백미14분) •소프트스팀캡

•다이아쉴드 내솥 •엑스월 샤인 코팅 •LED 디스플레이
•쾌속취사기능(1인분기준 11분)

열판 압력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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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FA0621MR 6인용

•엑스월 마블 코팅 •쾌속취사가능(백미18분) •소프트스팀캡 
•밥물고임방지배수로

CRP-G1031MP 10인용

•엑스월 블랙 코팅 •내솥케이스 헤마톤도장 •열판세라믹코팅 
•탑히터 딤플처리 •17분대 쾌속취사

LJP-SC062L 6인용

•스테인리스 내솥 •테프론 코팅 •그린 LCD 디스플레이 채용 
•쾌속취사 가능(백미14분) •예약 취사 가능

18 1918 19

가스 압력솥

가열
방식

모델명 브랜드 용량 내솥 코팅 디스플레이 커버
쾌속
취사

음성
안내

예약
취사

자동
세척

에너지
효율등급

기타

일반 CR-1062P 쿠쿠 10인용 일반 블랙골드 - - - - - - 2등급 -

일반 CJE-B0601 쿠첸 6인용 알루미늄 테프론 LCD 착탈식 속뚜껑 백미33분 - ● ● 2등급 -

일반 CR-0651FR 쿠쿠 6인용 일반 블랙골드 LCD 단순분리형 - - ● ● 2등급 자동세척, 스팀캡

일반 CJE-A0601 쿠첸 6인용 알루미늄 테프론 - 착탈식 속뚜껑 - - - - 3등급 -

일반 CR-0671V 쿠쿠 6인용 일반 블랙 - - - - - - 3등급 -

일반 CJE-A0401 쿠첸 4인용 알루미늄 테프론 - 착탈식 속뚜껑 - - - - 3등급 TFT LCD, 조그 다이얼

일반 CJE-A0301 쿠첸 3인용 알루미늄 테프론 LCD 분리형 클린커버 백미30분 - ● ● 1등급 찜기능, 자동세척

일반 CR-0331I 쿠쿠 3인용 일반 블랙골드 - - - - - - 3등급 -

가열
방식

모델명 브랜드 용량 내솥 코팅 디스플레이 커버
쾌속
취사

음성
안내

예약
취사

자동
세척

에너지
효율등급

기타

열판 CRP-G1031MP 쿠쿠 10인용 알루미늄 엑스월 블랙 - - 백미17분 - ● - 3등급 - 

열판 CRP-FA0621MR 쿠쿠 6인용 일반 엑스월 마블 - - 백미18분 - ● - 5등급 소프트스팀캡

열판 LJP-SC062L 리홈 6인용 일반 테프론 LCD - 백미14분 - ● - 3등급 -

일반 WM-3503 쿠첸 35인용 알루미늄 테프론 - 분리형 클린커버 - - - - 등급無(20인분초과) -

일반 CR-3031N 쿠쿠 30인용 알루미늄 불화 탄소수지 - - - - - - 등급無(20인분초과) -

일반 WM-2003 쿠첸 20인용 알루미늄 테프론 - 분리형 클린커버 - - - - 5등급 -

일반 CR-1713R 쿠쿠 17인용 일반 불화 탄소수지 - - - - - - 2등급 -

일반 LJ-MC1001 리홈 10인용 일반 테프론 - 착탈식 속뚜껑 - - - - 2등급 -

•CCP-DH06(쿠쿠 이중모션패킹, 6인용) 
•CCP-DH10(쿠쿠 이중모션패킹, 10인용) 
•CCP-H10(쿠쿠 뚜껑분리, 10인용)
•CCP-10(쿠쿠 열판, IH 10인용)
•CCP-08(쿠쿠 열판, IH 6, 8인용)
•CCP-06(쿠쿠 열판, IH 6인용)

•APJ-H062(리홈/쿠첸 IH 6인용)
•APJ-H100(리홈/쿠첸 IH 10인용)
•APJ-P100(리홈/쿠첸 열판 10인용)

전기밥솥 고무패킹

디스플레이
•LED 
	 	가장	밝고	고급스러운	디스플레이로	프리미엄	제품에	사용됩니다.

•LCD
	 	넓은	창에	각종	기능을	표시하여	고객님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합니다.	

• FND 
간단한	수치	표현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필수	간단	정보가	
표시됩니다.	

• 명품철정 
국내	최초		2,000℃	용사	기법을	적용하여	전통	가마솥		
밥맛을	명품	내솥으로	높은	열	전도율로	구수하고		
찰진밥은	기본,	보온도	오래가며	벗겨짐이	없어		
오랜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내솥

•황금내솥
	 	황금을	두	번	입혀	내구성과	내식성이	좋고	변색	및	내솥		
테두리의벗겨짐이	없으며,	공기정화와	탈취효과가		
탁월한	내솥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내솥	안쪽면에	다이아몬드	미립자를	코팅하여	내솥의		
긁힘이	적고,	내구성이	강화되어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		
열전도성	강화로	더욱	맛있는	밥맛을	유지하고	찰진밥도		
잘	들러붙지		않음

•다이아몬드 퀸
	 		내구성이	강하여	긁힘이	적은	다이아몬드	코팅	내솥은		
열전도성이	우수하고,	밥맛을	더욱	맛있게	유지하며,		
찰진밥에도	잘	들러붙지	않고	강한	견고함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

•다이아몬드
	 	뛰어난	내구성과	빛나는	다이아몬드	외관의	압력전용	코팅	
뛰어난	내구성과	견고함,	탁월한	열전도율

•블랙 다이아몬드
	 		강도가	높아	긁힘이	적은	다이아몬드	코팅을	추가		
업그레이드한	코팅으로	찰진밥도	잘	들러	붙지	않으며,		
강한	견고성으로	오랜시간	사용	가능

•테프론 코팅
	 	불소수지	코팅이라고도	하며	알루미늄	내솥에	압착을	가한		

기본	코팅

•차콜 코팅
	 		내솥	코팅층	사이에	참숯	성분층을	추가하여	원적외선	방출		
및	내	마모성을	향상시킨	신규	내솥	코팅

• 타철명장 
발열량이	높은	쇠를	여러	번	두드려	만드는	가마솥	공법,		
무쇠타철	공법으로	찰지고	구수한	밥맛	실현

•다이아쉴드
		 	지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의	내구성과	최고의		
열전도율로	만든	프리미엄	제품

• 티탄내솥 
			강력한	내구성을	통한	견고함으로	오래	사용,	내부식성		
(강한자극,	고온,		고압에도	견딤),	첨단소재	티타늄	
(우주항공,	선박에서도	사용)

•에코 스테인리스 내솥
	 	스테인리스를	내솥의	주소재로	사용하여	음식이		
닿는	모든	곳에서	위생적이며,	오래	사용해도		
부식되지	않아	경제적

• 엑스월 블랙샤인 
아름답게		빛나는	엑스월	블랙샤인	코팅은	고열,	고압,		
염분에	강해	밥맛을	안전하게	지킴

• 엑스월 샤인 
최고급	프리미엄	코팅,	내스팀성,	비점착성,	내마모성,		
내식성,	내염성,	내스팀성(고열고압에	강함),	비점착성	
(들러붙지		않음),	내마모성(강한	자극에도	마모	no),		
내식성(어떠한	세제에도	강함),	내염성	
(다양한	요리에도	안심)

• 원터치 분리형 클린커버 
기존	클린커버의	탈부착을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터치로	탈	부착이	가능하고,	위생적인	세척이	가능하며,	
밀폐성능과	보온	성능을	업그레이드하여	갓지은	밥맛을	오래	유지

• 분리형 클린커버 
 손쉬운	커버의	탈부착으로	간편하고	위생적인	세척이	가능하며	
더욱	향상된	압력패킹기술로	밀폐성능과	보온성능이	
한층개선되어	갓지은	밥맛을	오래	유지

•딤플
	 	골프공	형상을	적용하여	내솥	외측의	표면적을	넓혀	열전도율을	
				향상시켜	밥을	더욱	맛있게	하는	가공

•음성안내
	 	선택	내용,	현재	상태를	음성안내를	통해	작동상태를	알	수	있는	기능

•오토클리닝
	 	원터치로	밥솥	내부의	고압	증기가	강력한	스팀을	분사,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고	살균	및	세척까지	가능

•자동스팀 세척
	 	원터치	조작으로	강력한	스팀을	이용,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여
				번거로운	밥솥	내부	세척을	해결하는	기능

•자동스팀 보온
	 	기존	스팀보온의	워터	탱크	채용의	번거로움을	개선,	일정시간에	
촉촉한	스팀을	골고루	분사하여	보온중인	밥을	처음	밥맛	그대로	
유지하여	주는	기능

•잡곡쾌속 29분
	 	기존	40	~	50분에	취사가	가능한	잡곡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완벽한	수분	조절로	세계최초	29분대	쾌속취사가	가능

•저소음 증기 배출
	 증기	배출	밸브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확대하여	증기	배출량을
				2단계로	조절하여	증기	배출	소음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기능

•예약보온/절약보온
	 	설정된	시간동안	저온보온함으로써	전기세를	절약하면서,	변하지	
	 않은	밥맛을	원하는	시간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기능

•엑스월 다이아몬드 
	 	오래동안	사용해도	아름다운	외관과	내구성이	뛰어난	쿠쿠의	
엑스월	다이아몬드	코팅

•엑스월 마블 
	 	뛰어난	비점착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쿠쿠의	
				엑스월	마블	코팅

•에어버블코팅 
	 	내솥	외측에	에어버블층,	즉	미세공기층이	있어	열전달력과	
보존력을	동시에	높였음

•엑스월 스테인리스 코팅 
	 	내열성/내염성/내부식성은	한층	높이고,	점착성은	낮추어		
	밥	및	음식조리에	최적화된	코팅

•이중모션패킹 
	 	내솥에	패킹이	두번	밀착하여	시간이	지나도	처음	밥맛	그대로	유지

•패킹워시 분리형커버
	 	압력패킹까지	통째로	분리해	완벽하고	간편하게	세척

•단순분리형커버 
	 	기존의	일체형	커버에서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적용		세척은	물론
				최적의	보온밥맛	유지

•스마트 알고리즘 
	 	섬세한	열제어	기술로	현미밥의	영양은	살리면서	
	 부드럽고	고소한	밥맛을	내는	기능

•소프트스팀캠
	 	증기를	조용하고	부드럽게	배출시키고	대기전력을		
기존대비	68%	절약

•NFC 기능 적용 
	 	근거리	통신	기술로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여	서비스	이력	조회,	
이상	유무판단,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밥솥	관리를		
더	꼼꼼히	할	수	있음

•에너지아이 센서 
	 	스스로	빛을	감지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변경	
	 (LED	밝기	조정	및	보온	온도	관리)	

•발아현미기능 
	 	쿠쿠의	완벽한	열제어	기술로	일반현미를	발아시켜	영양만점의	
발아현미밥	가능

•맞춤밥맛
	 	쿠쿠만의	가변밥맛기술로	밥맛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취사하는	기능

•맞춤보온 
	 	보온시	밥의	상태에	따라	보온	온도를	높거나	낮게	조정

•ALL 스테인리스커버
	 	ALL스테인리스커버로	보다	위생적이고,	깔끔하며	안심하고	사용

• 건강잡곡 
외부에	건강잡곡	버튼을	추가하여	잡곡을	드실	때	편리하게		
원터치로	가능하게	한	기능

• 미니취사 
일반취사보다	빠르고	쾌속취사보다	찰진밥맛을	구현해주는	기능

•쾌속취사
	 	고화력으로	13	~	14분대(2인분기준)	맛있는	밥맛을	구현하는		
스피드	쾌속취사

•가바현미
	 			현미가	발아될	때	학습능력	촉진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되는
				감마아미노낙산이	가장	많은	현미밥

•스마트센서
	 기존	2개	보온센서에	외부센서	추가하여	내/외차를	최소화하고,
				처음	밥맛을	유지해주는	보온기능	

•현미발아
				현미의	발아부터	발아현미밥이	완성될	때까지	버튼	조작	한	번으로
			신선한	영양이	가득한	프레쉬	발아현미밥

•밥맛조절기능
	 		차지고	고슬고슬한	정도와	되고	진	정도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취사	가능하도록	한	기능

•3중 파워 패킹
	 		취사	보온시	압력의	밀폐력을	3중으로	강화한	고급형	패킹

• NFC 
스마트폰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	통신칩	내장으로	다양한	요리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조리할수	있는	첨단	장치

• Clean STS 
장기간	조리시	마모될수	있는	뚜껑	안쪽	부위전체를		
스테인레스	처리하여,	오랜기간	청결히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즐겨찾기 
자주사용하는	메뉴만을	특화key	에	저장하여,	편리하고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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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스펙표

열판 압력밥솥 / 일반 밥솥 / 가스 압력솥 밥솥스펙표

열판 압력밥솥

일반 밥솥

CJE-A0601 6인용 CR-0671V 6인용 CJE-A0401 4인용 CJE-A0301 3인용

•기계식 •테프론 코팅 내솥 •착탈 속뚜껑
•원터치 버튼 열림, 물받이 구조 적용

•밀착 2중 뚜껑 •불화 탄소수지 •2중 안전장치
•분리 및 회전형 증기 배출

•기계식 •테프론 코팅 내솥 •착탈 속뚜껑

•원터치 버튼 열림, 물받이 구조 적용 
•기계식 마이컴 •테프론 코팅 내솥

•재가열 기능, 자동세척 기능 

CR-0331I 3인용 PC-32C SQADP-18C/20C/22C/24C SQSDP-18C/20C/22C/24C
•기계식 밥솥 •밀착 2종 뚜껑 •블랙 골드 코팅 •물받이 채택 
•바형 손잡이 •2중 안전장치 

•높은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구리나 스테인리스 무게의 1/3수준) 
•페놀소재 손잡이 •PC-32C : 13ℓ(25인용)

•용량 : 2.5ℓ, 3.5ℓ, 4.5ℓ, 5.5ℓ
•인체공학적 특수 설계 손잡이 채용
•5중 안전장치, 내부압력정도 표시장치 부착

•용량 : 2.5ℓ, 3.5ℓ, 4.5ℓ, 6.0ℓ
•인체공학적 특수 설계 손잡이 채용
•5중 안전장치, 내부 압력정도 표시장치 부착

LJ-MC1001 10인용 CR-1062P 10인용  CJE-B0601 6인용 CR-0651FR 6인용

•기계식 •테프론 코팅 내솥 •착탈 속뚜껑
•강화된 Bar형 손잡이 •부속품(계량컵, 주걱, 설명서)

•블랙골드 코팅 •주걱꽂이 •Micom 제어방식 •Orange LCD 
•테프론 코팅 내솥 •착탈 속뚜껑
•원터치 버튼 열림, 물받이 구조 적용

•기계식 •단순분리형커버 적용
•블랙골드코팅 내솥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자동살균스팀세척 기능

WM-3503 35인용 CR-3031N 30인용 WM-2003 20인용 CR-1713R 17인용

•업소용 밥솥 •취사 보온 전용 •테프론 코팅 내솥 •뜸기능 
•착탈 속뚜껑 •Lever switch 적용

•뜸 알림 기능 •분리형커버 •스테인리스 탑커버 •업소용 밥솥 •취사 보온 전용
•테프론 코팅 내솥으로 강한 내구성 •뜸기능 •착탈 속뚜껑

•일반(기계식) •2중 안전장치 •불화 탄소수지코팅 내솥 
•물받이  채용 •밀착 2중 뚜껑

알루미늄 압력솥 

• 열전도율과 열보존율이 높아 

밥맛이 좋습니다.

• 일반솥보다 바닥이 5mm 이상 

두꺼워 열전달이 고르게 

됩니다.

알루미늄 압력솥 

•  자연발생적 경질피막 처리  

(50미크론(㎛))로 내구성, 내식성, 

내마모성 뛰어남

• 원적외선 방사 및 높은  

열전도율과 보존율 균일 

가열효과로 밥맛이 뛰어남 

스테인리스 압력솥 

•  몸체 전체 통 3중(스텐+알루미늄+스텐) 
재질로 스테인리스 장점  
(내염성, 내산성, 축열, 보온)과 
알루미늄 장점(열전도율, 보존율, 
효율성, 가벼움)을 모두 갖춤 

• 열 전도율이 높고, 밥 맛을 
좋게하는 밸리타입 몸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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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하이브리드 레인지하이브리드 레인지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센서로 안전은 더 확실하게! 요리는 더 맛있게! 

가스레인지 / 하이브리드 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 하이브리드 레인지 /  하이라이트 레인지

※제조사 설치상품

구분 모델명 브랜드 점화방식 상판재질 실드버너 과열방지 센서 상태알람기능 무수그릴 크기(W×D×H mm) 중량

3구 그릴
RTR-31J01N(P) 린나이 연속점화 펄크리스탈 ● ● ● ●  596×532×245.5 19.2kg

GRA-D3133RN(P) 동양매직 연속점화 하이스톤 ● ● ● ●  594×542×240 17.2kg

3구

RTR-34Q01AN(P) 린나이 연속점화 세라스코팅 ●  ●  ●  - 596×525×165 8.7kg

RTR-30B01N(P) 린나이 연속점화 펄크리스탈 ●  ●  ●  - 596×531×185  12.0kg

GRA-D3052BN(P) 동양매직 연속점화 블랙펄 ● ● ● - 594×520×174 10.8kg

RTR-32Q01N(P) 린나이 연속점화 펄크리스탈 ● ● ● - 596×525×165 8.7kg

GRA-D3063RN(P) 동양매직 연속점화 하이스톤 ● ● ● -  594×522×180 6.9kg

RTR-30N01N(P) 린나이 연속점화 세라스코팅 ● ● ● - 596×528×180 8.5kg

GRA-MD3093N(P) 동양매직 원터치점화 블랙펄 ● ● ● - 594×520×180 10kg

RTR-30Q01N(P) 린나이 연속점화 세라스코팅 ● ● ● - 596×525×165 8.7kg

2구 그릴
RTR-21R01N(P) 린나이 연속점화 세라스코팅 ● ● ● - 594×520×180 10kg

GRA-D2103RN(P) 동양매직 연속점화 하이스톤 ● ● ● ● 594×545×245 16kg

2구

RTR-20R01N(P) 린나이 연속점화 세라스코팅 - ●  ●  - 596×416×182 6.0kg

GRA-DM282RN(P) 동양매직 원터치점화 하이스톤 ● ● ● - 594×430×164 8.0kg

GRA-DU252RN(P) 동양매직 원터치점화 하이스톤 ● ● ● - 594×450×163 8.6kg

GRA-D2063RN(P) 동양매직 연속점화 하이스톤 ● ●  ●  - 590×555×180 6.3kg

RTR-20M01N(P) 린나이 연속점화 세라스코팅 ●                           ●  ●  - 596×480×180 6.4kg

RTR-10R01N(P) 린나이 연속점화 세라스코팅 ●                           ●  ●  - 596 ×416×182 6.0kg

GRA-D2042BN(P) 동양매직 연속점화 블랙펄 ● ● ● - 594×420×164 9.8kg

RTR-22Q01N(P) 린나이 연속점화 펄크리스탈 ● ● ● - 596×525×165 7.4kg

RTR-20Q01N(P) 린나이 연속점화 세라스코팅 ● ● ● - 596×525×165 7.4kg

GRA-DM272RN(P) 동양매직 원터치점화 하이스톤 ● ● ● - 590×410×160 6.6kg

RTR-22T01N(P) 린나이 연속점화 세라스코팅 -  ● ● - 590×414×162 4.5kg

RTR-20T01N(P) 린나이 연속점화 스테인레스 -  ● ● - 590×414×162 4.5kg

가스레인지 사양표

유형 모델명 브랜드 구분 상판재질 크기(W×D×H)mm 중량 과열방지센서 소비전력 무수그릴 실드버너 타이머 오븐&그릴코팅 점화방식

가스오븐레인지

RSF-BM81CN(P) 린나이 4구(대/대/소/소) 펄크리스탈 596×600×1010 62kg ●  25W ●  ●  ●  양면 참숯 코팅 연속점화

GOR-S7700N(P) 동양매직 4구(대/대/소/소) 블랙펄  594×600×1024 65kg ●  20W ●  ●  ●  항균 원적외선 코팅 연속점화

GOR-S2200N(P) 동양매직 4구(대/대/소/소) 하이스톤 600×630×990 50kg ●  20W ●  ●  ●  항균 원적외선 코팅 연속점화

가스오븐레인지 사양표

전기레인지 사양표

구분 모델명 브랜드 가열방식
화구

상판 출력조절
발열체

(하이라이트 화구만 해당)
조작방식 타이머

자동
전원차단

크기(W×D×H)mm 중량 소비전력
제조사설치 
상품여부구성 총 화구

하이브리드 레인지 HGA-HD202N(P) 동양매직 가스+HL
가스 1구 
+ HL 1구

2구 독일 SCHOTT CERAN HL 9단계 EGO 발열체 터치+로터리 ● ● 594×510×160 11.9kg 2kW(HL) -

하이브리드 레인지 ERA-B30HE 동양매직 IH+HL
IH 1구

+HL 2구
3구 독일 SCHOTT CERAN

IH 9단계 /
HL 9단계 

EGO 발열체 터치방식 ● ●

580×500×80
580×500×150

*외함(스탠드) 
15cm/8cm 둘 중 선택가능

11.7Kg
3.5kW(전력제한기능)

IH : 2.0kW, HL1 : 1.8kW, HL2 : 1.1kW
●

하이브리드 레인지 CIR-ST310 리홈쿠첸 IH+HL
IH 1구 

+ HL 2구
3구 독일 SCHOTT CERAN

IH 10단계 /
HL 9단계

EGO 발열체 터치방식 ● ● 582×512×150 11.2Kg
4.3kW(전력제한 기능)

IH : 1.8kW, HL1 : 1.8kW, HL2 : 1.1kW
●

하이브리드 레인지 CIR-ST200 리홈쿠첸 IH+HL
IH 1구 

+ HL 1구
2구 독일 SCHOTT CERAN

IH 9단계 / 
HL 9단계

EGO 발열체 터치방식 ● ● 582×512×150 10.8Kg
3.3kW(전력제한 기능)

IH : 1.8kW, HL : 2.0kW
●

하이라이트 레인지 ERA-F205E 동양매직 HL HL 2구 2구 독일 SCHOTT CERAN HL 9단계 EGO 발열체 터치방식 ● ● 595×490×160 11.8kg 대 : 2.3kW/중 : 1.4kW -

하이라이트 레인지 ERA-F105M 동양매직 HL HL 1구 1구 독일 SCHOTT CERAN HL 12단계 EGO 발열체 -
(로터리방식)

● ● 383×302×74 4.4kg 2kW -

하이라이트 레인지 RPE-B11D 린나이 HL HL 1구 1구 독일 SCHOTT CERAN HL 12단계 EGO 발열체 -
(로터리방식)

● - 365×324×73 3.5kg HL 1 ~ 11단계 : 0.9kW, HL 12단계 : 2.0kW 
(과열방지기능)

-

RTR-31J01N(P) 3구 그릴 GRA-D3133RN(P) 3구 그릴 RTR-30B01N(P) 3구 GRA-D3052BN(P) 3구 RTR-32Q01N(P) 3구

• 전구 센서 적용 및 우측 대버너 볶음,  
조림 요리에 강한 '자동불꽃조절' 장치 추가

• 고효율(55%) 실드버너 적용으로 가스비 절감

• 컵버너 타입의 안심 센서 버너 전화구 채용 
• 270도 과열시 자동 소화 기능 
• 2중 테프론 강화 코팅을 입힌 '매직 마블팬'

• 전구 센서 적용 및 우측 대버너 볶음,  
조림 요리에 강한 '자동불꽃조절' 장치 추가

• 고효율(55%) 실드버너 적용으로 가스비 절감

• 컵버너 타입의 안심 센서 버너 전화구 채용  
• 270도 과열시 자동 소화 기능 
•4중 코팅 블랙펄 상판 적용으로 뛰어난 청소성과 내구성

•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 센서 추가로 편리한 사용 
•고효율(55%) 실드버너 적용으로 가스비 절감 
• 전면부 건전지 케이스 및 교환 램프 장착

GRA-D3063RN(P) 3구 RTR-30N01N(P) 3구 GRA-MD3093N(P) 3구 RTR-30Q01N(P) 3구 RTR-21R01N(P) 2구 그릴

• 컵버너 타입의 안심 센서 버너 전화구 채용
•270도 과열시 자동 소화 기능
•내구성이 뛰어난 3중 하이스톤 상판 채용

• 전구 센서 적용 및 우측 대버너 볶음, 조림 요리에 
강한 '자동불꽃조절' 장치 추가

•고효율(55%) 실드버너 적용으로 가스비 절감

• 우측 : 안심자동온도조절 센서, 좌측 : 안심 센서
• 원터치 점화 방식 적용 •전면 Push형 배터리  

교체방식(램프 및 알림기능 장착)

•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 센서 추가로 편리한 사용
•고효율(55%) 실드버너 적용으로 가스비 절감
•전면부 건전지 케이스 및 교환 램프 장착

•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 센서 추가로 편리한 사용
•부식 없는 고효율(55%) 스테인레스 버너
•원적외선 세라믹 그릴

GRA-D2103RN(P) 2구 그릴 GRA-DU252RN(P) 2구 GRA-D2063RN(P) 2구 RTR-20M01N(P) 2구 RTR-10R01N(P) 2구

•컵버너 타입의 안심 센서 버너 전화구 채용 
•270도과열시 자동 소화 기능
•넓은 그릴 공간(105mm) 와이드한 상판 채용

•듀얼 버너 장착/전면 PVSH형 배터리 교체
•안심 자동 온도 조절 센서(우측 1버너)
•4,000 Kcal 고화력 대버너 채용

•컵버너 타입의 안심 센서 버너 전화구 채용
•270도 과열시 자동 소화 기능
•와이드 상판 채용으로 큰냄비 안정적 조리

•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 센서 추가로  편리한 사용
•고효율(55%) 실드버너 적용으로 가스비 절감 
•전면부 건전지 교환 램프 장착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센서
•실드형 버너로 국물 침투 방지
•고효율(55%) 스테인레스 버너

RTR-20T01N(P)     2구 GOR-S7700N(P) RSF-BM81CN(P) GOR-S2200N(P) ERA-B30HE     3구 

•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 센서 추가로 편리한 사용 
•고효율(54%) 스테인레스 버너 적용 
•센서 작동, 점화에러, 건전지 교체 알람 기능

•컵버너 타입의 안심 센서 버너 전화구 채용 
•블랙 색상 펄 디자인에 4중 코팅
• 동양매직만의 기술력으로  

구현 할 수 있는 무연무수 성능 
•국내 오븐 최대 그릴사이즈(H : 175mm)

•스마트 센서(과열방지장치) 전구 적용(14년형)   
•자동 불꽃 조절 기능(우측 대버너) 
•55%의 국내 최고 열효율 
    HEB 고효율 실드버너 적용

•컵버너 타입의 안심 센서 버너 전화구 채용 
•270도 과열시 자동 소화 기능
•에코 센서버너 채용 
  (60ppm 으로 Zero 수준), 적은 CO 배출

•전자식(슬라이드 + 터치기능)
•인덕션 터보히터(최대 2.0KW출력)
•인덕션 온도모드 변환 가능
•독일EGO + SCHOTT 상판

CIR-ST310  3구 CIR-ST200 2구 ERA-F205E  2구 ERA-F105M     1구 RPE-B11D                               1구

•IH 1구 + 하이라이트 2구 
•독일 SCHOTT CERAN 상판 
•리홈 쿠첸 IH 및 고효율 하이라이트(독일 EGO) 

•IH 1구 + 하이라이트 1구
•독일 SCHOTT CERAN 상판 
•리홈 쿠첸 IH 및 고효율 하이라이트(독일 EGO) 

• 하이라이트 방식(독일 EGO 발열체 사용)
•독일 직수입 SCHOTT 세라믹 글래스 채용 
•국내 최초 워머 기능 적용(보온기능)
•대기전력 1W이내 전력소비

•하이라이트 방식(독일 EGO 발열체 사용) 
•독일 SCHOTT 세라믹 글래스 채용 
•로터리 방식(12단계 조절)
•이중가열(확장)가능(2,000W)

•독일 SCHOTT CERAN 글래스 채용 
•로터리 방식(12단계 화력 조절) 
•확장형 Double Burner 채용 

GRA-D2042BN(P) 2구 RTR-22Q01N(P) 2구 RTR-20Q01N(P) 2구 GRA-DM272RN(P) 2구 RTR-22T01N(P) 2구

•컵버너 타입의 안심 센서 버너 전화구 채용 
•270도 과열시 자동 소화 기능
•4중 코팅의 블랙펄 상판 적용으로 뛰어난 청소성

•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 센서 추가로 편리한 사용 
•고효율(55%) 실드버너 적용으로 가스비 절감
•전면부 건전지 케이스 및 교환 램프 장착

•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 센서 추가로 편리한 사용 
•고효율(55%) 실드버너 적용으로 가스비 절감 
•전면부 건전지 케이스 및 교환 램프 장착

•안심 자동온도 조절 센서(우측 1버너)
•원터치 점화 방식 적용(전 버너)
•국내 최초의 컵버너 타입의 센서버너 전화구 장착

•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 센서 추가로 편리한 사용
•고효율(54%) 스테인레스 버너 적용
•센서 작동,  점화에러, 건전지 교체 알람 기능

※제조사 설치상품

※제조사 설치상품

RTR-20R01N(P) 2구 RTR-34Q01AN(P) 3구 GRA-DM282RN(P) 2구 HGA-HD202N(P)  2구 

•린나이 SMART SENSOR(과열방지장치) 전구 적용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 기능 
•부식 없는 고효율(55%) 스테인레스 버너 
•투명 ABS 패널 디자인 적용 
•전면 건전지 케이스 및 건전지 교체 알림 •2중 안전 장치

•국내 최초 '라면쿡' 요리기능 탑재 
•린나이 SMART SENSOR(과열방지장치) 전구 적용 
•우측 대버너 자동불꽃조절 기능 
•최고 효율의 고효율 실드버너(HEB) 
•전면 건전지 케이스 및 건전지 교체 알림

•안심 자동온도 조절 센서(우측 1버너)
•원터치 점화방식/전면 PVSH형 배터리 교체
•3,600 Kcal 고화력 대버너 채용

•가스레인지 1구 + 하이라이트 1구
•독일 직수입 SCHOTT 세라믹 글래스 채용
•프리스탠딩, 빌트인 공용 가능
•슬라이드 터치형의 직관적인 조작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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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F-33500S
소비전력 650W 속도조절 3단계

칼날 티타늄 칼날 3개(십자, 일자, S자)

특징
•스테인리스 보틀 3.2L •마늘 박피기 기능
•투명 표시창, 미끄럼 방지 패킹 

LB-32HP
소비전력 800W(최대 2,400W) 속도조절 다이얼식

칼날 스테인리스 

특징
•3.2마력, 3만RPM 고성능 블랜더 
•껍질과 씨까지 갈아먹는 주스 메이커 •모터 쿨링 시스템

RH-L720
소비전력 120W 속도조절 1단계

칼날 스테인리스 

특징
• 오렌지, 자몽, 라임, 레몬 등 감귤류 사용가능 
•스테인리스 소재와 인체공학적 디자인

분쇄기

소형 믹서기

무선주전자

원액기

핸드블랜더

착즙기 대용량 믹서기

착즙기 / 대용량믹서기 / 핸드블랜더 / 중형 믹서기 소형 믹서기 / 원액기 / 분쇄기 / 무선 주전자

BL311EKR BL233866  BL3061KR HM-1450S HMF-1645SS
소비전력 500W 속도조절 3단계 소비전력 600W 속도조절 6단계 소비전력 400W 속도조절 3단계 소비전력 400W 속도조절 2단계 소비전력 450W 속도조절 2단계

칼날 트리플액스 칼날 트리플액스 칼날 트리플액스 칼날 특수 티타늄 칼날 특수 티타늄

특징
•스마트락 시스템

특징
•용기와 칼날 분리가 쉬운 
    더블 클릭 시스템
•코드 보관 장치

특징
•칼날 분리 가능
•잠금 표시장치
•확인이 편리한 계량 컵

특징
•편리하고 안전한 타이머기능
  (30"/60"/120"/연속)
•강력레드모터

특징
•강화유리 중형믹서
•속도조절 : 2단계

HR2172 HR2171 HR2107 HR2105 HR2100
소비전력 600W 속도조절 3단계 소비전력 600W 속도조절 다이얼식 소비전력 400W 속도조절 3단계 소비전력 400W 속도조절 3단계 소비전력 400W 속도조절 3단계

칼날 티타늄 톱니모양 칼날 톱니모양 칼날 프로블랜드 4스타 칼날 프로블랜드 4스타 칼날 프로블랜드 4스타

특징
•제이미 올리버 중형믹서
•1m 길이의 블루색상 전원코드 특징

•얼음 분쇄 버튼
• 변색이나 냄새가 밸 걱정이 없고 
    뛰어난 내구성을 보증하는 고강도

특징
•스무디를 위한 프로블랜드 4스타 칼날
•잠금 표시장치 특징

•스무디를 위한 프로블랜드 4스타 칼날
•잠금 표시장치 특징

•잠금 표시장치

NFM-3561SN HMF-3450S HMF-3370SS HM-2551SS HR2096
소비전력 650W 속도조절 3단계 소비전력 500W 속도조절 3단계 소비전력 650W 속도조절 3단계 소비전력 400W 속도조절 2단계 소비전력 800W 속도조절 다이얼식

칼날 티타늄(믹서/분쇄) 칼날 특수 티타늄 칼날 고강도 티타늄 칼날 티타늄 칼날 1개 칼날 트리플 액션

특징
•위생적이고 견고한 스테인리스 용기
•용기 및 칼날의 분리형 구조로 세척이 용이
•고성능 강력모터, 2중 안전설계

특징
•대용량 스테인리스 믹서기
•믹서, 다지기, 분쇄 기능
•스테인리스 투명 표시창 

특징
•대용량 스테인리스 믹서기(블랙)
• 초강력 대용량 믹서/다지기 /분쇄 기능 특징

•강화유리보틀 1.2L
•위생적이고 견고한 티타늄 칼날 사용 특징

• 혁신적인 딥블렌딩 시스템으로  
2배 더 곱게 

•순간 작동과 스무디 버튼

HR1673 HB869 HB8538KR
소비전력 800W 속도조절 20단계+터보 소비전력 700W 용량 500mL 소비전력 650W 속도조절 1단계+터보

칼날 티타늄코팅 칼날 칼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칼날 액티플로우 4중

특징
•스피드터치방식(1~20단계) 속도조절 
•티타늄코팅 칼날 
•다지기, 가루내기, 거품기 등 다양한 액세서리

특징
•혁신적인 액티플로우 기술
•20단계 속도조절 기능
•다양한 액세서리 구성

특징
•스테인리스 스틸 BAR

BL126DKR HMF-630WG HMF-600 KJ-622R 240W GJ-330 240W HL-DBF11 ※국내생산 150W

소비전력 350W 속도조절 2단계 소비전력 200W 속도조절 2단계 소비전력 200W 속도조절 2단계 • 저속압착착즙 방식으로 영양소 파괴없이 원액 추출
• 친환경소재 울템 적용 : 신형 울템스크류,울템착즙망
•80mm의 넓은 투입구(홀)로 재료를 통째로 투입
•추가구성(아이스크림망)으로 얼린 과일 셔벗제조 기능

•속도조절 : 정회전/역회전 
•저속압축착즙방식 
•다지기 세트 포함 •회전솔 제공, 위생캡 장착 
•녹즙, 주스, 두부, 죽, 스프 가능

•300ml보다 1.6배 더 커진 500ml 용량
• 대형 AC 감속모터로 강한 힘과 착즙이 가능
• 2중 스크루 구조로 두배 더 천천히  

지그시 눌러 짜 더 자연에 가깝게 배출

칼날 특수 티타늄 칼날 특수 티타늄 칼날 특수 티타늄

특징
• 스테인리스 스틸 몸체
•뚜껑 및 뚜껑의 구멍

특징
•다용도 미니 믹서

특징
•다용도 미니 믹서

HR2876 BL1201 HMF-820SS HMF-1500SS HR2874
소비전력 350W 속도조절 1단계 소비전력 300W 속도조절 2단계 소비전력 200W 속도조절 2단계 소비전력 350W 속도조절 1단계 소비전력 350W 속도조절 1단계

칼날 특수 티타늄 칼날 스테인리스 칼날 칼날 특수 티타늄 칼날 특수 티타늄 칼날 특수 티타늄

특징
•크롬코팅 바디
•On the GO Bottle, 다용도 다지기
•깨짐 방지 믹서기 용기 

특징
• 3가지 칼날(분쇄기, 다지기, 믹서기) 
•속도조절 : 2단계  버튼 특징

•다용도 미니 믹서
•속도조절 : 2단계 특징

•안심 타이머 믹서  

•플라스틱 보틀 + 유리 분쇄컵   특징
• On the GO Bottle, 다용도 다지기, 

과즙 거름망
•손쉬운 세척을 위한  분리형

HD4667 HD4622 KI140F BI81252A HD9320
소비전력 2,400W 용량 1.7ℓ 소비전력 2,000W 용량 1.25ℓ 소비전력 2,000W 용량 1.7ℓ 소비전력 1,850W 용량 0.8ℓ 소비전력 2,200W 용량 1.7ℓ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스테인리스

특징

•3중 액션 물때 방지 필터로 청결 유지
•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 
   전원 ON  표시등 작동
• 자동 전원 차단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

특징

•평면 열판 가열방식 
•컵 단위 용량표시로 
    에너지  최대 66% 절약 
•싱글액션 필터/360도  몸체회전

특징

• 사용이 위생적이며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 무선 주전자

•3단계 자동 전원차단 장치로 안전
특징

•360도 회전식 열판
•분리가능한 이물질 거름 필터 내장
• 주입구에 먼지방지 뚜껑이 있어 

위생적임

특징

•투명 수위 표시창 
•석회질 방지 필터 
•은은한 무드등
•360도 회전 전원 받침대

RH-1894P/R/B KI140DKR KO3408KR HD4646/70 RH-1200KS
소비전력 1,850W 용량 1.7ℓ 소비전력 2,000W 용량 1.7ℓ 소비전력 2,000W 용량 1.0ℓ 소비전력 2,400W 용량 1.5ℓ 소비전력 1,850W 용량 1.0ℓ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플라스틱 재질 플라스틱 재질 스테인리스

특징

•투입구 거름망 필터 장착 
•360도 회전 받침대 
•전원코드 보관함 적용 •전원 표시 램프 
•색상 : 퍼플, 레드, 블랙

특징

•3단계 자동 전원 차단으로 안전성 강화 
• 이물질 거름 필터, 수위 표시창,  

360° 회전식 열판, 전원표시등, 
코드보관장치

특징

• 전압 : 220V • 스프링내장 뚜껑             
• 손잡이에 부착된 ON/OFF 스위치
• 양면 수위 표시창 • 이물질 거름필터

특징

•3중 안전장치 •양면 수위 표시창 
•물세척이 가능한 분리형 
   석회질 방지 필터

특징

•차별화된 클래식 디자인
•과열방지 기능 및 코드 보관함 채용

NSG-1002SS KO371 HD9305 SJM021/028
소비전력 400W 속도조절 2단계 소비전력 2,000W 용량 1.5ℓ 소비전력 2,200W 용량 1.5ℓ 소비전력 1,850W 용량 1.0ℓ(약4cup)

칼날 칼날일체형 티타늄 재질 내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스테인리스

특징

•천연조미료 분쇄전용 믹서
•용량 표기화한 스테인리스 보틀
•용기본체 분리가능

특징

•원터치 뚜껑 열림
•스테인리스 스틸 내부
•전원 표시등

특징

•평면열판 가열방식
•투명 수위 표시창
•완전히 분리되는 주입구 디자인

특징

•세련되고 심플한 메탈 디자인 •다양한 컬러의 유럽풍 부띠크 시리즈 
•누르면 열리는 뚜껑(push & open) •SureGrip™ 기술로 물을 따를 때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그립감 
•담기 쉽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기능적 주둥이 
•완벽한 물 때 제거의 분리 가능한  반영구적인 필터

중형 믹서기대용량 믹서기

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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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없는 직수형 •나노세람 방식
•가로 9.2cm 초슬림 •필터 교체 주기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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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전자 / 보온포트 / 멀티포트 / 커피메이커 정수기 주방용품

무선주전자

보온포트 멀티포트 커피메이커

BKK-138S BKK-118 BKK-991 LP-122
소비전력 1,000W 용량 0.8ℓ 소비전력 1,000W 용량 0.8ℓ 소비전력 1,300W 용량 1.0ℓ 소비전력 1,800W 용량 1.2ℓ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플라스틱 재질 플라스틱 재질 플라스틱

특징
•편리한 롱 타입 배출구
•녹방지 스테인리스 평면 열판
•360도 회전 전원 받침대

특징
•스트릭스(Strix) 컨트롤러 채용
•녹방지 스테인리스 평면 열판사용
•착탈식 이물질 제거필터

특징
•녹방지 스테인리스 평면 열판
•360도 회전 전원 받침대   
•세련되고 감각적인 외관 디자인

특징
•양면 수위표시창 
•분리가능한 거름망 필터 
•과열방지장치, 뚜껑열림방지 장치

KF560 HD7564 13374BG CM3618
용량 1.25ℓ (10~12잔) 누수방지 ● 용량 1.2 ℓ (10~15잔) 누수방지 ● 용량 1.8ℓ (12~20잔) 누수방지 ● 용량 1.25ℓ(10~15잔) 누수방지 ●

필터 종이필터, 영구필터 필터 영구필터 필터 종이필터, 영구필터 필터 종이필터, 영구필터

특징

•급속추출시스템, 추출 중 시음가능,  
   원터치 바스켓 열림 기능 
•물용량 알림표시기, 무광택 바스켓  
•소비전력 : 1,100W

특징
• 저그에 장착된 스마트 아로마 대롱이 커피가 

내려지면 '아로마 소용돌이'를 일으켜 커피향이 
골고루 퍼짐 •소비전력 : 900W

특징
• LED표시창, 추출농도 조절 기능
• 타이머 기능(추출시간 예약 가능)
•소비전력 : 950W

특징
• 수위표시 창
• 고급스러운 메탈과 블랙 재질 
•소비전력 : 1000W

CWP-333G WKMK3822-KS HD7761
용량 3.3ℓ 용량 1.2ℓ 용량 1.25ℓ (10~12잔) 누수방지 ●

특징

•스테인리스 재질에 불소코팅 내통
• 모터 펌프가 내장되어 원터치로 급수 가능
•착탈식 뚜껑과 착탈식 전원코드 채용
•물보충 알림기능

특징

• 다기능 멀티 포트 
(무선주전자+전기쿠커+라면포트+ 보온포트+젖병 살균+행주 삶기)

• 3단계 온도 조절(45℃, 70℃, 90℃) 및 설정 온도 보온 기능 
•내부 전체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적

필터 영구필터

특징
•내장형 분쇄기를 이용해 신선한 커피 추출 
•분쇄크기 조절 가능 •급수알림 시스템 
•자동전원차단기능 •분쇄커피사용모드

CM308 HD7450/20 HD7450/70 CM151GKR
용량 0.6 ℓ (4~6잔) 누수방지 ● 용량 0.6 ℓ (4~6잔) 누수방지 ● 용량 0.6 ℓ (4~6잔) 누수방지 ● 용량 0.65 ℓ (4~6잔) 누수방지 ●

필터 종이필터, 영구필터 필터 영구필터 필터 영구필터 필터 종이필터, 영구필터

특징
• 블랙&메탈의 세련된 디자인의 소용량 커피메이커 
•0.6ℓ(4~6컵)의 소형 사이즈 커피메이커 
•소비전력 : 550W

특징
•컴팩트한 디자인 
•누수방지 기능 및 추출 중 시음 가능 기능
• 소비전력 : 650W 

특징
•컴팩트한 디자인
•누수방지 기능 및 추출 중 시음 가능 기능
• 소비전력 : 650W 

특징
• 전원스위치와 표시등이 제품 전면에 위치하여   

사용 편리
•소비전력 : 600W

KO2701KR BKK-922S CK-102W
소비전력 2,000W 용량 1.7ℓ 소비전력 1,500W 용량 1.2ℓ 소비전력 2,000W 용량 1.0ℓ

재질 플라스틱 재질 스테인리스 재질 플라스틱(내부 스테인리스)

특징
•3단계 자동 전원차단 •360도 회전식 열판/코드보관 장치
•양면 수위 표시창, 전원 표시등 특징

•투명 수위 표시창, 동작 표시 램프 •착탈식 이물질 제거 필터
•360도 회전 전원 받침대 특징

•스테인리스 평면 열판 •착탈식 거름망 채용
•360도 회전 받침대 •3중 안전 장치

WPU8230CR2RD/SL(탁상형)
WPU8230FR2RD/SL(스탠드형) WPU7100CREWH WPU1200CREWH
•중공사막 방식 •스테인리스 수조
•오픈 확장형 취수부 •255mm 슬림사이즈

•나노세람 방식 •에코기능 채용 
•스테인리스 수조

•초소형 17.5cm •반도체 냉각 방식 사용 •나노세람 필터 채용 

•터치 디스플레이 •등급외 제품(초절전)

WPUA100CREWH
WPU8207CREAB(탁상형)
WPU8207FREAB(스탠드형) WPU6701FRESL WPU6570FRECG

•슈퍼슬림 17cm •탱크없는 직수형 •정수, 냉수(순간냉각)
•조그셔틀 선택 •등급외 제품(초절전)

•나노세람 방식 •레드닷 디자인수상 
•스테인리스 수조

•나노세람 방식 •사무실/업소용(대용량 정수기)
•스테인리스 수조 •에너지 효율 1등급

•역삼투압 방식 •지하수 사용 가능 •스테인리스 수조 

•에너지 효율 1등급

정수기

브랜드 모델코드 정수방식 용량(냉수) 제품 Size(W×D×H,mm) 수조방식 정수 냉수 온수

동양매직

WPUA200CREBL 나노세람(NANOCERAM) 무제한 170×489×405 냉수 : 순간냉각(탱크無), 온수 : 순간온수(탱크無) ● ● ●

WPUA200CREWH 나노세람(NANOCERAM) 무제한 170×489×405 냉수 : 순간냉각(탱크無), 온수 : 순간온수(탱크無) ● ● ●

WPU1300CREBL 나노세람(NANOCERAM) 1.25ℓ 175×434×380 냉수 : 진공탱크, 온수 : 순간온수(탱크無) ● ● ●

WPU1300CREWH 나노세람(NANOCERAM) 1.25ℓ 175×434×380 냉수 : 진공탱크, 온수 : 순간온수(탱크無) ● ● ●

WPU2100CREWH 나노세람(NANOCERAM) 무제한 92×395×329 직수형(탱크無) ● - -

WPU8230CR2RD 중공사막(UF) 2.5ℓ 255×482×505 스테인리스 수조 ● ● ●

WPU8230CR2SL 중공사막(UF) 2.5ℓ 255×482×505 스테인리스 수조 ● ● ●

WPU8230FR2RD 중공사막(UF) 2.5ℓ 255×482×1,150 스테인리스 수조 ● ● ●

WPU8230FR2SL 중공사막(UF) 2.5ℓ 255×482×1,150 스테인리스 수조 ● ● ●

WPU7100CREWH 나노세람(NANOCERAM) 1.8ℓ 220×534×501 스테인리스 수조 ● ● ●

WPU1200CREWH 나노세람(NANOCERAM) 1.25ℓ 175×434×380 정수 : 직수형(탱크無), 냉수 : 진공탱크 ● ● -

WPUA100CREWH 나노세람(NANOCERAM) 무제한 170×489×405 정수 : 직수형(탱크 無), 냉수 : 순간냉각(탱크無) ● ● -

WPU8207CREAB 나노세람(NANOCERAM) 2.5ℓ 255×482×505 스테인리스 수조 ● ● ●

WPU8207FREAB 나노세람(NANOCERAM) 2.5ℓ 255×482×1,150 스테인리스 수조 ● ● ●

WPU6701FRESL 나노세람(NANOCERAM) 6.4ℓ 350×438×1,230 스테인리스 수조 ● ● ●

WPU6570FRECG 역삼투압(RO) 4ℓ 350×438×1,230 스테인리스 수조 ● ● ●

WPUA200CREBL/WH
•슈퍼슬림 17cm •탱크없는 슈퍼정수기 •순간냉각/순간가열 
•나노세람 방식 •조그셔틀 선택 •등급외 제품(초절전)

WPU1300CREBL/WH
•초소형 17.5cm •반도체 냉각 방식 •순간가열 온수 •나노세람 방식 
•터치 디스플레이 •등급외 제품(초절전)

※제조사 설치상품

※제조사 설치상품

※제조사 설치상품 ※제조사 설치상품 ※제조사 설치상품 ※제조사 설치상품

※제조사 설치상품 ※제조사 설치상품

※제조사 설치상품※제조사 설치상품

※주문 후 배송 및 설치 문의 : 02-6740-7152 ※전모델 조리수 밸브 추가 설치 가능(제외모델 : WPU6701FRESL, WPU6570FR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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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2628
소비전력 700W 굽기조절 7단계  
해동기능 ● 재가열기능 ●
취소기능 ● 롤빵받침대 ×

특징
•깊고 넓은 빵 투입구
•분리형 빵 부스러기 받침대, 하이리프트 기능

TT-356170
소비전력 850W 굽기조절 7단계
해동기능 ● 재가열기능 ●
취소기능 ● 롤빵받침대 ×

특징
•고급스러운 스테인리스 외관 •전면 조작부 •추가올림 기능

CSR-37WS
용량 35L(12병) 온도조절 11~18도

특징

•정격소비전력 : 70W(냉각반도체 작동시)
•냉각방식 : 반도체 냉각방식(무냉매)
•무진동과 25dB의 저소음설계로 조용함
•은은한 LED램프 적용으로 분위기를 한껏 살려줌

피자팬 멀티쿠커

보온병휴대용 가스버너

스테인리스 냄비

후라이팬

그릴팬

탈수기살균건조기

중탕기 식품건조기

오븐토스터기

일반토스터기와인셀러

와인셀러 / 일반토스터기 / 오븐토스터기 / 중탕기 / 식품건조기 / 살균건조기 / 탈수기 그릴팬 / 콤비팬 / 피자팬 / 멀티쿠커 / 전기후라이팬 / 후라이팬 / 스테인리스 냄비 / 휴대용 가스버너 / 보온병

콤비팬 전기후라이팬

LSD-M75 7인용 LSD-M71 7인용 LSD-M50 5인용 WS-6600   6.2Kg W-100T 0.8Kg

• 자동포함 4단계 살균 건조시간 조절 가능 
(살균 30-80-120분 / 건조 50-80-120분) 

• 자동 설정시 살균 30-70-100분 / 건조 20-50-80분
•3중 안전장치 채용 •고급 스테인리스 건조실 
•소비전력 : 210W •플라스틱 수저통 

• 자동포함 5단계 살균 건조시간 조절 가능 
(살균 20-40-60-80분 / 건조 20-40-60-80분) 

•자동 설정시 살균 70분 / 건조 80분  
•소비전력 : 210W •3중 안전장치 채용 
•고급 스테인리스 건조실 •플라스틱 수저통   

• 자동포함 5단계 살균 건조시간 조절 가능 
(살균 20-40-60-80분 / 건조 20-40-60-80분) 

•자동 설정시 살균 50분 / 건조 70분 
•소비전력 : 190W •3중 안전장치 채용 
•고급 스테인리스 건조실 •플라스틱 수저통  

•원심 탈수 방식 •안전설계형 뚜껑
•4중 안전장치 •강력 레드 모터   
•타이머 시간설정 및 표시 
•세탁물/음식물 탈수

•주방용 미니 짤순이 
•탈수통 분리 가능, 원심 탈수 방식 
•스테인리스 탈수조 
•쓰레기 잔여물 탈수 가능 •안전덮개 사용
•생선회, 한약재, 나물 등 탈수/소형다용도 탈수 

CHG-G1600W     1,600W TG600070          1,800W TG603070        1,800W HD4417     1,680W

•1,600W •5단계 온도조절 장치 •알루미늄 커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름유도 장치 
•크기 : 567×307×30mm

•분리형 코팅 바비큐 구이판 •열센서 
•분리형 매직클린 시스템 •더블 와이드 열선 
•열차단 내열 몸체 •자동온도조절기 
•조리 면적 : 370×250mm •넌스틱 코팅 물받이판 
•원산지 : 프랑스

• 열센서가 있는 분리형 코팅 바비큐 구이판, 양념구이판, 
전골판, 유리뚜껑 •분리형 매직클린시스템 

•더블 와이드 열선 / 열차단 내열 몸체 /자동온도조절기
•넌스틱 코팅 물받이판 •조리 면적 : 370×250mm 
•원산지 : 프랑스 •소비전력 : 1,800W

•열선이 그릴에 붙어 있는 일체형 
•그릴판으로 안전하여 세척이 쉬움
•세로보관이 가능 •강력한 파워로 빠른 조리가능
•조리면적 : 300×300mm

TPAN-SR24/28/30/32 TPAN-SRW28          KDF-280        

•테팔 인텐시움 3D코팅  
•레지스탈 바닥 •신형 열센서(요리 시작할 적정온도를 알려줌) 
•세라믹 외부 코팅 •색상 : 레드

•테팔 인텐시움 3D코팅 궁중팬 •레지스탈 바닥 
•신형 열센서(요리 시작할 적정온도를 알려줌) 
•세라믹 외부 코팅 •색상 : 레드

•후라이팬, 궁중팬 : 28cm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코팅막 손상 없이 내구성 우수
• 다이케스팅 공법으로 영양분 파괴 최소화 
•손잡이 열센서 부착(요리적정 온도 도달시 센서 색상변화) 
•외부 컬러코팅 세련된 디자인

TPOT-EM16 TPOT-EM20/24 TJPOT-EM24
•편수 냄비 16cm •일반 가스레인지 / 하이라이트 / 인덕션 겸용 가능
• 위생과 내구성을 갖춘 고품질 스테인리스 •품질 보증 10년 
• HIBB(High Impact Bonded Base) 기술의 두툼한 인덕션 바닥으로 고른 열전도로 

더욱 맛있는 요리가 가능! 

•양수 냄비 20cm/24cm •일반 가스레인지 / 하이라이트 / 인덕션 겸용 가능
•위생과 내구성을 갖춘 고품질 스테인리스 •품질 보증 10년 
•HIBB(High Impact Bonded Base) 기술의 두툼한 인덕션 바닥으로
   고른 열전도로 더욱 맛있는 요리가 가능!

•편수 전골  냄비 24cm •일반 가스레인지 / 하이라이트 / 인덕션 겸용 가능
•위생과 내구성을 갖춘 고품질 스테인리스 •품질 보증 10년 
•HIBB(High Impact Bonded Base) 기술의 두툼한 인덕션 바닥으로
   고른 열전도로 더욱 맛있는 요리가 가능!

OF1628 OC-2300W 2.5ℓ OC-2700PR 2.5ℓ LD-918T5 HFD-7000
소비전력 1,000W 굽기조절 1단계 • 유려한 곡선형 바디라인과 유니크한 색상   

•홍삼 퀵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홍삼 추출 가능
• 홍삼, 흑마늘, 이유식, 과일원액, 보양탕,  

청국장, 등 조리 가능

• 유려한 곡선형 바디라인과 유니크한 펄 컬러  
• 웰빙조리 메뉴를 통한 보다 건강한 음식 조리 

가능(저온숙성기능)

•천연 식품 건조기(5단)
•온도 설정(35~70℃) 및 타이머(1~99시간)
•발효기능(요구르트, 청국장) 
•에어필터 장착으로 하단부 이물질 유입 차단

• 천연식품건조기(7단)
•온도(40~70℃) 및 타이머(1~48시간) 조절 기능
•요거트 제조 기능(40℃, 8시간) 
•우유팩 통째로 발효가능(1000ml 우유×12개)

해동기능 × 재가열기능 ×

취소기능 × 롤빵받침대 ×

특징

•쿼츠테크  오븐 토스터
•강력한 적외선으로 요리시간을 절약  
• 오븐 내부면에  Non-stick 코팅  

처리되어 세척이 용이

오쿠 오쿠

기산전기 보령주방 보령주방

써모스

선학전기

써모스

선학전기

써모스

키친아트

TW-202 1,300W BR-2003 1,400W BRS-9900 900W SMF-1600D          1,600W SMS-0038        1,600W

• 그릴팬과 프라이팬을 교체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 

•넉넉한 조리면적 
•팬이 분리되어 세척이 용이 
•듀폰사의 테프론코팅을 채택 
•조리면적 : 420×325mm

•지름 : 46cm •재질 : 알루미늄 
•다용도 피자팬(찜기 가능) 
•착탈식 자동온도 조절기 •강화유리뚜껑

•용량 : 3.2ℓ(대용량) 
•열전도가 좋은 알루미늄 열판 사용 
•강화유리 뚜껑
•2중 온도제어 장치(안전성이 뛰어남)

• 강력 5중 다이아몬드 코팅 
• 고순도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견고하며 

품질이 우수 •본체와 히터 일체형으로 
열전도율이 뛰어남 / 반영구적 사용

•분리가능 온도조절기, 세척편리 
•조리면적 : 480×380×49mm

• 초강력 다이아몬드 코팅
• 경사다리 채용으로 삼겹살, 생선 조리 중  

기름 한쪽으로 모아줌 
•100~200도까지 미세조정 가능 자동온도조절기 사용
•조리면적 : 530×390×40mm •킹잔치팬

ST-20000 ST-300S FFW-1000-CGY FFM-350  FFM-500
•압전 자동 점화방식 •바람막이 분리형 
•열전도판 부착 : 겨울철 고화력 유지 
•대형헤드 채택 : 고화력 •편리한 국물받이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재질 

•올스텐 가스레인지 •콤팩트형 디자인 
•고화력 일반화구 •슬림 디자인 
•압전 자동 점화방식 •미끄럼 방지 받침대

•풀오픈 마개로 따르기 편함 •경량, 콤팩트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한 컵 
•핸들부착으로 따르기 쉬움 •손쉬운 분리세척

•사용하기 편리한 풀오픈 타입 뚜껑 
•누르기만 하면 간단하게 오픈
•따르기 편한 구조 
•세척이 편리해 손질도 간단하게 가능

•사용하기 편리한 풀오픈 타입 뚜껑 
•누르기만 하면 간단하게 오픈
•따르기 편한 구조 
•세척이 편리해 손질도 간단하게 가능

썬터치 썬터치

BKP-H30T TT177DKR HD2596 TT111070 TL600070
소비전력 700W 굽기조절 7단계 소비전력 720W 굽기조절 6단계 소비전력 800W 굽기조절 7단계 소비전력 720W 굽기조절 6단계 소비전력 1,100W 굽기조절 6단계

해동기능 × 재가열기능 ● 해동기능 ● 재가열기능 ● 해동기능 ● 재가열기능 ● 해동기능 × 재가열기능 × 해동기능 × 재가열기능 ×

취소기능 ● 롤빵받침대 × 취소기능 ● 롤빵받침대 × 취소기능 ● 롤빵받침대 ● 취소기능 ● 롤빵받침대 × 취소기능 ● 롤빵받침대 ×

특징

•사용이 간편한 다이얼식 온도조절
• 하이 리프트 기능 동작 중  

강제 종료 버튼 사용 가능
•2구 히터 채용으로 토스터 2개 동시 가능

특징

•220V 
•고급스러운 세련된 메탈소재 사용 
•빵 투입구 : 2개 •추가올림 기능
•빵 부스러기 받침대, 중앙고정 장치

특징

•넓은 빵 투입구
•빵 부스러기 받침대, 빵 데우기 거치대

특징

•2구 2 쪽의 넓은 투입구 
•중앙고정장치 
•추가올림기능

특징

• 소형 오븐과 토스터기를 하나로 합친   
2 in 1 기능의 토스트&그릴 

•일자형 와이드 초대형 빵 투입구
•위생적인 분리형 빵 부스러기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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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 코털정리기 무선스팀다리미 / 스팀다리미 / 스탠드형 스팀다리미 / 건식다리미 / 퀵 스팀 다리미 / 다리미판

얼굴 윤곽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며 깔끔한 면도감을 선사!

면도기

코털정리기

YS505 HQ6996 720S CT2S 340S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3날

방수 ● 연속사용 40분 방수 ● 연속사용 30분 방수 ● 연속사용 50분 방수 ● 연속사용 45분 방수 ● 연속사용 45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1회급속 5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1회급속 5분)

특징
• 부드럽고 편안한 밀착감을 선사하는 

클로즈컷 시스템
특징

•쿠션형 개별 부유 헤드
특징

•물에 세척 가능
특징

•쿨링기능
특징

•샤워 중 사용 가능

330S 150S ES-RW30 ER430K ER417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2날 습식 × 날수 × 습식 × 날수 ×

방수 ● 연속사용 45분 방수 ● 연속사용 30분 방수 ● 연속사용 21분 방수 ● 연속사용 × 방수 ● 연속사용 ×

세정 × 충전시간 1시간(1회급속 5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 세정 × 충전시간 8시간 세정 × 충전시간 × 세정 × 충전시간 ×

특징
•물에 세척 가능

특징
•긴수염 정리용 트리머

특징
•충전식 면도기 •트리머 
•무빙헤드, 생활방수 가능 특징

•건전지식의 코털/귀털정리기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스테인리스날 사용

특징

•건전지 방식 코털정리기 
•생활방수 기능

•60도 예각날로 뜯기지 않게 커팅 가능 

 RQ1167 AT890 AT750 YS526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3날

방수 ● 연속사용 50분 방수 ● 연속사용 50분 방수 ● 연속사용 40분 방수 ● 연속사용 40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 세정 × 충전시간 8시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

특징
• 닿기 힘든 부분까지 섬세하게 밀착하는 2D 입체 헤드

특징
• 쉐이빙 폼이나 젤을 이용한 습식면도 가능

특징
• 쉐이빙 폼이나 젤을 이용한 습식면도 가능

특징
• 손세안 보다 효과적인 탈부착 가능한  

브러쉬 액세서리

HD1172 FS4030 GC310 GC420 L0682NI
소비전력 1,000W 소비전력 1,200W 소비전력 840W 소비전력 1,000W 형태 스탠드형

특징

•활주력이 뛰어난 Blue Ceralon 열판 
•부드러운 코드선과 편리한 코드보관
•온도 준비 표시등 특징

•열판 : 듀릴리움 세라믹 코팅열판 
•이지코드 시스템 
•코드를 감아 고정 가능 
•가벼워서 간편사용 편리 
•온도 표시등 

특징

•전동펌프가 지속적인 스팀을
    생성하여 손쉬운 다림질
•예열시간 : 45초 
•가볍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된 
    손잡이

특징

•강력하고 연속적인 스팀
•예열시간 : 40초
•간편한 보관 특징

•사이즈 : 1,020×380×730mm
• 대칭형 다리미 거치대 - 왼손,  

오른손잡이 겸용
•얼룩방지 스팀 구멍 
•5단계 높이 조절 기능 • 순면 커버

FV-4483 FV-2536 FV-2520 GC2930
스팀량 연속 35g, 강력 95g(분) 소비전력 1,850W 스팀량 연속30g, 강력40g(분) 소비전력 1,680W 스팀량 연속 30g(분) 소비전력 1,680W 스팀량 연속35g, 강력120g 소비전력 2,300W

물탱크용량 270cc 수직스팀 ● 물탱크용량 270cc 수직스팀 ● 물탱크용량 270cc 수직스팀 ● 물탱크용량 300cc 수직스팀 ●

특징
•열판 : 듀릴리움 세라믹 울트라글리스 디퓨젼
•스프레이/자가세척기능/누수방지
•뚜껑식 물주입구, 이중 물때방지 필터

특징
•열판 : 듀릴리움 세라믹 울트라글리스 디퓨젼 열판
•스프레이 기능
•자가세척기능, 뚜껑식 물주입구

특징
•열판 : 듀릴리움 세라믹 울트라글리스 디퓨젼 
•스프레이 •뚜껑식 물주입구
•자가세척기능 •투명 물탱크

특징
•부드러운 활주력 : 필립스 스팀글라이드 열판
•석회질 제거 솔루션
•누수방지 기능, 2m 코드

FV9990 GC2086 FV4860
스팀량 연속스팀 35g/분, 강력스팀 160g 소비전력 2,400W 스팀량 스팀량 : 연속 35g, 최대 150g 소비전력 2,400W 스팀량 연속스팀 40g/분, 강력스팀 130g 소비전력 2,400W

물탱크용량 250ml 수직스팀 × 물탱크용량 270ml 수직스팀 ● 물탱크용량 300ml 수직스팀 ● 

특징
•빠른 순간 충전(약 4초) •울트라글리스 디퓨전 세라믹 코팅
•스팀 & 온도 자동조절 기능 •연속 스팀 가능 
•물방울 얼룩 걱정 없는 이중 누수방지 기능

특징
•스마트 컨트롤 충전(충전상태 쉽게 확인 가능)
•빠른 스팀충전 시간(5초 이내 스팀 재충전)
•세라믹 플레이트 •운반용 잠금버튼(운반/보관시 본체와 결합)

특징
•테팔 열판 기술이 적용된 듀릴리움 울트라 글라이드 세라믹 코팅 
•넓은 물통 주입구 •누수 방지 기능

GC1028 HI-8000VI HI-1090W FS2820
스팀량 연속25g, 강력100g 소비전력 2,000W 스팀 고온 살균 스팀(100℃) 소비전력 1,300W 스팀 고온 살균 스팀(100℃) 소비전력 1,500W 소비전력 1,200W

물탱크용량 200cc 수직스팀 ● 물탱크용량 1,000cc 물탱크용량 2,500ml

특징

•클래식, 빈티지 디자인으로 멋스러움
•심플한 기능과 가벼운 무게로 간편하게 사용
•논스틱 코팅 열판으로 부드러운 다림질특징

•누수방지/석회질 방지 시스템 적용
•세라믹 열판으로 활주력 우수 특징

•대형헤드PTC 열판 
•2중 클린 시스템(정수필터, 셀프크리닝) 
•2중 디지털히터 순간분사 

특징
•예열시간 : 전원 연결 후 40초 
•3단 높낮이 조절 파이프와 접이식 옷걸이

무선스팀다리미

스탠드형 스팀다리미 건식다리미

스팀다리미

다리미판퀵 스팀 다리미

ES-RT34-N S9121  S9111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3날 습식 ● 날수 3날

방수 ● 연속사용 65분 방수 ● 연속사용 50분 방수 ● 연속사용 50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 세정 × 충전시간 1시간

특징
•파워조절이 가능한 슬림면도기
•2단계의 스피드조절(파워모드 : 8,400RPM / 소프트모드 : 7,000RPM)

특징
•SmartClean Plus는 버튼 하나로 면도기를 세척,  윤활, 건조, 충전

특징
• 특허받은 V-Track 프리시젼 면도날
• 유연성이 뛰어난 8X 방향의 새로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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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B1325
음이온 ● 풍속단계 4단계
냉풍 ● 접이식손잡이 ●

순간냉풍 ● 소비전력 1,300W

특징
•2중 안전 장치 내장 
•100만개 이상 음이온 발생

 UN-B1325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
냉풍 ● 접이식손잡이 ×

순간냉풍 ● 소비전력 1,800W

특징
•2단계 풍속조절 및 3단계 온도조절
•이중 쿨버튼, 볼륨 디퓨져 추가제공

헤어스타일링기기

드라이기 드라이기 / 헤어스타일링기기

 HP8260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강, 약, 냉)
냉풍 ● 접이식손잡이 ×

순간냉풍 ● 소비전력 2,200W

특징
•3단계 온도 조절

프로케어 시리즈

드라이기

드라이기

UN-A1009 UN-A1262 UN-B1313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강, 약, 냉) 음이온 ● 풍속단계 4단계

냉풍 ● 접이식손잡이 ● 냉풍 ● 접이식손잡이 ● 냉풍 ● 접이식손잡이 ●

순간냉풍 ● 소비전력 1,850W 순간냉풍 × 소비전력 1,450W 순간냉풍 ● 소비전력 1,300W

특징
•2중 안전 장치 내장 •음이온 발생/전자파 안심

특징
•집중노즐 채용 •2중 안전 장치

특징
•2중 안전 장치 내장 •음이온 발생

UN-1824R UN-1875B UN-2880R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강, 약, 냉)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강, 약, 냉)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강, 약, 냉)

냉풍 ● 접이식손잡이 × 냉풍 ● 접이식손잡이 ● 냉풍 ● 접이식손잡이 ×

순간냉풍 ● 소비전력 1,300W 순간냉풍 × 소비전력 1,800W 순간냉풍 ● 소비전력 1,300W

특징
• 전문가형 모터 및 팬 적용 •2중 안전 장치

특징
•원적외선 스위치 적용 •2중 안전 장치

특징
• 전문가형 모터 및 팬 적용 •2중 안전 장치

D261K 5224K VS5548K
음이온 ● 풍속단계 2단계(강, 약) 음이온 ● 풍속단계 2단계(냉, 온) 음이온 × 풍속단계 2단계

냉풍 ● 접이식손잡이 × 냉풍 ● 접이식손잡이 × 냉풍 ● 접이식손잡이 ●

순간냉풍 × 소비전력 1,600W 순간냉풍 × 소비전력 1,700W 순간냉풍 ● 소비전력 1,600W

특징
•볼륨디퓨저

특징
•2단계 온도조절, 2단계 풍속조절
• 원터치 코드릴 기능으로 깔끔한 선정리

특징
•2단계 풍속조절 및 3단계 온도조절
•작동이 편리한 원터치 버튼 체택

UCI-2585B UCI-2752B UCI-A2118R
음이온 ● 온도조절 × 음이온 ● 온도조절 ● 음이온 × 온도조절 ●

열판 세라믹코팅 무빙열판 × 열판 세라믹코팅 무빙열판 ● 열판 세라믹코팅 무빙열판 ●

소비전력 40W 회전코드 ● 소비전력 35W 회전코드 ● 소비전력 38W 회전코드 ●

특징
•음이온 제너레이터 채택, 100만개 이상 음이온 발생

특징
•적외선 발생 
•큐빅으로 화려한 디자인

특징
•자동 전원 차단 장치 
•잠금장치 •110V/220V 겸용

UN-B1900 UN-0550 UN-1015
음이온 ● 풍속단계 4단계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강, 약, 냉)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강, 약, 냉)

냉풍 ● 접이식손잡이 × 냉풍 ● 접이식손잡이 ● 냉풍 ● 접이식손잡이 ●

순간냉풍 ● 소비전력 1,500W 순간냉풍 × 소비전력 1,200W 순간냉풍 × 소비전력 1,200W

특징
•이중 안전 장치 내장 •음이온 발생

특징
•터보노즐 채용 •2중 안전 장치

특징
•벽걸이 드라이기

UN-2886S BHD006 HP4944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강, 약, 냉)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 음이온 ● 풍속단계 3단계(강, 약, 냉)

냉풍 ● 접이식손잡이 ● 냉풍 ● 접이식손잡이 ● 냉풍 ● 접이식손잡이 ●

순간냉풍 × 소비전력 1,200W 순간냉풍 ● 소비전력 1,350W 순간냉풍 ● 소비전력 1,600W

특징
•음이온 작동 램프 •2중 안전 장치

특징
•써모프로텍트(ThermoProtect) 온도 조절로 모발 보호 기능 

특징
• 모발을 윤기있게 이온 기능으로 정전기 감소

HP8333 HP8650 2667K VS2039BK
음이온 ● 온도조절 220도 음이온 × 온도조절 ● 음이온 × 온도조절 3단계 음이온 × 온도조절 ×

열판 실키 스무드 코팅 세라믹 무빙열판 × 열판 × 무빙열판 × 열판 세라믹코팅 무빙열판 × 열판 세라믹코팅 무빙열판 ×

소비전력 40W 회전코드 × 소비전력 650W 회전코드 × 소비전력 25W 회전코드 ● 소비전력 22W 회전코드 ●

특징
•음이온 컨디셔닝

특징
• 3가지 스타일링 액세서리 

(출입형 롤 브러시,  스트레이트너, 헤어 브러시)
특징

•오토컬 잼버 기능으로 자동으로 컬완성
•3단계 시간설정, 2단계 온도설정  

특징
•세라믹 코팅으로 윤기있는 헤어 연출



생활용품 생활용품
계

절
용

품
음

향
용

품
액

세
서

리
주

방
용

품
 

SSD /  메
모

리
카

드
생

활
용

품
 

32 33

AT-D770ABK
•1.8급 TFT Color LCD •전화번호부 지원 •SMS 기능 지원 
•모닝콜/알람기능 •휴대장치 호출기능 탑재 
•고정/휴대 양방향 통화전환 기능

VT-D7000WH
•1.7GHz 디지털 유무선 전화기 •플래시 타임 설정 기능  
•사용이 쉬운 한글 메뉴 •전화번호 음성 안내 기능   
•편리한 스피커폰 기능 •대형 폰트 적용으로 편리성 제공  •알람 기능 

VT-D7000MWH
•1.7GHz 디지털 유무무선 전화기 
•멀티 핸디 기능(4개까지 휴대장치 확장 기능) 
•내선 통화 기능 •알람 기능

AT-D770ARD VT-D7000BK VT-D780TS VT-D780RD
•1.8급 TFT Color LCD •전화번호부 지원 •SMS 기능 지원 
•모닝콜/알람기능 •휴대장치 호출기능 탑재
•고정/휴대 양방향 통화전환기능

•1.7GHz 디지털 유무선 전화기 •플래시 타임 설정 기능 
•사용이 쉬운 한글 메뉴 •전화번호 음성 안내 기능 
•편리한 스피커폰 기능 •대형 폰트 적용으로 편리성 제공
•알람 기능 

•편리한 GRID TYPE UI 채용 
•통화전환 기능(고정장치 → 휴대장치)•호출/내선통화 기능
•알람 기능 •벨소리 무음 핫키 기능 •VIP벨소리 기능

•편리한 GRID TYPE UI 채용 
•통화전환 기능(고정장치 → 휴대장치) •호출/내선통화 기능
•알람 기능 •벨소리 무음 핫키 기능 •VIP벨소리 기능

AT-D800ABK AT-D800ARD AT-D100BK VT-D5000MWH
•1.8급 TFT Color LCD •전화번호부 지원 
•에코(울림) 방지기능(휴대장치) •SMS 기능 지원  
•모닝콜 / 알람기능 •부재 중 안내 및 착신전환 기능(고정/휴대)

•1.8급 TFT Color LCD •전화번호부 지원 •SMS 기능 지원
•에코(울림) 방지기능(휴대장치) •모닝콜 / 알람기능 
•부재 중 안내 및 착신전환 기능(고정/휴대)

•1.8급 TFT Color LCD •전화번호부 지원 •SMS 기능 지원 
•모닝콜 / 알람기능 •휴대장치 호출기능 탑재 
•고정/휴대 양방향 통화전환 기능

• 1.7GHz 디지털 무무선 전화기 
• 멀티 핸디 기능(4개까지 휴대장치 확장 기능)
• 내선 통화 기능 •알람기능

AT-S1000RD AT-S1000WH VT-F281RD VT-F214RD
•4.6cm TFT 컬러 LCD •한글메뉴표시 지원
•스피커폰 기능 •64화음 벨소리
•전화번호부 최대 100개 저장

•4.6cm TFT 컬러 LCD •한글메뉴표시 지원
•스피커폰 기능 •64화음 벨소리
•전화번호부 최대 100개 저장

•LCD 밝기 조절 기능 •플래시 타임 설정 기능
•국선접속번호 기능 •지역번호 설정 기능
•알람 기능  

•사무용 유선 전화기 •착신램프 기능  
•온후크 음량조절 기능 •재다이얼 기능 •보류 기능

VT-F281BK AT-F171ARD AT-F400ARD AT-F270ABK
•LCD 밝기 조절 기능 •플래시 타임 설정 기능
•국선 접속번호 설정 기능 •지역번호 설정 기능 

•한글메뉴표시 •빅버튼 •대화면 LCD 및 백라이트 지원
•긴급 다이얼 기능 •재다이얼/수신번호 다이얼 기능

•크리스탈 타입 키버튼 탑재 •한글메뉴표시
•단축번호 저장 기능(최대 10개) •원터치 다이얼 기능
•대화면 LCD 탑재 및 백라이트 지원

•한글메뉴표시 •단축번호 저장 기능(최대 10개)
•원터치 다이얼 기능 •대화면 LCD 탑재 및 백라이트 지원
•재다이얼/수신번호 다이얼 기능

VT-D5000BK VT-D5000WH VT-D572BK VT-D572WH
•1.7GHz 디지털 무선 전화기 •플래시 타임 설정 기능
•사용이 쉬운 한글 메뉴 •전화번호 음성 안내 기능

•1.7GHz 디지털 무선 전화기 •플래시 타임 설정 기능
•사용이 쉬운 한글 메뉴 •전화번호 음성 안내 기능

•편리한 GRID TYPE UI 채용 
•통화전환 기능(휴대장치 → 휴대장치) •내선통화 기능
•플래시 타임 설정 기능

•편리한 GRID TYPE UI 채용
•통화전환 기능(휴대장치 → 휴대장치) •내선통화 기능
•플래시 타임 설정 기능

유무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

무무선 전화기

유무선 전화기유무무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 유선 전화기

VT-F150BK VT-F150WH NS-907
•LCD 밝기 조절기능 •지역번호 설정 기능 •알람 기능 •LCD 밝기 조절기능 •지역번호 설정 기능 •알람 기능 •LED램프 및 강력벨 기능 •LCD 밝기 조절 기능 •벨소리 선택 기능 

•벨소리 조절 기능

NS-802 SG-260 VT-F214WH VT-F012BK
•빅버튼 기능 •벨소리 조절 기능 •지역번호 설정 기능
•날짜 및 시간설정 기능

•광다이얼 기능 •백라이트 기능/빅버튼 •한글판 LCD 글씨
•재다이얼 기능/플래시 기능 •신 수신 반복 표시 기능

•사무용 유선전화기 •착신램프 기능 •온후크 음량조절 기능
•재다이얼 기능 •보류 기능

•벽걸이 CID 전화기 •LCD 밝기 조절 기능 
•지역번호 설정 기능 

전화기 전화기 

APROTECH

APROTECH

APROTECH

APROTECH

APROTECH APROTECH APROTECH

APROTECH APROTECH

Vatel

Vatel

Vatel

Vatel

Vatel

Vatel Vatel

Vatel Vatel

뉴썬

뉴썬 삼우
VatelVatel

Vatel

Vatel

VatelVatel

Vatel

APROTECH Va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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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비상시에도 원터치로 문열림이 가능하도록 안티패닉바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가능 
※ SHS-P710XMK/LP 모델에 한함

비상시 원터치 문열림(안티패닉바)

모델명 TYPE Key수량 Key타입 방범설정 랜덤번호 이중보안 건전지 교체시기 알림 화재 감지 센서 컬러 진열 목업 주문 시 모델 코드

SHS-H700FMK/LP 주키 2 지문 가능(전용버튼) ● ● ● 블랙 SHS-H700FMK/SP

SHS-P710XMK/LP 푸시풀 2 스마트카드(RF방식) 가능(전용버튼) ● ● ● 블랙 SHS-P710XMK/SP

SHS-2320XMK/LP 보조키(핸들분리형) 2 스마트카드(RF방식) 가능(전용버튼) ● ● ● 블랙 SHS-2320XMK/SP

SHS-1411XAS/LP 보조키(핸들분리형) 4 터치키(Cell 방식) 가능(전용버튼) - ● ● 그레이 SHS-1410XAK/SP

SHS-2920XMK/LP 보조키(핸들분리형) 2 스마트카드(RF방식) 가능(전용버튼) ● ● ● 블랙 SHS-2920 XMK/SP

SHS-2521XMG/LP 보조키 + 자가설치 2 스마트카드(RF방식) 가능(전용버튼) - ● ● 골드 SHS-2521XMG/SP

하이패스 / 거치대  / 삼성 도어락 삼성 LED 램프 / LED 조명 스탠드 / 체중계

※ 구매 후 자가설치불가시 박스외관에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유상설치가능합니다.

삼성 도어락

체중계

엠피온 하이패스 거치대

SET-550SV1 SET-560SV1 SET-S40
•충전/방전 제어솔루션 채택 배터리수명 연장 
•태양광충전의 친환경 Eco-Driving(충전거치대 별매 )
•스마트알람 기능(설치오류, 과전압차단, 배터리성능 저하 감지/알람 )
•스마트폰 충전기 사용충전 가능(기본구성품 Micro USB케이블 활용 )
•세계 3대 레드닷디자인상 수상 •하이패스 통과시에만 자동동작(Wake-up기능 )

•OLED Display •충전/방전 제어솔루션채택 배터리수명 연장 
•태양광충전의 친환경 Eco-Driving(충전거치대 별매 )
•스마트알람 기능(설치오류, 과전압차단, 배터리성능 저하 감지/알람 )
•스마트폰 충전기 사용충전 가능(기본구성품 Micro USB케이블 활용 )
•세계 3대 레드닷디자인상 수상

•친환경 태양광 보조충전기능 하이패스 거치대
•유리창부착형 Compact 디자인(SET-550SV1, SET-560SV1 전용)

SHS-H700FMK/LP SHS-P710XMK/LP SHS-2320XMK/LP SHS-1411XAS/LP SHS-2920XMK/LP SHS-2521XMG/LP
•나만의 지문으로 완벽하게! 
    최첨단 지문인식 방식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을 동시에!  
   이중출입인증모드
•매직넘버 이중보안! 비밀번호 방식
•한번 더 안전하게! 자동잠김 / 이중 잠금 기능
•비상시 더 안전하게! 
   안심보안 삼성 스마트 도어록
•화재전이 차단 기술 적용

•2014 BEST 판매상품
•문열림은 편리하게! 
    밀고 당기는 Push Pull 방식
•다가가면 깨어나는 웰컴 기능 : 
    IR센서를 통하여 근거리 이내에 
    동작이 감지되어 자동으로 Wake up
• 동작상태 알림 기능 

(핸들을 당기세요, 문이 잠겼습니다)
•외부인 일정 시간 체류시 경보 알림 

•매직넘버 이중보안(지문 문제 해결)
•이중 Claw Bolt 방식 - 
    문틈을 통한 침입도 안심 
•적외선 안심센서 - 
    비정상적 도구 침입도 안심 
•자가진단 아이콘 적용 - 
    쉬운 UI를 통한 사용 편의성
•화재방지 센서 적용(55˚C 이상 비상음) 
•자체 자동잠김 기능 센서 적용

•Cell Key 출입 변동 ID 인증방식
•이중 잠금 설정 기능적용 - 
    외부출입시 비상음
• 건전지 방전시 비상 전원 
    공급 단자 적용 9V 건전지
•화재방지 센서 적용(55˚C 이상 비상음)
•자체 자동잠김 기능 센서 적용

•RF오토폴링 기능으로 
   카드 출입은 1초만에 OK!
•매직넘버 이중 보안, 
   이중 출입 인증 모드
•다양한 출입 방식 : 비밀번호, RF카드

• 누구나 손쉽게 자가설치가 가능한 보급형 
제품(설치 문의 1566-0586) 

•  화재방지 센서로 60도 이상 감지시 
경보음, 잠금상태 자동 해제 

• 수동 개폐 장치 장착으로 고장 및 
    전지 방전시 수동 개폐 가능

DB-130 DB-205 HE-23 GG-DS5713
•고정밀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로드셀) 장착
•깔끔한 투명 유리 디자인 •AUTO ON 기능/전원 자동 OFF 
•건전지 교환 체크 기능 •담금질된 안전 강화 유리 

•고정밀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로드셀) 장착
•50g 단위의 정밀한 측정 •자동영점조절
•대형LCD창(지름 63mm) •AUTO ON기능/ 전원 자동 OFF
•배터리 교환시기 표시

•100g 단위 디지털 체중계  
•올라서면 바로 측정되는 AUTO센서 
•22mm 두께 슬림형 디자인

•조명 및 태양광 전원의 반영구적 솔라셀
•15mm 두께의 슬림형 경량설계
•올라서면 바로 측정되는 AUTO센서

자가설치전용상품!

•버튼 입력시 번호패드

•KS, KPS 품질 인증으로 비상시에 더 안전하게
    - 전기 충격에도 안전             - 화재 감시 센서 장착
    - 침입 탐지 경고음                 - 방범설정 기능
    - 자동 잠김 / 되잠기 기능

※ 구매 후 자가설치불가시 박스외관에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유상설치가능합니다.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도어락 직접설치가 가능한 고객
•저렴하게 구매하기를 원하는 자가설치 가능 고객
•도서산간 지역 등 기사 설치방문까지 많은 시간이 예상되는 지역의 설치 고객
•설치기사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시간 제약 고객
•해외사용 등 설치가 불필요한 고객

구매전 Check Point!

디지털 도어락 설치불가 유형

분류 주키 보조키
기존 주키 설치문 ● -

기존 보조키 설치문 ● ●
기존 일반 현관문 ● ●

기존 도어락 이전 설치 - ● 나무문 장식문 통유리문 양개문샤시문

Smart Choice, Better Living

삼성 LED 램프

SI-I8W122140KR(전구색) SI-I7R122140KR(주백색) SI-I8W061140KR(전구색) SI-I7R061140KR(주백색)
•60W 백열전구, 컴팩트 형광등 13W 대체 •10.8W / 810lm(전구색), 900lm(주백색) •긴수명(15,000시간)
•에너지절감 최대 80%(백열전구/할로겐램프 대비, 자사실험치 기준)•깜빡임이 없어 눈 건강을 지켜줌     
        

•40W 백열전구 대체 •긴수명(15,000시간) •6.5W / 490lm(전구색), 550lm(주백색)
•에너지절감 최대 80%(백열전구/할로겐램프 대비, 자사실험치 기준) •깜빡임이 없어 눈 건강을 지켜줌    

SI-M8W06SAD0KR(전구색)
SI-M8R06SAD0KR(주백색)

SI-M8W04SAD0KR(전구색)
SI-M8R04SAD0KR(주백색) SI-A8W031180KR(전구색)

•35W 할로겐 램프 대체 •5W / 310lm(전구색), 350lm(주백색)
•에너지절감 최대 80%(백열전구/할로겐램프 대비, 자사실험치 기준)
•깜빡임이 없어 눈 건강을 지켜줌 •자외선이 방출되지 않아 피부에 좋음 
•긴수명(15,000시간)

•20W 할로겐 램프 대체 •긴수명(15,000시간) 
•3.2W / 210lm(전구색), 240lm(주백색)
•에너지절감 최대 80%(백열전구/할로겐램프 대비, 자사실험치 기준)
•깜빡임이 없어 눈 건강을 지켜줌

•15W 백열전구 대체 •3.2W / 160lm(전구색)
•에너지절감 최대 78%(백열전구/할로겐램프 대비, 자사실험치 기준)
•긴수명(15,000시간) •깜빡임이 없어 눈건강을 지켜줌 
•자외선이 방출되지 않아 피부에 좋음

SL-720W SL-720B LSP-M08Y
•친환경 LED 사용 •눈부심 방지용 특수 렌즈 장착    
•슬라이드 원터치 방식(5단계조절) •상하좌우 자유조절 •USB 충전기능(700mA)

•친환경 LED 사용 •눈부심 방지용 특수 렌즈 장착 
•슬라이드 원터치 방식(5단계조절) •상하좌우 자유조절 •USB 충전기(700mA)

•3가지 색온도 변환 가능 •색온도별 3단계 밝기 조절 기능
•USB 포트 1구(2A 충전 가능) •취침 타이머 가능

LED 조명스탠드

PL-300WH ENGOTH-4100W Eyecare-71663 
•터치스위치로 3단계 밝기 조절 기능
•자유로운 각도 조절 가능
•눈부심 방지 및 광확산 필터 장착

•터치스위치로 3단계 밝기 조절 가능
•눈부심 방지 및 광학산 필터 장착
•다양한 각도로 조절 가능

•학습에 적합한 1,000 룩스 밝기
•손쉬운 방향 전환(좌, 우 / 상, 하)
•4단계 밝기 조절 기능

바디컴 바디컴 카스 GNC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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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D-AB970S
•공기방울 세정 •무브 세정 •노즐 자동세척 •리모콘 동작    
•다이나믹 세정 •어린이 기능 •쾌변 •탈취

SBD-935S
•공기방울 세정 •무브 세정 •노즐 자동세척 •콘트롤 동작    
•어린이 기능 •쾌변 •탈취

SBD-NB755
•공기방울 세정 •무브 세정 •노즐 자동세척 •리모콘 동작     
•노즐 분리세척 •탈취 •에어점프

 도기(변기)에 따라 설치조건이 상이하므로
도기 크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세요.(특히 A)

스테인리스 
노즐 채용

스테인리스 
노즐 채용

스테인리스 
노즐 채용

디자인은 세련되게, 사용은 더 깨끗하게!

비데 변좌 사이즈 이온 필터(별매품)

A

B

C

D
E
F

모델명 A B C D E F

SBD-AB970S 390 294 60 237 370 200

SBD-935S 390 294 60 237 370 200

SBD-NB755 408 300 60 260 400 205

SBD-225 412 301 55 225 394 201

SBD-NB255 412 301 55 225 394 201

SBD-NB465 382 303 50 209 394 200

SBD-NB805 430 300 55 225 390 200

단위 : mm

SBF-100
•권장사용 기간 : 약 4 ~ 6개월

< 참고 >     •전원사양 220 V / 60 Hz       •전원코드 후면 좌측       •급수수압범위 1.5 m, 0.7 ~ 7.0 Kgf / cm2       •누전차단기 내장       •절전기능 내장 

삼성 디지털 비데 전동칫솔 / 구강 세정기 / 건전지 / 세탁용품

삼성 디지털 비데

SBD-225 SBD-NB255 SBD-NB465 SBD-NB805
•공기방울 세정 •무브 세정 •노즐 자동세척
•콘트롤 동작 •에어펌프 •노즐청소커버/분리세척

•공기방울 세정 •무브 세정 •노즐 자동세척
•콘트롤 동작  •에어펌프 •탈취
•노즐청소커버/분리세척

•공기방울 세정 •무브 세정 •노즐 자동세척
•콘트롤 동작 •노즐 분리세척 •어린이 기능
•쾌변 •탈취

•공기방울 세정 •무브 세정 •노즐 자동세척
•리모콘 동작 •노즐 분리세척 •건조기능 없음

스테인리스 
노즐 채용

스테인리스 
노즐 채용

스테인리스 
노즐 채용

스테인리스 
노즐 채용

전동칫솔

건전지 세탁기 호스

D12-023 D16-513U AQ-300 HX8211
•7,600회 칫솔 움직임 
• 트리플 존 클리닝 : 치아 뒤쪽 세정, 치아표면 세정,  

치아 깊숙한 곳 세정 
•인체공학 방수 본체로 물에 넣어도 안전하게 사용가능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칫솔모

•분당 20,000회 진동과 7,600회 칫솔 움직임
•트리플 존 클리닝 : 치아 뒤쪽 세정, 치아표면 세정, 
    치아 깊숙한 곳 세정 
•4단계 신호기능을 갖춘 프로페셔널 타이머 기능 
•Made In Germany

•분당 1,800회의 강력한 맥동식 수압 방식 
•12단계 수압조절 •600ml의 대용량 물통

•자동연속분사기능
•구강청결제 사용가능
•간편하게 교체가능한 스냅형 노즐

HX6631 HX3120 HX6311/07 HX6231
•특허받은 음파기술(분당 31,000회 진동)
•3단계 강도 설정
•충전 표시등

•분당 15,000회 이상 진동
•2분 타이머
•이지스타트

•어린이를 위한 음파 칫솔 •연령에 맞는 칫솔모
•8장의 캐릭터 패널 스티커 포함 
•안전을 위한 칫솔모 쉴드

•수동칫솔 대비 6배 우수한 플라그 제거 
•어금니를 닦기 위한 인체공학적 칫솔모
•스마트 타이머

ENZ-LR6/LR03 BEX-LR6/LR03 WSHOSE15-L
•ENZ-LR6(AA2P) •ENZ-LR03(AAA2P) •알카라인 무수은 건전지 
•초강력 긴수명 •제조원 : 에너자이저

•BEX-LR6(AA2P) •BEX-LR03(AAA2P) •알카라인 건전지 
•무수은 무카드뮴의 무공해 전지 •제조원 : 벡셀

• 세탁기 급수 연결용 호스 •길이 : 1.5m •삼성전자 정품 •제조원 : 풍남산업

WL-HOSE3-L/HOSE2-L/HOSE1-L NSHOSE-L NSHOSE2-L WL-HANDLE-L
• 세탁기 급수 연결 호스 •길이 : 3m, 2m, 1m
•삼성전자 정품 •제조원 : 풍남산업

• 전자동용 세탁기 배수 호스 •길이 : 1.15m
•삼성전자 정품 •제조원 : 풍남산업

• 드럼용 세탁기 배수 호스 •길이 : 1.5m
•삼성전자 정품 •제조원 : 풍남산업

• 드럼용 세탁기 카풀러 •삼성전자 정품 
•제조원 : 풍남산업

구강 세정기

아쿠아픽

벡셀에너자이저

모델명
버튼 조절 단계 주요기능 노즐 변좌 규격

제품크기(mm)
변좌온도 온수조절 노즐위치 수압조절 온풍/건조 탈취 쾌변 어린이 라이팅 다이나믹 정수필터 노즐수 자동세척 분리세척 노즐재질 재질 수압펌프 감지방식 소비전력 안전장치

 SBD-AB970S 4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5단계 ● ● ● ● ● ● 3 nozzle ● - 스테인리스 - 솔레노이드 인체감지센서 1,470W 5중 안전장치 392×531×151

SBD-935S 4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5단계 ● ● ● - - ● 3 nozzle ● ● 스테인리스 - - 인체감지센서 1,470W 5중 안전장치 460×531×151

SBD-NB755 4단계 4단계 6단계 4단계 5단계 ● - - - - - 2 nozzle ● ● 스테인리스 항균수지 에어펌프 적외선 650W 5중 안전장치 426×535×158

SBD-225 4단계 4단계 6단계 4단계 5단계 - - - - - - 2 nozzle ● ● 스테인리스 항균수지 에어펌프 인체감지센서 1,300W 5중 안전장치 463×534×150

SBD-NB255 4단계 4단계 6단계 4단계 5단계 ● - - - - - 2 nozzle ● ● 스테인리스 항균수지 에어펌프 인체감지센서 1,300W 5중 안전장치 463×534×150

SBD-NB465 4단계 4단계 6단계 4단계 5단계 ● ● ● - - ● 2 nozzle ● ● 스테인리스 항균수지 - 인체감지센서 967W 5중 안전장치 485×537×155

SBD-NB805 4단계 4단계 6단계 4단계 - - ● - - - - 2 nozzle ● - 스테인리스 항균수지 - 인체감지센서 667W 4중 안전장치 480×5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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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소중한 순간을 지키는 5-Proof 기술
 WATER PROOF 수심 3m바닷물에서 최대 72시간 침수에 의한 데이터 손상방지

 X-RAY PROOF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 통과 시에도 데이터보호

 TEMPERATURE PROOF -25˚C ~ -85˚C 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

 MAGNETIC PROOF 15,000 가우스의 자기장 조건에서도 데이터 손상방지

 SHOCK PROOF 1.9톤 트럭이 지나간 후에도 손실 최소화(도로 노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마이크로SD 카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사 실험실 수치로 실사용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

SSD / 메모리카드 포터블SSD / SSD / SD / 마이크로 SD카드

감각적인 디자인과 환상적인 속도의 만남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세련된 포터블 SSD를 경험해 보세요!

※ 1GB=1,000,000,000 byte. 일부 용량은 시스템 파일과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공간은 표기 용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성능은 삼성 내부 테스트 환경 및 조건 하에서 측정된 수치이며, 사용 기기 및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HS-1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에서는 전송 속도가 인터페이스 제한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처에 대해 메모리카드 보증을 제한합니다.(차량용 블랙박스, CCTV 녹화 전용 등) ※ 마이크로 SD카드의 경우, 사용기기에 따라 Adaptor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EVO

PRO

EVO

PRO

FAST 외장 HDD 대비 약 3배 이상 빠른 속도, 내장형 SSD만큼 빠른 응답 속도
※ 자사실험치,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를 수 있음 

SAFE 강화된 암호 체계로 보완성 업그레이드, 외장 HDD 대비 충격 안전성 강화

STYLISH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휴대가 간편한 콤팩트 사이즈

SSD 850 EVO

SSD 850 EVO mSATA

SSD 850 EVO M.2

SSD 850 PRO

모델명 용량 전송 속도 인터페이스 S/W 구성 크기 무게 보증

MU-PS250B/KR 250G

최대 450MB/s
USB 3.0 

(USB 2.0 호환 가능)
Password Security S/W,
AES 256bit Encryption

USB 케이블,
사용자 매뉴얼 및 보증서, 

T1제품
71.0×9.2×53.2mm

24g
3년 

제한 보증
MU-PS500B/KR 500G 26g

MU-PS1T0B/KR 1TB 26g

모델명 용량 전송속도(최대) 속도 등급 인터페이스 규격 호환기기 사이즈 보증

MB-MP16D/KR 16GB

48MB/s
Grade 1
Class 10

UHS-1
HS

SDHC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등
15×11×1.0mm

10년 제한
보증

MB-MP32D/KR 32GB

MB-MP64D/KR 64GB
SDXC

MB-MP128D/KR 128GB

모델명 용량 전송속도(최대) 속도 등급 인터페이스 규격 호환기기 사이즈 보증

MB-SP16D/KR 16GB
48MB/s

Grade 1
Class 10

UHS-1
HS

SDHC
디지털 카메라, DSLR,
캠코더, 노트북 PC 등

32×24×2.1mm
10년 제한

보증MB-SP32D/KR 32GB

모델명 용량
속도(Sequential) 속도(Random)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캐시메모리 소프트웨어 Trim 지원 S.M.A.R.T
Garbage

Collection
설치

악세사리
보증

읽기 쓰기 읽기 쓰기

MZ-7KE128B/KR 128GB Max.550MB/s Max.470MB/s

Max. 100,000 
IOPS

Max. 90,000
IOPS

SATA 6Gb/s
(SATA 3Gb/s & 
SATA 1.5Gb/s

호환 가능)

Samsung
3-core
MEX

Controller

256MB LPDDR2 Samsung 
Magician,

Data
Migration

● ● ●
無

개별
구매

10년 
제한 
보증

MZ-7KE256B/KR 256GB

Max.550MB/s Max.520MB/s

512MB LPDDR2 ● ● ●

MZ-7KE512B/KR 512GB 512MB LPDDR2 ● ● ●

MZ-7KE1T0B/KR 1TB 1GB LPDDR2 ● ● ●

모델명 용량
속도(최대)

속도 등급 인터페이스 규격 호환기기 사이즈 보증
읽기 쓰기

MB-SG16D/KR 16GB

90MB/s 80MB/s
Grade 1
Class 10

UHS-1
HS

SDHC
디지털 카메라, DSLR,
캠코더, 노트북 PC 등

32×24×2.1mm
10년 제한

보증
MB-SG32D/KR 32GB

SDXC
MB-SG64D/KR 64GB

모델명 용량
속도(최대)

속도 등급 인터페이스 규격 호환기기 사이즈 보증
읽기 쓰기

MB-MG16D/KR 16GB

90MB/s

50MB/s
Grade 1
Class 10

UHS-1
HS

SDHC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등

15×11×1.0mm
10년 제한

보증
MB-MG32D/KR 32GB

80MB/s
MB-MG64D/KR 64GB SDXC

모델명 용량
속도(Sequential) 속도(Random)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캐시메모리 소프트웨어 Trim 지원 S.M.A.R.T
Garbage

Collection
설치

악세사리
보증

읽기 쓰기 읽기 쓰기

MZ-75E120BW 120GB

Max. 
540MB/s

Max. 
520MB/s

Max. 94,000 IOPS Max. 88,000 IOPS
SATA 6Gb/s
(SATA 3Gb/s 

& SATA 
1.5Gb/s

호환 가능)

Samsung
3-core MEX
Controller

256MB LPDDR2
Samsung 
Magician,

Data
Migration

● ● ●

無
개별
구매

5년 
제한 
보증

MZ-75E250BW 250GB Max. 97,000 IOPS Max. 88,000 IOPS 512MB LPDDR2 ● ● ●

MZ-75E500BW 500GB
Max. 98,000

IOPS
Max. 90,000

IOPS

512MB LPDDR2 ● ● ●

MZ-75E1T0BW 1TB
Samsung MEX

 Controller
1GB LPDDR2 ● ● ●

모델명 용량
속도(Sequential) 속도(Random)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캐시메모리 소프트웨어 Trim 지원 S.M.A.R.T
Garbage

Collection
설치

악세사리
보증

읽기 쓰기 읽기 쓰기

MZ-N5E120BW 120GB

Max.
540MB/s

Max.
500MB/s

Max. 97,000 
IOPS

Max. 89,000 
IOPS

SATA 6Gb/s
(SATA 3Gb/s 

& SATA 
1.5Gb/s 

호환 가능)

Samsung 3-core 
MGX Controller

256MB LPDDR2 Samsung 
Magician, 

Data Migra-
tion

● ● ●
無

개별
구매

5년 
제한 
보증

MZ-N5E250BW 250GB
512MB LPDDR2

MZ-N5E500BW 500GB

모델명 용량
속도(Sequential) 속도(Random)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캐시메모리 소프트웨어 Trim 지원 S.M.A.R.T
Garbage

Collection
설치

악세사리
보증

읽기 쓰기 읽기 쓰기

MZ-M5E120BW 120GB

Max. 
540MB/s

Max. 
520MB/s

Max. 95,000 IOPS

Max. 88,000 
IOPS

SATA 6Gb/s
(SATA 3Gb/s 

& SATA 
1.5Gb/s 

호환 가능)

Samsung 3-core 
MGX Controller

512MB LPDDR2 Samsung 
Magician,

 Data 
Migration

● ● ●
無

개별
구매

5년 
제한 
보증

MZ-M5E250BW 250GB

Max. 97,000 
IOPS

MZ-M5E500BW 500GB

MZ-M5E1T0BW 1TB
Samsung 3-core 
MEX Controller

1GB LPDDR2

삼성 포터블 SSD T1 

포터블 SSD

SSD

SD카드

마이크로SD

내 PC의 Super Speed, 
삼성 SSD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삼성 메모리카드와 함께 하세요

당신의 PC를 위한 최고수준의 업그레이드!
삼성 SSD로 손쉽게 설치하여 
빠른 부팅부터 멀티태스킹까지 경험해보세요.

메모리 부분 세계 1위 삼성이 만듭니다.
삼성 메모리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높은 성능과 뛰어난 안정성으로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검증된 실력으로 뛰어난 스타일과 성능을 선사합니다.

SSD란?

반도체를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실패율, 발열, 소음이 적어 PC성능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22년간 전세계 시장 점유율 1위

MEMORY

DRAM

FLASH

11%   38%('93 ~ '13)

14%  35%('92 ~ '13)

21%   32%('03 ~ '13)

HDD보다 약 3배 이상 빠른 속도
독자기술인 터보라이트(TurboWrite)를 적용해 
웹 서핑,문서작업, 그래픽 작업, 멀티미디어 
파일 편집, PC 게임 등의 동시 작업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설치간편 - 3단계 간단설치
삼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3단계의 간단한 과정을 거쳐 간편하게 설치가 
완료됩니다.

데이터 안전 보관 
장시간 PC 사용으로 인한 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로부터 SSD의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 연장을 위한 저전력 소비
기존 HDD 대비 전력 소비가 낮은 것이 특징이며, 
배터리 수명을 30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PC에 날개를 달아줄 삼성 SSD, 이래서 좋아요!

※ 출처 : IDC. iSuppli, Samsung

※ 사용시간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사 실험실 수치로 실사용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

※ 자사 실험실 수치로 실사용 환경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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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액세서리

브랜드 모델명 특징 적용 기종

SGP SGP11306 스크래치 보호기능(표면강도 3~4H) S6

SGP SGP11407 스크래치 보호기능(표면강도 3~4H) S6 EDGE

애니모드 ACS-D2180AF NOTE 지문방지 화면보호필름 NOTE

애니모드 ACS-D2180CL NOTE 클리어 화면보호필름 NOTE

애니모드 MFDP034KAF NOTE10.1 지문방지 보호필름 2장 NOTE10.1

애니모드 MFDP034KCL NOTE10.1 클리어 보호필름 2장 NOTE10.1

BELKIN F8M736QE 지문방지필름(눈부심 방지 효과) NOTE10.1(2014)

BELKIN F8M737QE 지문방지 클리어필름(AMOLED HD 최적화) NOTE10.1(2014)

SGP SGP11103 NOTE4 PROTECTION FILM_ SGP_ GLASS NOTE4

SGP SGP11105 클리어 타입 NOTE4

힐링쉴드 HS143820 스크래치 보호기능(표면강도 3~4H) NOTE EDGE

SGP SGP10297 클리어타입 NOTE8.0

애니모드 BOSP006KAF 지문방지 타입 NOTE8.0

SGP SGP10191 지문방지 타입 S4

SGP SGP10723 고광택 타입 S5

휴대폰 보호필름

S6 EDGE 커버 S6 커버

NOTE 4 커버

보조배터리

NOTE4 EDGE 커버

A114122/28 GP-G925SWCPAAUK/BUK A114125/27 A114124/26 GP-G920SWCPAAUK/BUK/CUK/DUK VR-HD-NTEGBK/SL
• 물, 열, 마찰에 강한 혁신적인 

가죽소재인 익스트림 레더
• 팔라듐 코팅링으로 만들어진 몽블랑 

로고 장식
• 케이스 내부 포켓 2개 카드 수납 용이

(A114122모델)

• 갤럭시 S6 엣지의 서로 다른 후면 
색상을 반영한 화려한 프리미엄 
크리스탈이 박힌 보호 커버

• 최고급 이태리산 소가죽 소재의  
S6 케이스 

•팔라듐 코팅링의 몽블랑 로고
• 케이스 내부 포켓 2개 카드 수납 용이

(A114125모델)

• 물, 열, 마찰에 강한 혁신적인 
가죽소재인 익스트림 레더

• 팔라듐 코팅링으로 만들어진  
몽블랑 로고 장식

• 케이스 내부 포켓 2개 카드 수납 용이
(A114124모델)

•갤럭시 S6의 서로 다른 후면 색상을 
   반영한 화려한 프리미엄 크리스탈이
   박힌 보호 커버

• 기기와 완벽한 핏을 맞춰 손에 잡는 
그립감이 우수함

• 모서리에 있는 에어스페이스로 완벽에 
가까운 충격흡수

• 메탈릭한 컬러감과 바로 기기를 
    누르는 듯한 버튼감

A113387 A113393/517 VR-DAM-NT4GD/LSL/DSL/YL/RD VR-THOR-NT4GD/SL/BK/BL/PK SGP11265/6/7/8 FABP012KBK/GD/WH
•이탈리아 고급 소가죽으로 제작 
• 팔라듐 코팅링으로 만들어진 

몽블랑 로고 장식

• 물, 열, 마찰에 강한 혁신적인 
가죽소재인 익스트림 레더 
(A113393모델)

• 최고급 이태리아산 송아지 가죽 소재의 
사피아노 케이스(A113517모델)

• 팔라듐 코팅링으로 만들어진  
몽블랑 로고 장식

• 슬라이드방식의 카드,  
지폐 수납 가능(최대 3장)

• 모서리에 있는 에어스페이스로  
완벽에 가까운 충격흡수

• 스마트한 다섯가지 컬러와  
완벽한 버튼감

•기기와 완벽한 핏을 맞춰 손에 잡는   
    그립감이 우수함
•모서리에 있는 에어스페이스로 
    완벽에 가까운 충격흡수
•메탈릭한 컬러감과 바로 기기를 
    누르는 듯한 버튼감 

• 투명한 후면 백패널로 기기의 
    디자인을 완벽하게 표현
• 모서리 에어쿠션으로 낙하시 충격을 흡수
• 다양한 크기의 이어폰 및 케이블을 

사용할수 있게 설계
• 케이스가 먼저 닿도록 설계되어  

전, 후면 스크래치로부터 보호

• 보호 기능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두께 울트라씬 하드 케이스

• 메탈 느낌의 코팅으로 더욱 향상된 
그립감과 질감 제공

MHHM044KGY MHHM046KBL/OR/WH MHCR022KGB MHCR024KBL/OR/BK
• 가정용 5PIN 충전기
• 케이블 일체형
• 충전전류 2A

• 가정용 충전기
• 케이블 분리형
• 충전전류 2.1A

•차량용 5PIN 충전기
•케이블 일체형
•충전전류 2A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분리형
•충전전류 2.1A

LABC-581-BK/WH LABC-586-BK/WH IC-200B/C
• 마이크로 5핀 케이스가 내장된 

10400mAH의 보조 배터리
•듀얼 USB 포트 내장
•내부 충전량 및 배터리 잔량 확인 가능
•중량 : 총 259g •충전시간 : 13시간

• 마이크로 USB 5핀 케이블이 내장된 
5500AH의 보조 배터리

•   2.1A USB 포트로 더욱  
빠른속도로 충전 가능

•배터리 잔량 상시 확인 가능
• 98×50mm 콤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

• 갤럭시 스마트폰, PC, 태블릿에 
연결하여 영화, 게임, 화상전화 

    가능한 초소형 빔 프로젝터
• 밝기 : 40안시 • 크기 : 45×45×46mm
• 노랑, 빨강, 파랑, 녹색의 색상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큐브 형태
• 견고하고 아름다운 합금 재질의 외관

PM1-B/I PC-20
•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진 촬영, 편집, 일반사진 및 

파노라마사진 인쇄 •인쇄 방식 : 염료 승화형 열전사 방식 
•인쇄 해상도 : 291 DPI / 컬러재현 : 1,670만색 
•인쇄물 크기 : 54×86mm

•  인화지와 잉크가 하나의 카트리지에 담긴  
All-in-one 카트리지

액세서리

스마트 빔

포토프린터 카트리지포토프린터 

가정용 충전기 차량용 충전기

MONTBLANC SWAROVSKI MONTBLANC MONTBLANC SWAROVSKI VERUS

MONTBLANC MONTBLANC VERUS

LAB.C LAB.C SKT

PICKIT PICKIT

VERUS SGP ANYMODE

ANYMODE ANYMODE ANYMODE ANYMODE

케이블

디지털 방송 TV 안테나 멀티탭

MX-DTVE001 K-VESTA  LAM-3i25/3i45
• 디지털TV 안테나 • 실내외겸용 • 저잡음 고이득 안테나
•Nano Silver 프린팅 기술로  이득 극대화

•디지털TV 안테나 •실내전용 •UHF CH 14 ~ 69 
•얇고 가벼워 부착형 편리한 설치 가능

•접지 개별 안전 멀티탭(3구) •길이 : 2.5m, 4.5m 
•과부하자동차단장치 •제조원 : ㈜대성

 LAM-4i25/4i45  LAM-6i25/6i45  LAM-4C30
•접지 개별 안전 멀티탭(4구) •길이 : 2.5m, 4.5m
•과부하자동차단장치 •제조원 : ㈜대성

•접지 개별 안전 멀티탭(6구) •길이 : 2.5m, 4.5m
•과부하자동차단장치 •제조원 : ㈜대성

•접지 멀티탭(4구) •길이 : 3m •제조원 : ㈜대성

맥스웨이브 스펙트럼 라온

라온 라온 라온

구분 모델코드 전체 이미지 잭 이미지 기능 길이 스펙 가정에서의 사용 용도

영상/음성

LAC-HDMIF0030

HDMI 케이블

3M

•Full HD 1080p 해상도 최대 4배에 이르는 영화관급 해상도

•HDMI Ethernet 지원 •Audio Return기능 지원

•FULL HD 3D 영상구현 •HDMI 1.3VER 지원

•24K 금도금 •버전 : 1.4버전

하나의 단자로 영상/음성 모두 지원되어 

고해상도 멀티미디어 신호 전송  

3D 입체영상 지원

LAC-HDMI0015 

LAC-HDMI0030
1.5M / 3M

•Full HD 1080p 해상도 최대 4배에 이르는 영화관급 해상도

•TV 및 디지털 오디오와 호환 가능 •3D 입체영상 지원

•금도금 커넥터 •노이즈 차단 차폐쉴드 •버전 : 1.4버전

LAC-MHDMI0020 2M

•Full HD 1080p 해상도 최대 4배에 이르는 영화관급 해상도

•HDMI Ethernet 지원 •Audio Return 기능 지원

•FULL HD 3D 영상 구현 •HDMI 1.3VER 지원

•24K 금도금 •버전 : 1.4버전

LAC-RF00030 

LAC-RF00050
비디오 케이블 3M / 5M •TV유선, 또는 비디오 연결 케이블

TV/비디오/인터넷 안테나 연결선으로 

안테나 플러그와 TV, 비디오 등 연결

영상
LAC-RGB00018 

LAC-RGB00050
RGB 케이블 1.8M / 5Ma

•모니터 케이블

• PC, 노트북의 15핀 VGA단자를 모니터, TV,  프로젝터 등에 

연결하는 영상 케이블

아날로그 영상 전송으로 PC본체와 

모니터/PC화면을 지원하는 TV와 연결

음성

LAC-2RCA0015 오디오 케이블 2P 1.5M •오디오 연결 케이블 2P TV와 오디오, 오디오와 앰프 연결

LAC-35STEREO50 오디오 케이블 5M

•오디오 케이블 

• 3.5Φ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아날로그 음성 케이블

스피커, 스테레오 단자 연결 후 오디오 전송

기타

LAC-COMP0015 PC파워 케이블 1.5M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스 등에 사용되는 전원 케이블
PC 본체와 전원 코드 연결시 사용으로

PC 주변기기에 활용

LAC-0080014 카세트(外) 전원선 1.4M
• 전기 면도기, 카세트 플레이어,  

녹음기 등에 사용되는 전원 케이블

일반카세트, CD카세트, 오디오 전원  

연결 코드

안테나 / 멀티탭 / 케이블 갤럭시 시리즈 액세서리 / 보호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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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전원 어댑터 연결하여 사용

삼성 외장하드 6cm / 삼성 외장하드 9cm / USB 메모리 / 무선마우스 무선마우스 / 유선마우스 

삼성 외장하드 6cm

삼성 외장하드 9cm USB 메모리

무선마우스

무선마우스

유선마우스

HX-MTD20EN/K2(2TB)
HX-MTD10EA/K2, HX-MT050DA/K2
•10배 빠른 Super Speed USB 3.0 지원(USB 2.0 대비) 
•USB 일체형의 프리미엄 디자인 
• 삼성 시크릿존(Secret Zone),  

자동백업(Auto Backup), 세이프티키(Safety Key)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지원 •용량 : 2TB/1TB/500GB

HX-M201TAE/K(2TB)
HX-MT101TAE/K, HX-M500TAE/K
•10배 빠른 Super Speed USB 3.0 지원(USB 2.0 대비) 
•USB 일체형의 프리미엄 디자인 
• 삼성 시크릿존(Secret Zone),  

자동백업(Auto Backup), 세이프티키(Safety Key)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지원 •용량 : 2TB/1TB/500GB

HX-MTD201TAB/K(2TB)
HX-M101TAB/K, HX-M500TAB/K
•10배 빠른 Super Speed USB 3.0 지원(USB 2.0 대비) 
•USB 일체형의 프리미엄 디자인 
• 삼성 시크릿존(Secret Zone),  

자동백업(Auto Backup), 세이프티키(Safety Key)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지원 •용량 : 2TB/1TB/500GB

HX-MTD20EP(2TB)
HX-MTD10EA/K4, HX-MT050DA/K4
•10배 빠른 Super Speed USB 3.0 지원(USB 2.0 대비) 
•USB 일체형의 프리미엄 디자인 
• 삼성 시크릿존(Secret Zone),  

자동백업(Auto Backup), 세이프티키(Safety Key)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지원  •용량 : 2TB/1TB/500GB

HX-D301TEB/K(3TB Black)
HX-D201TEB/K(2TB Black) SUM-LSM8/16/32/64 SUM-MSS16S/32S/64S SUM-QSB4/8/16/32/64 SUM-TSW16S/32S/64S
•10배 빠른 Super Speed USB 3.0 지원(USB 2.0 대비)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지원 •용량 : 3TB / 2TB
• 삼성 시크릿존(Secret Zone),  

자동백업(Auto Backup), 세이프티키(Safety Key)

•USB2.0, USB1.1 호환 •Plug & Play 
•별도 전원 및 케이블 불필요(단,Windows98 제외) 
•완벽 방수 먼지/정전기 방지 

•USB3.0(SuperSpeed), USB 2.0 호환     
•Plug & Play
•캡 분실 염려가 없는 슬라이드 방식
•스틸 케이스 적용으로 커넥터 부분 보호

•빠른 전송속도 •매혹적인 레드와인 컬러
•캡 분실 방지를 위한 스윙캡 구조
•COB 방식의 제품 안정성

•USB 3.0(USB 2.0호환)    
•Bridge Tower 모티브 디자인
•캡 분실 염려 없는 슬라이드 방식
•스틸케이스로 커넥터 보호

SUM-UWW8/16/32/64 LUBY-4/8GB LUXL-V4G/8G/16G PQI-201-8G/16G/32G PQI-mini-16G
•COB(Chip On Board)방식의 빠른 저장 속도
•고용량 실현과 편리한 스윙 방식
•심플함과 고급스런 DECO가 빛나는 디자인

•4/8/16/32GB USB메모리, 생활방수기능 
• 스윙캡 디자인(캡분실우려가 없음)
•보안설정기능 •초소형 COB(Chip On Board) 방식 
•제조사 : 럭슬

•용량 : 4/8/16GB •제조사 : 럭슬
• Read 최대 21MB/s, Write 최대 11MB/s 
• 패스워드, 파티션 할당, 회전캡 동작표시 LED  

• 스마트폰&PC겸용 USB Memory (8/16/32GB)
•OTG 기능이 지원하는 스마트폰,탭류 호환
•초소형이며,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세계 최소형 USB 3.0 
•특허받은 COB3.0기술 •용량 : 16GB
•Windows 2000, XP, 비스타7, 8, MAC 10.X 이상

DOM-6554G LGT-M185 M370P
•2.4GHz 양방향 무선 방식 •사용자 설정 가능 기능버튼 
•해상도 변환 : 500cpi  / 1,000cpi 

•광마우스 •해상도 : 1,000dpi •버튼수 : 3버튼, 틸트휠(상하좌우 스크롤)
•주파수 : 2.4GHZ •수신거리 : 최대 10m •제조사 : 로지텍

•프랑스 디자인 마우스+마우스패드 •KC인증 2,000dpi 고감도 마우스 
•2.4GHz 무선기술로 10미터까지 작동
•휴대 간편한 탈장착 무선수신기 •제조사 : 렉스마

SMO-5000B SMO-5500S SMO-6500BL
•무선 2.4GHz Optical •건전지 교체시기 확인 LED장착 
•전원관리 ON/OFF 스위치 
•DPI변환 가능(800/1,200/1,600) 

•무선 2.4Ghz Optical •800/1,600dpi 변환버튼 지원
•전원관리를 위한 ON/OFF 스위치 •건전지 교체시기 확인 LED 장착 
•편리한 웹서핑을 위한 웹페이지 앞/뒤 이동 버튼

•무선 2.4Ghz Optical •편리한 800/1,600dpi  해상도 변환 지원 
•친환경 초절전 IR LED 센서 적용 •초미니 리시버 사용으로 높은 휴대성

M251R LGT-M280B(Black)/LGT-M280G(Gray) LGT-M165
•국민 미니 마우스 •KC인증 2,000dpi 고감도 마우스 
•2.4GHz 무선기술로 10미터까지 작동
•휴대간편한 탈장착 무선수신기 •제조사 : 렉스마

•1,000dpi 무선 광마우스 •편안한 그립감
•18개월 배터리 수명 •플러그 앤 포겟 나노수신기 
•제조사 : 로지텍

•2.4GHz 무선 마우스 •1,000dpi 해상도 •12개월 배터리 수명 
•초소형 무선 수신기 •제조사 : 로지텍

M1261WL(Black)/M1261WL/R(Red) M1293WL(Black)/M1293WL/R(Red) U7Z-00005(Black)/U7Z-00025(Pink) GMF-00402
•2.4G로 무선10m 사용 •dpi조정 800/1,200/16,000
• 적외선센서 칩셋 장착-정밀,정확 •저전력-AA건전지 1개 사용 
•오토링크/나노수신기/6버튼 •제조사 : (주)코시

•2.4G로 무선10m 사용 •AAA건전지 2개 사용
•dpi조정 1,000/16,000 •오토링크/나노수신기/4버튼
•제조사 : (주)코시

•양손형 사용 가능 마우스 •초소형
•전원스위치 •제조사 : Microsoft

•블루트랙 •배터리 8개월 사용
•전원스위치 •제조사 : Microsoft

SMH-200UB SMH-5000UB SMH-5100UB U81-00012-BL
•1,000dpi의 빠르고 정확한 센서 탑재 
•USB인터페이스 유선마우스 
•세련된 하이그로시 디자인과 편안한 그립감 

•미니사이즈로 휴대가 편리 
•하이그로시의 고품격 디자인과 부드러운 키버튼 감각  

•dpi 변환 가능 : 900/1,800dpi
•웹페이지 버튼으로 간편하고 빠른 앞/뒤
    페이지 이동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마우스   
•간편한 설치와 사용 •Microsoft 옵티컬 기술   
•양손 사용이 가능한 편안한 디자인 •제조사 : Microsoft   

LGT-M90 LGT-M100R M1154 M1214G
•옵티컬 트래킹의 빠르고 부드러운 커서  
•정밀한 트래킹 및 편리한 텍스트 선택 기능
•풀 사이즈의 양손잡이 디자인 •제조사 : 로지텍

•광마우스 •해상도 : 1,000dpi    
•버튼수 : 3버튼 •최고의 그립감, 양손형 마우스
•A/S 3년 보증 •제조사 : 로지텍

•USB 연결방식/6버튼  
•dpi조정 800/1,200/1,800/2,400
•4,000FPS의 높은 스캔속도 •제조사 : (주)코시

•USB 연결방식 •무게추 탑재(20g)-탈부착 불가 
•4단계 LED 일루미네이션(DPI에 따라 변함)
•dpi조정 800/1,200/2,000/2,800 
•4,500FPS 초고속 스캔율 •제조사 : (주)코시

M1165/P M1189 M1229 MSC-150
•USB 연결방식/1,000dpi •작고 아담한 미니사이즈
•고무재질의 표면처리로 부드러운 사용감 
•제조사 : (주)코시

•USB 연결방식 •dpi조정 1,000/1,600 •6버튼    
•손목터널증후군 예방 •제조사 : (주)코시

• USB 연결방식 •3버튼(2버튼+휠)
• 1,000dpi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제조사 : (주)코시

•그립감이 우수한 인체공학 디자인 
•Pllug&Play 자동설치 •1.5M USB 케이블 
•800dpi/1,200dpi/1,600dpi/2,400dpi 4단계 해상도 조절 
•제조사 : 액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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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W-1000RB
•1안테나, 5dBi
•150Mbps 지원 공유기
•400MHz 고성능 CPU사용

SWW-3000RV
•2안테나, 5dBi
•300Mbps 지원 공유기
•400MHz 고성능 CPU사용

SWW-3100BG
•Broadcom Airforce SoC 사용
•300Mbps 지원 공유기
•3안테나, 2.4G Wi-Fi 최적화

SWW-3200RM
•Realtek SoC 660MHz 사용 
•4안테나, 5dBi •듀얼밴드(5GHz, 2.4GHz) 
•DRAM 64MB, Flash 4MB

SRP-9100B
•고성능 무선 2.4Ghz 무선 방식 
•키보드 기능키 탑재(미디어8키 / 인터넷3키 / 윈도우3키) 

 SKM-1000UB/ SKM-2000UB
•LED 조명추가(SKM-2000UB에 한함) 
•MX 청축키 사용 기계식 키보드 (CHERRY사) 
•기본적인 106개의 일반키와 1개의 게이밍키 제공
•키마다 다른 각도와 높이로 편안한 타이핑 제공

유선키보드 / 키보드+마우스  / 무선키보드 / 키패드 / 외장형 DVD WRITER  인터넷공유기(유무선) / 무선랜 / 멀티카드리더기 / USB카드리더기 / PC카메라 / DDR3메모리 / 노트북 받침대 / 노트북 도난방지장치

기계식 키보드 키보드 + 마우스

유선키보드

키보드 + 마우스 멀티카드리더기

DDR3메모리 노트북 받침대

PC카메라

무선랜

키패드 외장형 DVD WRITER
노트북 도난방지장치

무선키보드 인터넷공유기(유무선)

SKS-9000UB SKS-9500UB KB1274 LGT-K120
•아이솔레이션 키보드 
•USB 연결방식 
•멤브레인 방식 표준형키 106개 

•Scissors switch type 키탑 적용으로 부드러운 키감
•인터넷, 이메일, 검색의 멀티키 지원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높이 조절 가능

•USB 연결방식 •일반키보드 보다 1.5배 큰 키캡
•가독성 우수한 고딕체 적용 •83키/멤브레인방식
•생활방수 가능한 7개 배수홀 장착 •제조사 : (주)코시

• 편안하고 조용한 타이핑      
• 액체가 키보드 밖으로 흘러나오게 설계 
• 1천만 번 이상의 키 입력을 견디는 내구성

SKG-120C SKG-720C SKN-6100UB ANB-00033
•일반 106키의 멤브레인 키보드 
•화이트와 그레이 투톤의 세련된 디자인 
•오랜 사용에도 편안한 인체공학적 설계

•슬림한 두께와 편안한 작업환경을 제공 
•모든 PC와 매치되는 모던한 감각 
• 멤브레인 방식 표준형키 106개, 키스킨 제공 

•85키의 미니 키보드 •12개의 멀티미디어키 지원(FN조합)
•깔끔한 실크인쇄와 심플한 디자인

•조용한 사일런트 키 방식 •계산기 기능키와 미디어 컨트롤 키
•품질보증기간 : 3년 •생활 방수기능

KB1257G LGT-MK345    2LF-00017 APB-00015
•USB연결방식 •124키/멤브레인방식 •6키 동시입력 가능
•멀티미디어 단축키 지원 •윈도우키 잠금 기능 지원, 
    W, A, S, D키 / 방향키 전환 가능 •제조사 : (주)코시

•편리한 손목 받침대 •오른손 잡이용 마우스
•키보드 배터리 수명 3년, 배터리 AAA 2개
•마우스 배터리 수명 18개월 배터리 AA 1개 •제조사 : 로지텍

•무선키보드+마우스 •기능키 •멀티미디어키 
•높이조절 받침대 •배터리 표시등 •제조사 : Microsoft  
     

•유선 키보드+마우스 •기능키
•멀티미디어키 •제조사 : Microsoft    

KP1235 SE-218GX    SE-208GB TS8XDVDRW
•USB연결방식 •팬타그래프 방식
•일반 키패드에 비해 콤팩트한 사이즈
•백스페이스, Tab, 00키 추가 •제조사 : (주)코시

•삼성 외장형 DVD-Multi(울트라슬림) •인터페이스 : USB 2.0 
•초슬림 디자인(148×14×143mm)
•재질 : 고급스러운 고광택의 하이그로시재질 •제조사 : TSST

•삼성 외장형 DVD-Multi(슬림) •인터페이스 : USB
•초슬림 디자인 (148.6×14×146mm)
•광택재질 •제조사 : TSST

•슬림형 디자인의 DVD-Multi ODD •인터페이스 : USB
•8X DVD RW/24X CD-RW •CyberLink S/W 기본 제공
•제조사 : 트랜센드

A604V ipTIME A2004NS ipTIME Extender2 SWU-3000RW
•802.11 a/b/g/n/ac 지원 •11AC / 5GHz, 듀얼밴드 
•무선 최대 867Mbps •4안테나, 유선 4포트 •무상 A/S 3년 
•인공지능 설치도우미, 펌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 5G WiFi, 듀얼밴드 11ac 무선랜 • 안테나 
• 무선최대 867Mbps • 유선 4포트(기가비트)
•네트워크 서버(FTP, 윈도우 파일공유, 간이 웹서버)    

• 무선랜 확장(무선신호 연장) • 무선랜카드 기능  
• 유선공유기를 무선으로 지원가능 • 어댑터 일체형                                         
• 무선 최대 300Mbps(2안테나)                                                                            

•초소형 USB 무선랜카드 •802.11 a/b/g/n 지원
•휴대용 무선공유기로 활용

ALL-IN-ONE CRH-06 SPC-HD800TB
• 제품 구성 : 리더기, USB 연장 케이블 •Flash 카드 사용 고객에게 추천 
•멀티리더기 Micro SD 지원 가능 •제조사 : TIMU

•심플한 디자인과 소형 사이즈의 휴대의 편리
•USB허브 : 3포트, USB 2.0, 480Mbps 전송속도
•카드리더기 : 2 슬롯 / SD : 최대 64GB 인식 / T-flash : 최대 16GB 인식 •제조사 : 액토

•HD 16 : 9 와이드 스크린의 선명한 화질 지원
•드라이버 설치가 필요없는 UVC 기술적용(Win xp SP2, SP3)

WB-4500N N2PLUS N704V3
•무선 인터넷(WiFi) 300Mbps 대역폭 지원
•USB를 통한 국내 유일한 원격 FTP 지원(DW-5500) 
• WPS 버튼 내장으로 간편한 무선 보안 연결 설정 지원

•802.11 b/g/n 지원 •2안테나, 유선 4포트  
•무선최대 300Mbps •무상 A/S 2년 
•인공지능 설치도우미, 펌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802.11n/g/b 지원 •무선최대 300Mbps
•3안테나, 유선 4포트 •무상 A/S 3년
•인공지능 설치도우미, 펌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CMD-153 CMN-153 CMN-142NT F5L055-BLK NC-DELTA-9
•데스크탑용 4GB(CMD-153)  
•DDR3 1,600Mhz(PC-12800)                                       
•240핀 •제조사 : 삼성전자

•노트북용 4GB 메모리
•DDR3 1,600Mhz(PC-12800)
•240핀 •제조사 : 삼성전자

•노트북용 2GB 메모리(저전력)
•DDR3L 1,600MHZ(PC3-12800) 
•240핀 •제조사 : 삼성전자

•각도조절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 패드
•특허 디자인의 7˚의 경사각! 인체공학!               
•하단 수납공간 •적용기종 : 33cm, 38cm        

•노트북용 도난방지 장치(켄싱턴락)
•비밀번호 방식(4자리) / 잠금버튼
•PVC 케이블 코팅 •길이 : 2.1m  

N9Z-00024
•무선키보드 팬타그래프 방식 •터치패드 
•멀티미디어키•제스처인식 •제조사 :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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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복사용지 / 외장형하드케이스 / 허브 / PC 마이크  / 크리너 / 케이블 / 마우스패드 스피커 / 헤드셋

삼성복사용지 스피커

헤드셋

마우스패드

외장형하드케이스

크리너 케이블

PC마이크

SSP-A475U SSP-A375U SSP-B575U SSP-B475U SSP-A485U SSP-A485UE
•삼성 스마트프린터에 최적화된 고품질
    프린터 용지 삼성Paper(75gsm)
•용지규격 : A4(210×297mm)
•포장단위 : 1박스 2,500매
  (500매 * 5권)

•삼성 스마트프린터에 최적화된 고품질
    프린터 용지 삼성Paper(75gsm)
•용지규격 : A3(297×420mm)
•포장단위 : 1박스 1,250매 
  (250매 * 5권)

•삼성 스마트프린터에 최적화된 고품질
    프린터 용지 삼성Paper(75gsm)
•용지규격 : B5(182×257mm)
•포장단위 : 1박스 2,500매 
  (500매 * 5권)

•삼성 스마트프린터에 최적화된 고품질
    프린터 용지 삼성Paper(75gsm)
•용지규격 : B4(257×364mm)
•포장단위 : 1박스 2,500매 
  (500매 * 5권)

•삼성 스마트프린터에 최적화된 고품질
    프린터 용지 삼성Paper(85gsm)
•용지규격 : A4(210×297mm)
•포장단위 : 1박스 2,500매 
   (500매 * 5권)

•삼성 스마트프린터에 최적화된 고품질
    프린터 용지 삼성Paper(85gsm) 
•용지규격 : A4(210×297mm)
•포장단위 : 1박스 500매
  (500매 * 1권)

HC-3500S HDD3125 MIC-03
•USB 1.1 & USB 2.0 규격호환 ㆍSATA 타입 3.5" 하드디스크 완벽지원
•최대 속도 480Mbps(High-Speed) 지원

•6cm 외장형 HDD •USB 3.0의 놀라운 전송속도 •Auto Backup 버튼
•Safe Parking 안전한 HDD분리 •원터치 오픈방식 •초슬림 & 초경량

•전방향성 고감도 마이크 •120도 각도 조절 •전원 ON/OFF 스위치
•1.5M 3.5mm 스테레오 플러그 •제조사 : 액토 

DSC-150 DSC-150R CABLE-CRC99414 CABLE-HDMI01 CCB-137/138
• 물, 비누, 수건없이 기름때, 찌든때를 깨끗이 

닦아주는 크리너 •은나노 살균 99.9% 
• 사용용도 : 가전제품, 주방, 사무실, 욕실, 자동차 등

• 물, 비누, 수건없이 기름때, 찌든때를 깨끗이 
    닦아주는 크리너 •은나노 살균 99.9% 
•용량 : 150매/150매 리필 
•사용용도 : 가전제품, 주방, 사무실, 욕실, 자동차 등 

• 길이 : 3M •PC와 모든 Ethernet 장치 연결
•깔끔하고 컴팩트한 배선이 가능
•빠르고 안정감있는 편리한 케이블

•AV기기 간 영상/음성 전달
•HDMI 규격으로 완벽한 신호 접속 및 전송 보장
•UL 인증(미국 안전규격 인증), 친환경 RoHS 인증

•옥내 수평 및 간선 배선망(100MHz)    
• 4/16 Mbps Token Ring(IEEE 802.5) 
•10/100 BASE-T(IEEE 802.3) • 155Mbps ATM 

MP841 MP1166G PMP1075 MP-23
•4mm 두께로 사용시 쿠션감이 좋음 
• 부드러운 섬유(JARGY)사용으로 광 및 레이저마우스에 최적
•MP842 : 27.3×22.5

• 정확한 브레이킹과 뛰어난 슬라이딩
•쿠션감 있는 3mm •고습스러운 유선형 디자인
•크기(가로×세로) : 335×288mm •제조사 : (주)코시

• 마이크로스웨이드 재질(촉감이 부드러움)
•미끄럼 방지처리-천연고무 •크기(가로×세로) : 273×195mm 
•제조사 : 코시

•영구적으로 냄새와 세균 방지 •세계적인 항균 효과 인증
•모든 마우스에서 정확한 마우스 동작
•미끄럼 방지 바닥면 •제조사 : 액토 

SMS-M1000 SMS-B3000 BR-1500WILL BOS-A2
•작지만 강한 다이나믹 스피커 
•모든 오디오 장비와 연결 가능
•모든 제품에 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

•2.0채널 스피커 •2웨이 방식 
•주파수 분리로 왜곡없는 사운드 구현 
•정격출력 5W(2.5×2) •어댑터 전원방식

•정격출력(R.M.S) : 14W(7W×2)
•유니트(Driver Unit) : 76.2mm
•임피던스(lmpedance) : 4 Ohm

• 고밀도 블랙 MDF 원목 2채널 고급형 스피커
•고광택 블랙 하이그로시와 핫 스템핑표면 처리
•헤드폰/마이크 단자 전면부 위치

SHS-100BT SHS-200BT SHS-300BT
•건강까지 생각한 은나노 헤드셋
•외부음 차단과 편안한 착용감의 이어패드 
•깨끗한 음성전달을 위한 고성능 노이즈 제거 마이크 

•자브라 방식 마이크(자유로운 위치조정)
•볼륨조절, 음소거 기능 리모콘
•헤어밴드 엠보싱 적용(부드러운 착용감)

•블랙컬러와 메탈헤어라인을 강조한 디자인
•40mm 풀레인지 유니트 적용으로 풍부한 사운드
•소프트한 이어쿠션과 탄력적인 헤어밴드

APG-137 AUDIO-628 LGT-H150
• 중저음, 고음까지 뛰어난 음향 및 우수한 마이크 기능 
•완벽한 스테레오 음원 지원 •고감도 마이크 장착 •제조사 : (주)코시

•디지털 이퀼라이저로 스테레오 사운드에 최적의 소리 제공
• 안락한 이어쿠션과 경량의 소재로 장시간 착용
•Wide band 음역대 지원하여 최상의 음질제공 •제조사 : 플랜트로닉스

•풍부한 스테레오 사운드 •깨끗한 통화품질
•유연한 회전식 붐 •인라인 오디오 컨트롤 •유닛 각도조절 
•잡음 제거 마이크, 음소거 기능 •제조사 : 로지텍

EM-JA005-MI/SM EM-JA006-MI-AU FS-8500 LGT-LS21 LGT-Z120
•1.5인치 풀레인지 드라이버장착 세밀한 음질
•블루투스 및 AUX연결
•8시간 재생 가능한 내장 배터리
•스피커폰 전환

•3.5인치 고출력 우퍼 스피커로 파워풀한 사운드
•블루투스 및 AUX연결
•8시간 재생 가능한 내장 배터리

•정격출력 : 2W(1W×2) 
•컨트롤 : 전원ON/OFF, 볼륨조절, 
    헤드폰/마이크입력단자 
•제조사 : 포헨즈

•로지텍 스피커 •스테레오 2.1 스피커
•컴팩트한 New 디자인 •유선 리모콘
•다운 파이어링 서브우퍼 
•오디오 컨트롤, 헤드폰 잭

• 2.0채널 스피커 • 정격출력 : 1.2W
• 전원 및 음량조절 기능 
• 컴팩트한 크기, 깨끗한 음질
• 재질 : 고광택 하이그로시 • 제조사 : 로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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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JE033-MI/DR/GN
•3가지 사이즈의 이어팁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  
•8mm 무빙코일 드라이버로 강력한 저음과 깨끗하고 선명한 음질  
•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과 FSC 인증을 받은 Sapele와 너도밤나무 소재 

EM-JE051-DR/MI/RA
•8mm 무빙코일 드라이버의 강력한 저음과 맑고 선명한 음질
•패브릭케이블로 엉킴방지와 노이즈 제거
•1버튼 컨트롤 톡

SHE-D10PN/BL/BK/D30PN
•종류 : 커널형 이어폰 •색상 : 핑크, 블루, 블랙, 핑크    
•호환 : 갤럭시 전기종 호환 가능
•국내 유저의 중저음 선호에 맞춰 중저음 영역 강화

2013년 굿 디자인
어워드수상

이어폰 이어폰 / 헤드폰

이어폰 이어폰

헤드폰

EM-JE040-MI/MN/RA/FI MDR-EX110AP/BQ/WQ MDR-EX15AP/BCE/PIC/WCE
•놀라운 사운드 성능과  멋진 디자인의 친환경 이어폰  
•FSC 인증 나무와 재활용 가능한 알루미늄 •색상 : 블랙 , 화이트, 그린, 레드
•1.3m 패브릭코드는 케이블의 엉킴을 방지

•컴팩트하지만 풍부한 고음질 실현 •신개발 고감도 9mm 다이나믹 드라이버
•꼬임방지 톱니모양 케이블
•이어폰의 전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코드 슬라이더 기본 제공

•특수하게 설계된 하우징으로 뛰어난 차음성과 누음 방지 성능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기기 작동 컨트롤 •꼬임방지 톱니모양 케이블 
•이어폰의 전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코드 슬라이더 기본 제공

S2-WT SHE-1355BK/BL/WT SHE-2115BK/WT
•13.5mm 네오디뮴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강력한 사운드 
• 정밀하게 설계된 디자인으로 균형잡힌 사운드 제공 
•LMC 다이어프램을 사용하여 정제된 고음 재현 
•고광택 긁힘 방지 레이어로 코팅되어 뛰어난 내구성 제공

•더 향상된 사운드를 위해 공기의 움직임을 컨트롤 하는 베이스 비트 통풍구 
•착용의 편안함을 최적화 하는 15mm 스피커 드라이버 •통합 마이크 & 통화버튼 

•15mm스피커 유닛을 통한 강력한 사운드 
•마이크와 통화버튼 일체형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제공 
•Slim cap 이어버드 디자인으로 최상의 착용감 제공

EM-FH041-MI/SD EM-JH010-PS/SM EM-JH041-NV/SD/TR
•50mm 진동코일 드라이버로 인해 섬세한 저음
•귀를 덮는 디자인으로 외부 소음 차단,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 편리
•블루투스 AAC, APTX 인코딩으로 뛰어난 품질의 사운드 제공

•50mm 드라이버 사용 
• 편안하고 소프트한 질감의 헤더 이어쿠션으로 착용감이 뛰어나며 외부소음 차단이 뛰어남
•직각 3.5mm 금도금 커넥터로 고급사양의 음질 제공

• 착용감을 우선 생각한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재생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 고탄성 패브릭 섬유로 만들어진 케이블이 줄 꼬임을 방지

SHE-3905BL/GN/PK/PP/SV SHE-7055WT SHE-7005A
•증착 코팅으로 슬릭하고 클레시한 스타일 연출 
•타원형의 인체공학적 음향통로 설계로 차음성 향상 및 베이스음 향상 
•다이아몬드 컷 디자인의 케이블 마감 •케이블 내장 마이크-버튼으로 스마트폰 통화 가능

•풍부한 베이스의 맑고 자연스러운 음질 제공 •전도성 높은 크롬도금된 L자형 플러그 
•꼬임방지를 위한 3mm 플랫 케이블과 사용하기 편리한 홀더 장착 
•사용자 귀에 알맞게 착용할 수 있는 3가지 사이즈의 이어캡 제공 
•내장형 마이크로 음악감상 / 통화 가능

•중저음의 정교한 사운드를 재생하고 작고 효율적인 스피커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귀마개 •편안하고 폭신한 착용감을 지닌 초소형 이어폰 
•사용자의 음성을 선명하게 포착하는 고감도 슬림 마이크 
•Philips Headset Android app을 활용한 컨트롤 가능

EM-JH073-MI/SD MDR-10R/BM MDR-10R/WM MDR-S70AP/BQ
•40mm 드라이버 사용 
• 장시간 음악을 듣는 동안 편안함을 제공하는 디자인의 이어컵 
•스테인리스 스틸과 FSC인증 받은 나무로 제작

•40mm HD 드라이버 
• 하이 컴플라이언스화 및 경량화된 보이스 코일 적용 
    폭넓은 사운드 재생 
•편안한 착용감, 간편한 휴대를 위한 스위블 시스템

•40mm HD 드라이버 
• 하이 컴플라이언스화 및 경량화된 보이스 코일 적용 
    폭넓은 사운드 재생 
•편안한 착용감, 간편한 휴대를 위한 스위블 시스템

•30mm 대형 다이나믹 드라이브
• 90g의 가벼운 무게로 작은 부피로 접을 수 있는 폴더형 설계
•AP 케이블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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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70
•블루투스 기능 •2W 정격출력 스테레오 스피커
•CD/CD-R/CD-RW/MP3 CD •FM/AM 라디오/USB메모리 사용 가능
•AUX단자

IA60
•3.4W 정격출력 스테레오 스피커 
•카세트테이프/USB메모리 사용 가능 •CD/CD-R/CD-RW/MP3 CD
•FM/AM 라디오 •AUX단자/ 마이크 내장

헤드폰 CD 플레이어 / CD 카세트 / 라디오 카세트

헤드폰 CD 플레이어/CD 카세트 MP3 라디오

MDR-S70AP/WQ MDR-XD150-BCE/WCE
•30mm 대형 다이나믹 드라이브 • 90g의 가벼운 무게로 작은 부피로 접을 수 있는 폴더형 설계 
•AP 케이블 탑재

•Home hi-fi Sound(대형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적용) •폐쇄형 설계를 통한 나만의 음악감상     
•2m 케이블로 고객의 편의성 제공

SHL-1000 SHL-3000RD SHL-4500GY/WT
•부드러운 쿠션으로 편안한 청취 •선명한 사운드로 언제나 즐기는 음악  
•내구성 있는 헤드밴드로 오랜 수명 보장

• 32mm 고감도 자석 스피커 드라이버를 통한 선명하고 강력한 사운드 
• 향상된 유연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165˚ 회전식 이어피스 

•균형 잡힌 섬세한 사운드를 위해 음향 조정된 40mm 스피커 
• 소음 차단에 맞게 설계된 귀 덮개형 디자인으로 음악 청취 집중도 향상
• 인체공학적 자동 맞춤형 귀 덮개로 편안한 착용감

SHL-5100BK/BL/WT SHL-5705BK SHQ-3200PP/WT
•32mm 강렬한 고출력 드라이브, 오픈 어쿠어스틱 디자인 
•가볍고 슬림한 헤어밴드, 니트직물 헤어밴드 슬리브 
•강화 스틸 내장 내구성 증가 

• 클로즈 어쿠어스틱 디자인은 강한 베이스와 소음 차단 효과를 제공
•40mm 프리미엄 네오디윰 드라이버 사용 
•분리 가능한 꼬임방지 케이블 

•조절가능 이어훅 및 땀과 물에도 생활방수 가능 
•울트라 소프트 실리콘캡의 3가지 사이즈 
• 8g의 가벼운 착용감, 반사체가 있는 stopper가 있는 케이블

SHS-3800 SN-Q38-WH X1/00
•우수한 사운드 제공 •편안한 착용감 •신세대 취향에 맞춘 감각적인 헤드캡 제공
•운동시 사용 편의

• 더욱 더 슬림하고 고급스런 디자인/귀에 딱 맞는 행어 및 신개발의 3D회전행어 시스템 
• 음의 해상도를 높이고 강력한 중저음의 재생하는 고밀도 네오디뮴 마그넷 채용

• 고선명 최적의 통기형 네오디뮴 스피커 드라이버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위한 뒷면의 미 오픈 구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메모리 폼 이어패드 •고급 가죽과 알루미늄 등 최고급 재질

IPA300
•FM라디오/MP3, WMA재생/녹음/USB메모리 및 Micro SD재생 기능
•최대 1.5W 출력의 스테레오 스피커 내장
•구간 반복 기능/재생 모드 설정 기능/EQ 설정 기능
•주파수 자동 검색 기능/채널 저장 기능
•라디오 녹음 기능/라스트 메모리 기능

AZ-787 AZ3811 AZ329 AZ-385

•편리한 LCD창 •USB지원
•MP3 CD 재생 •외부기기 연결(AUDIO IN)
•저음 강조기능(DBB)

•5W RMS 총 출력 파워 스피커
•MP3, WMA-CD, CD, CD-RW 재생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위한 DBB
•USB를 통해 바로 듣는 MP3/WMA 음악파일
• 간편한 사용 : 20트렉 CD까지프로그래밍 가능,  

 CD임의 재생, 반복기기, 휴대기기 음악재생

•5W RMS 총 출력 파워 스피커
•MP3, WMA-CD, CD, CD-RW 재생
•깊고 풍부한 사운드를 위한 DBB
•USB를 통해 바로 듣는 MP3/WMA 음악파일
• 간편한 사용 : 20트렉 CD까지 프로그래밍 가능,   

CD임의 재생, 반복기기, 휴대기기 음악재생

•USB 및 SD슬롯 내장 •외부기기 연결(AUDIO IN)
•사용이 편리한 LCD창 •CD, CD-R/CD-RW, MP3 재생 
•Auto Stop 기능 : 전면 카세트 데크 Auto Stop 기능
• CD 지원기능 : 빨리감기/뒤로감기, 다음/이전 앨범검색, 

트랙검색, 반복/프로그램(20곡)

A-82 A-84 A-68 A-73

•USB/SD 카드 슬롯 지원 
•CD, CD-R/RW, MP3, WMA 디스크지원   
• CD 20곡, MP3/WMA 99곡 프로그램 재생 
•LCD 디스플레이, 리모콘 채용 
•한곡/전체/폴더 반복 및 랜덤/인트로 재생

•USB/SD 카드 슬롯 지원 
•CD, CD-R/RW, MP3, WMA 디스크지원   
•CD 20곡, MP3/WMA 99곡 프로그램 재생
•LCD 디스플레이, 리모콘 채용   
•한곡/전체/폴더 반복 및 랜덤/인트로 재생 
•출력 : 2.0W(1W×2) 

•정격출력 : 2W×2  
•CD, CD-R/RW, MP3 CD 재생
•USB 호스트 기능 
•전면 TAPE 데크
•튜너 밴드(AM/FM/스테레오) 
•마이크내장(녹음 가능)

•CD, CD-R/RW, MP3, WMA 디스크 지원 
•CD 20곡, MP3/WMA 99곡 프로그램 재생
•LCD 디스플레이, 리모컨 채용
•한곡/전체/폴더 반복 및 랜덤/인트로 재생
•녹음기능(라디오, CD, MP3, 마이크녹음)
•정격출력 : 2.0W(1W×2)

IP-765B AZ100W A-32
•CD : CDP/R/RW/MP3, 어학학습기능(구간반복) 속도조절(＋10%, ＋5%, 0% ,-5%) 
•Deck :  전자식 카세트 데크, 오토리버스(A↔B) 재생기능 •리모콘 
•색상 : blue •USB 재생, 외부입력(AUX), BBS기능 •정격출력 : 6W(3W+3W) 
•타이머 ON/OFF 기능, 취침 예약기능(90분, 60분, 45분, 30분, 15분)

•CD, CD-R, CD-RW 재생 •FM라디오
• AUX-IN을 통한 휴대기기의 음악재생 

•정격출력 : 1.5W×2 •아날로그 튜너(고감도 마이크 내장)
•AM/FM 라디오 및 외부 녹음기능

라디오 카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