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 세제



레 드럼세탁기용 세제

세탁결과에 향을주는4가지요소는알맞은온도와시간, 섬유의종류에따른적절한세

탁프로그램그리고효과적으로오염물을분해하는세탁세제입니다.

레는최적의옷감보호와탁월한세탁을위해프리미엄토탈솔루션을제공합니다. 레

세탁세제는엄격하기로소문난독일유해물질관리지침에따라독일직접생산으로피부

도안심할수있고친환경적입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결과경쟁사대비우수한세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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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컬러 유럽타브랜드
비고

(액체세제) (액체세제)
세척력(%) 47.1 39.8 높을수록 우수

이염도(%) 3.8 17.5 낮을수록물빠짐없음

울트라화이트 유럽타브랜드 비고
세척력(%) 52.1 38.1 높을수록 우수



●강력세탁성분으로탁월한얼룩제거효과
●높은 활성 산소 함유량으로 저온(20℃)에서도

흰색 옷의위생적이고탁월한세탁효과
●제올라이트 및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적

전용세제로옷감보호
의류를세탁할때에는옷감별, 색상별따로모아세탁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짙은색상의의류는고유의선명함을유지할수있도록
컬러의류용세제를사용해야합니다.

울트라화이트(분말, 2.5kg)

●감귤향과라벤다향이어우러진향
●특수한 색상 보호 및 접착 성분 함유로 저온

(20℃) 얼룩제거효과가탁월하며색상유지및

염색전이방지효과탁월
●저알카리성으로부드러운세탁가능
●제올라이트 및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적

울트라컬러(1.8kg)

●감귤향과라벤다향이어우러진향
●특수한 색상 보호 및 접착 성분 함유로 저온

(20℃) 얼룩제거효과가탁월하며색상유지및

염색전이방지효과탁월
●저알카리성으로부드러운세탁가능
●제올라이트 및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적

울트라컬러(액체, 2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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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탁가능한울및실크소재의스웨터,  스카

프등의세탁에적합
●저온(20℃)에서도탁월한세탁효과
●특수성분으로색상유지효과가탁월
●제올라이트 및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적

●상쾌한자연향
●세탁물을부드럽게해주며정전기방지효과
●제올라이트 및 인산염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적

울/실크전용세제(액체, 2ℓ) 섬유유연제(액체, 2ℓ)



레 고기능성 의류용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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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거위털 의류 및 베개를
위한전용세제

오리나 거위털에 적합한 부드러운 천연 성분의

세제로서털들이서로엉키거나뭉치지않게합

니다.

●오리/거위털의탄력유지
●오리/거위털함유제품의통기성유지
●엉키지않고풍성한부피유지

다운용세제(액체, 250㎖)



투습성, 흡습속건성, 통기성을가진폴리에스터

스포츠웨어 의류는 잦은 세탁에도 그 기능성을

유지할수있어야합니다. 레스포츠웨어세제

는마이크로화이버와같은미세섬유조직을보호

하며땀냄새제거에도탁월합니다.

●특수섬유조직의보호
●색상보호및탈취효과탁월
●미생물분해성분으로친환경적

Weber & Leucht (독일세탁과학연구소)
실험결과 레세탁기아웃도어웨어프로
그램과 의류건조기 방수프로그램을 레
세제와함께사용했을때100%이상방수,
방풍, 오염 방지기능의 회복을 인증받았
습니다.

레특수세제

스포츠웨어(액체, 250㎖)

고어텍스나윈드스토퍼와같은멤브레인재질의

고기능성의류는일반세제를사용할경우섬유조

직이쉽게손상됩니다. 레아웃도어웨어세제는

방수, 방풍, 오염방지기능을유지하면서안전하고

편리하게기능성의류를세탁할수있도록합니다. 

●방수/방풍용멤브레인의류
●라놀린성분이민감한멤브레인조직보호
●색상보호및유지효과탁월
●방수처리제와함께사용시효과극대화

아웃도어웨어(액체, 250㎖)

아웃도어웨어를4-5회세탁한경우방수, 방풍기

능의회복을위해정기적으로방수처리제의사용

을 권장합니다. 레 세탁기의 방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일반세탁기에서세탁후섬유유연제

처럼사용할수있습니다. 방수처리제사용후에

는반드시의류건조기를사용하거나헤어드라이

어를이용해열풍건조해야효과를발휘합니다.

●아웃도어웨어등의방수및오염방지 기능회복
●섬유통기성유지및보호

방수처리제(액체,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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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종류에 따라 다름

구분

방수기능

오염 방지기능
(마모된 섬유)

오염 방지기능

제품의 감촉
‘탄력 및 느낌’

복원율

100%

100%

100%~120%

정상

※

※



레 식기세척기용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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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및효소성분이말라붙은음식물찌꺼

기도효과적으로제거
●식기건조후에도얼룩이남지않음
●석회생성억제로유리보호및물때방지기능
●낮은온도에서도뛰어난세척효과

식기세척기를사용할때에는4가지중요한요건이있습니다. 식기세척기의품질, 정확한온도및시간의준수그리고전용세제입니다. 레식기세척
기는 레세제와함께수많은테스트를거쳤습니다. 레식기세척기세제를사용하면최적의세척효과를낼수있습니다.

가루세제(분말, 1.5 kg) 고형세제(정제, 3×24개)

●유리표면에얼룩이남는것을방지하며광택이

나도록건조
●탁월한부식방지효과
●한손으로들어도가볍고, 흔들려도쉽게내용물

이흐르지않는편리한용기디자인

세척린스(액체, 500㎖)

●식기세척기내부의과도한침전물, 음식물찌꺼

기등을철저하게세척하여매우효과적
●식기세척기부속품고장방지효과

※세탁기내부세척에도사용가능

기기크리너(분말, 250g)

●기기내부의오염물질제거및예방용
●석회질과기름때를제거로기기의상태를최상

으로유지
●도어가스켓의탄성유지
●캡호일만 제거하고 바스켓 위에 거꾸로 세워

놓아 그릇이없는상태에서60℃이상의온도로

기기를작동시킴

기기컨디셔너(액체, 250㎖)

●활성산소와효소성분으로높은수준의위생적

인식기세척이가능
●린스성분이포함되어식기에얼룩이남지않고

광택이나도록건조
●식기건조시부식방지기능
●은식기및스테인리스스틸제품에도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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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메이커 및 스팀오븐의 신속한 물때제거

가능
●내부의침전물생성을방지하고 깨끗한상태를

유지시킴

물때제거세제(정제, 6개)

●원두기름기를효과적으로제거하여분출구가

막히는것을예방

커피메이커세척제(정제, 10개)

●모든스테인리스스틸표면에사용이가능. 단,

레 제품 중 PerfectClean 처리된 오븐류는

사용불가
●스텐인리스스틸고유의표면을깨끗하고오랫

동안 유지
●지문이나얼룩을효과적으로제거

스테인리스스틸세정제(액체, 250㎖)

●모든세라믹호브제품에사용이가능하며스테

인리스스틸소재도사용이가능
●스크래치없이오래되어말라붙은음식물찌꺼기

및기름때제거
●재오염방지효과
● 레제품중PerfectClean처리된기기표면은

사용불가

세라믹호브세정제(액체, 250㎖)

● 레 커피메이커의우유관 세척
●관내부에우유찌꺼기가남아악취가나는것을

방지

우유관세척제(분말, 250g)



레는 115년 전통의 독일 프리미엄 가전제품으로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리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본사(주) 레코리아서울시강남구논현로559 레하우스080-444-9451, (02)3451-9451~2

A/S문의전국1577-1597 www.miele.co.kr/www.miele.kr 레온라인쇼핑몰www.mieleshop.co.kr 레이지쿠킹www.mielecook.co.kr

취급품목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냉동고, 빌트인가전제품(냉장고, 냉동고, 와인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스팀오븐, 커피메이커, 플레이트워머, 콤비세트, 쿠커후드)

레브랜드의 다양한 제품군들

www.miele.kr
www.miel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