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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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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역사의산증인, 레

1929년 유럽 최초의 식기세척기를 출시한 이래 레는 80년이 넘는
긴세월 동안식기세척기 역사의산증인이자, 고품질프리미엄식기
세척기의대명사가되어왔습니다.

1929년, 유럽최초의식기세척기
1960년세계최초의전자동식기세척기
1967년, 세계최초의빌트인식기세척기
1978년, 세계최초의센서조절방식식기세척기
1987년, 세계최초의수저전용바스켓
1999년, 세계최초의 래스케어시스템
2012년, 국내최초14인용가정용식기세척기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레식기세척기G5000 시리즈중G5510 SC,

G5170SCVi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테스트
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G5510 SC 모델은 국내 최저의 에너지
소비량을자랑합니다(2013년4월기준).

적은물소비량
레 식기세척기는 최고의 세척성능을 바탕

으로 적은 양의 물로 많은 양의 식기를 깨끗
하게세척해드립니다.

낮은전력소비량
레 식기세척기는 세척에 필요한 전력소비량

을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한 세척결과를 가져다
드립니다.

※이카달로그에사용된이미지는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으로실제제품이미지와다를수있습니다. 

14인용국내최대용량을자랑하는
가정용식기세척기
아침, 점심, 저녁. 4인 가족이 하루동안 사용한
식기와조리기구를모두모아한번에 세척하기
에충분합니다. 
하루 세번 설거지해야 하는 수고에서 벗어날
뿐만아니라전기와물사용량도크게 절약할
수있습니다. 

레만의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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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건조
오토센서 세척 프로그램에 포함
된뛰어난센서건조기능은주방
실내온도와식기량을측정하여

세척프로그램과팬작동시간, 린스투입량등을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항상 최적의 건조결과
를가져다드립니다.

위생적인세척
독일의 WFK연구소에서 인정한
레 식기세척기의 세척 프로

그램은 주방용 식기와 조리기구에 서식하는
세균과 박테리아를 100% 제거하여 매우 위생
적입니다. 

저소음작동
식기세척기의 모든 공간을 폐하고 특수방음
소재를 사용하여 소음을 차단하 습니다. 기술
적 변화로 더욱 조용해진 레 식기세척기를
경험해보세요.

순환식세척시스템
상하단분사기와 중앙분사기가 30초 간격으로
번갈아물을분사하여물소비량을최소화하는
동시에식기도완벽하게세척해줍니다.

3중필터시스템
3중으로 구성된 정교한 필터시스템이 물이
순환할 때마다 식기에 남아있던 음식찌꺼기를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필터에 손잡이가 부착되
어있어탈착도매우편리합니다.

3단분사시스템
물살과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3단 분사기
가 마치 손으로 하는 것처럼 섬세하게 식기를
세척해드립니다. 위치에 따라 강력한 물살의
하단분사기, 부드러운물살의중앙분사기, 수저
를 깨끗이 씻어주는 상단분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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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프리미엄 와인 래스 브랜드 리델이
와인 래스의 완벽한 세척과 관리를 위해
레식기세척기를사용할것을권장합니다.

와인의 깊은 맛과 풍미를 잘 표현해주어 와인
애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리델 와인 래스
는 섬세한 품질만큼이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
합니다.

레식기세척기는전문가들이인정하는최고급
수공예 와인 래스인 리델 소믈리에 래스도
아무런손상없이완벽하게세척해드립니다.

레식기세척기와함께여유로운와인한잔의
프리미엄라이프를누리십시오.

퍼펙트 래스케어시스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유리식기를 배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바스켓 디자인. 유리식기
세척에 최적화된 섬세세척 프로그램. 세척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레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레퍼펙트 래스케어시스템과함께섬세한유리잔도안심하고세척할수있습니다.

레만의 퍼펙트 래스케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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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센서세척
식기의 오염도에 따라 세척수의 온도와 양,
세척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강력세척75℃
음식물 찌꺼기가 눌러붙어 오염도가 심한
냄비, 팬 등을 높은 온도에서 강력하게 세척해
드립니다. 

신속세척40℃
오염도가 가벼운 식기를 짧은 시간 내에 세척
해드립니다.

간편세척50℃
오염도가보통인식기를간편하게세척해 드립
니다.

섬세세척
세척수의온도와물살의압력을부드럽게조절
하여 손상되기쉬운유리식기를안전하고깨끗
하게세척해드립니다.

에너지절약
일정시간 동안 식기를 불린 후 세척합니다.
세척시간이다소늘어나지만전기와물사용량
이크게절약됩니다.

터보
세척수의 온도를 약간 상승시킴으로써 세척프
로그램의 진행시간을 평균 30% 단축하면서도
식기를완벽하게세척하고건조해드립니다. 

예약세척
예약세척기능으로 프로그램 시작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예약하실수있습니다.

하단바스켓강력세척
상단바스켓에 섬세한 식기를 배치
하고 하단바스켓에 오염도가 심한

냄비, 팬등의식기를배치하여동시에 세척하
실수있습니다(G5510SC 전용).

레만의 세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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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음식문화에꼭맞는바스켓디자인
한국인이 사용하는 수저를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세척하는 수저전용 바스켓. 높낮이를 조절하여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상단 바스켓. 그릇과 접시는 물론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냄비와 팬도
문제없이 배치할 수 있는 하단 바스켓. 깨지기 쉬운 유리식기도 안전하게 배치할 수 있는 다양한
식기꽂이와지지대및선반.

레만의 바스켓 디자인은 한국인의 음식문화에 꼭 맞게 디자인되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로고가새겨진바스켓손잡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더해주는 바스켓 손잡이
에눈에띄게새겨진 레로고는고객이갖는
프리미엄가치를더욱높여드립니다.

레만의 바스켓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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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수저전용바스켓
특허 받은 레 3D수저전용 바스
켓은 수저가 서로 겹치지 않아

완벽한세척이가능합니다.

유리잔고리와지지대
높이조절이가능하여스템(와인잔손잡이)이긴
와인잔이나 샴페인잔도 안전하게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깊이조절가능한중앙부
크기가 큰 조리도구를 간편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세로형접이식식기꽂이
식기꽂이를 접어 큰 그릇이나 컵을 안전하게
배치하실수있습니다.

좌우이동가능한양측면부
상단 바스켓에 스템(와인잔 손잡이)이 긴 와인
잔을배치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드립니다.

접이식컵선반
접이식 컵선반 위에 커피잔 등을 배치하여
공간을더욱효율적으로활용하실수있습니다. 

가로형접이식식기꽂이
식기꽂이를 접어 큰 그릇이나 냄비 등을 안전
하게놓으실수있습니다.

다용도식기공간
큰접시를세줄로놓을수있어공간활용도가
높습니다.

다용도식기공간
쿠커후드 필터를 비롯하여 큰 접시나 쟁반,
도마 등을 세로로 놓거나, 긴 병꽂이로 활용
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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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식기세척기G5510SC

디자인
밝은흰색, 경사형조절판넬
용량
14인분
세척프로그램
오토센서세척, 신속세척40℃, 섬세세척
에너지절약, 간편세척50℃, 강력세척75℃
바스켓
레로고가새겨진바스켓손잡이
레3D 수저전용바스켓

높이조절가능한접이식 컵선반
탈착가능한접이식식기꽂이
높이조절가능한유리잔지지대및고리
탈착가능한다용도식기공간
편리성
프로그램진행표시
소금·린스보충지시등
간편도어닫힘기능
24시간예약기능, 터보기능
하단바스켓강력세척기능
세제종류인식기능
필터점검지시등
안전성
도어잠금기능(어린이안전장치)
누수방지시스템
급수·배수지시등
환경친화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규격
너비x높이x깊이 : 598x850x600mm

레식기세척기G5100SC

디자인
밝은흰색, 직각형조절판넬
용량
14인분
세척프로그램
오토센서세척, 신속세척40℃, 섬세세척
에너지절약, 간편세척50℃, 강력세척75℃
바스켓
레로고가새겨진바스켓손잡이
레수저전용바스켓

접이식컵선반
접이식식기꽂이
유리잔지지대및고리
다용도식기공간
편리성
프로그램진행표시
소금·린스보충지시등
간편도어닫힘기능
24시간예약기능, 터보기능
안전성
도어잠금기능(어린이안전장치)
누수방지시스템
급수·배수지시등
환경친화성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제품규격
너비x높이x깊이 : 598x850x600mm

레 G5000 일반형 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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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빌트인식기세척기G5200SCi 

디자인
직각형스테인레스스틸조절판넬
용량
14인분
세척프로그램
오토센서세척, 신속세척40℃, 섬세세척
에너지절약, 간편세척50℃, 강력세척75℃
바스켓
레로고가새겨진바스켓손잡이
레수저전용바스켓

다용도식기공간
접이식식기꽂이
높이조절가능한유리잔지지대및고리
편리성
프로그램진행표시
소금·린스보충지시등
간편도어닫힘기능
24시간예약기능
터보기능
세제종류인식기능
안전성
도어잠금기능(어린이안전장치)
누수방지시스템
급수·배수지시등
환경친화성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제품규격
너비x높이x깊이 : 598x810x570mm

레식기세척기 G5170SCVi

디자인
내장형스테인리스스틸조절판넬
용량
14인분
세척프로그램
오토센서세척, 신속세척40℃, 섬세세척
에너지절약, 간편세척50℃, 강력세척75℃
바스켓
레로고가새겨진바스켓손잡이
레수저전용바스켓

다용도식기공간
접이식식기꽂이
높이조절가능한유리잔지지대및고리
편리성
프로그램진행표시
소금·린스보충지시등
간편도어닫힘기능
24시간예약기능
터보기능
안전성
도어잠금기능(어린이안전장치)
누수방지시스템
급수·배수지시등
환경친화성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규격
너비x높이x깊이 : 598x810x570mm

레 G5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10

살균세척
식기와 조리기구에 서식하는 세균과 박테리아
를 100% 제거하는 특수세척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릇이나 젖병 등도
안심하고세척할수있습니다.

분사시자동감지센서
분사기가 식기에 걸려 움직이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경우센서가자동으로감지하여 알려드
립니다.

전자식프로펌프(BLPM)
세척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강도의 분사압력
을자동으로조절하여섬세한식기를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깨끗하게 세척하여 드립니다.
또한 물 분사 시 발생하는 소음이 매우 작아
조용한가운데식기를세척할수있습니다.

식기량자동감지센서
식기의 양에 따라 세척에 사용되는 물의 양,
프로그램 시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항상
최적의세척결과를가져다드립니다.

레 G 1000 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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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식기세척기 G 1022 SCi

디자인
직각형스테인레스스틸조절판넬
로터리방식프로그램선택
용량
12인분
세척프로그램
오토센서세척, 신속세척40℃, 
에너지절약, 간편세척50℃, 
강력세척75℃, 예비세척
바스켓
레수저전용바스켓

고정형식기꽂이
편리성
프로그램진행표시
소금·린스보충지시등
안전성
도어잠금기능(어린이안전장치)
누수방지시스템
급수·배수지시등
제품규격
너비x높이x깊이 : 598x810x570mm

레식기세척기 G 1532 SC

디자인
밝은흰색, 경사형조절판넬
용량
12인분
세척프로그램
오토센서세척, 신속세척40℃, 
섬세세척,에너지절약, 간편세척50℃, 
강력세척75℃,살균세척
바스켓
레분리형수저전용바스켓

분리형 접이식컵선반
탈착가능한식기꽂이
유리잔전용꽂이
편리성
프로그램진행표시
소금·린스보충지시등
분사기·필터점검지시등
24시간예약기능, 남은시간알림기능
터보기능, 복합세제사용가능
오토센서(세척프로그램자동조절센서)
분사기자동감지센서, 식기량자동감지센서
안전성
도어잠금기능(어린이안전장치)
누수방지시스템
급수·배수지시등
제품규격
너비x높이x깊이 : 598x850x600mm



레 G 4000 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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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G 4210 SCi

디자인
직각형스테인레스스틸조절판넬
디스플레이액정
버튼식프로그램선택
심볼표시
용량
14인용
세척프로그램
오토센서세척, 섬세세척, 에너지절약
간편세척50℃, 강력세척75℃
바스켓
레수저전용바스켓

다용도식기공간
고정형식기꽂이
편리성
프로그램진행표시
소금·린스보충지시등
도어간편닫힘기능
24시간예약기능
터보기능
대기모드
남은시간표시기능
세제종류인식기능
안전성
도어잠금기능(어린이안전장치)
누수방지시스템
급수·배수오류지시등
제품규격
너비x높이x깊이 : 598x805x570mm

식기세척기G 4280 SCVi

디자인
내장형스테인레스스틸조절판넬
디스플레이액정
버튼식프로그램선택
심볼표시
용량
14인용
세척프로그램
오토센서세척, 섬세세척, 에너지절약
간편세척50℃, 강력세척75℃
바스켓
레수저전용바스켓

다용도식기공간
고정형식기꽂이
편리성
프로그램진행표시
소금·린스보충지시등
도어간편닫힘기능
24시간예약기능
터보기능
대기모드
남은시간표시기능
세제종류인식기능
안전성
도어잠금기능(어린이안전장치)
누수방지시스템
급수·배수오류 지시등
제품규격
너비x높이x깊이 : 598x805x570mm



레 식기세척기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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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세제 (분말, 1.5kg)
•활성효소및산소성분이말라붙은음식물찌꺼기도
효과적으로제거

•석회생성억제로유리보호및물때방지기능
•낮은온도에서도뛰어난세척효과

고형세제 (정제, 24개x3) 
•3 in 1(세제+린스+소금)이 한꺼번에 들어 있어
사용이매우간편

•식기부식방지및광택유지
•은식기 및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 세척에 이상적

세척린스 (액체, 500㎖)
•식기부식방지및광택유지
•가볍고편리한용기디자인

기기크리너 (분말, 250g)
•식기세척기 내부의 침전물,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철저하게세척

•기기부속품고장방지효과

기기컨디셔너 (액체, 250㎖)
•석회질및기름때제거
•도어가스켓의탄성유지
•기기내부오염물질제거및예방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에는 4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품질, 정확한 온도및시간준수그리고전용세제입니다. 레식기세척기는
레전용세제와함께수많은테스트를거쳤습니다. 레식기세척기전용세제를사용하시면항상최적의세척효과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 

레온라인샵(www.mieleshop.co.kr)를방문하시면제품정보와구입방법에대한더많은정보를얻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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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도면

G 1022 SCi / G 4210 SCi / G 5200 SCi G 4280 SCVi / G 5170 SCV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