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 진공청소기 사용안내서

레 제품은 115년 전통의 독일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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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사용안내서를 반드시 읽고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의먼지봉투및필터의장착과관련된주의사항을반드시읽어주세요.

레네이버카페cafe.naver.com/miele에가입하면다음의혜택이주어집니다.
• 레가주최하는행사참여가가능합니다.
•진공청소기사용에대한Q&A를통해더욱오랫동안 레진공청소기를사용할수있습니다.

레 진공청소기에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액세서리는 레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하여구매하실수있습니다.
www.mieleshop.co.kr
문의 : 02-3451-9451~2

•브러시 연결부 2곳이 360°회전
가능

•손이 닿기 어려운 천정이나 선반
위청소에매우편리

유니버셜 브러시 SUB 20

•총56cm의길이
•탄력적으로 휘어져 틈새청소에
적합

탄력 틈새솔 SFD 20

•자유로운길이조절
•최대1.5m까지연장가능
•천정이나계단청소에편리

연장호스 SFS 10

•핸디형디자인
•소파또는침구청소에효과적

미니 터보브러시 STB 101

•매트리스 또는 소파 및 그 사이의
틈새 청소에 효과적

매트리스용 솔 SMD 10

•강력회전롤러내장
•애완동물의 잔털이나 보풀청소에
적합

터보브러시 STB 205-3

•대리석, 원목마루 등 딱딱한 바닥에
적합

•90°회전가능하여 부드러운 핸들
링이가능

파켓트위스터 브러시/XL

•청소시 바닥의 오염도가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되어 바닥 상태를
확인하며청소가능

알러고텍 플로어헤드

•자동차내부시트및에어컨송풍구
등을손쉽게청소가능

카케어(CarCare) 세트

•섬세한제품청소에적합
전자제품, 미니어처, 장난감등

마이크로(Micro) 세트

먼지봉투 장착 확인! 필터 장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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