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 진공청소기



레,  프리미엄 가전의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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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칼 레와 라인하르트 진칸이 공동설
립한 독일 프리미엄 가전 레는 힘겨운 집안
일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꾸준
히개발하여왔습니다. 
1901년 오크 재질로 만든 레 최초의 세탁기
를시작으로 1927년, 사용이간편한버켓타입

가정용 진공청소기 멜리어(Melier)를 탄생시켰
으며 이후 80년 이상 청소 및 공기청정능력의
향상과다양한액세서리개발에노력하여왔습
니다. 진정한 프리미엄 가전의 대명사 레는
품질과 내구성에 관한 한 최고 기준만을 적용
하고있습니다. 

완벽한 제품 만을 출시한다는 레의 생산철
학은 고객들의 브랜드 신뢰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매년200만대이상의진공청소기를생산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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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만의 Top Quality Test

1,000시간내구성테스트
권위있는 진공청소기 테스트 기관에서는 대개
600시간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하지만 레는
1,000시간이상테스트합니다.

미세먼지방출테스트
국제 공인 환경을 갖춘 레 실험실에서는
먼지봉투와필터의여과력을테스트합니다.

플로어헤드흡입력테스트
플로어헤드의 흡입력과 내구성을 동시에 점검
하기위해1,000km 주행테스트를진행합니다.

레Top Quality Test

레 진공청소기는 20년 내구성에 걸맞은
자체품질기준을 설정하여 제품, 부품 및 액세
서리까지혹독한테스트를거칩니다. 

청소 성능 및 사용자 편의성까지 까다롭게
점검하며 완성된 레 진공청소기는 100%
작동테스트및품질관리를거쳐출고됩니다.

충돌실험
청소 중 문턱에 걸리거나 가구와 충돌하는
상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흡입호스, 범퍼 및
바퀴의내구성을테스트합니다.

조절장치실험
모든 레진공청소기의조절장치는수년이지
나도 언제나 고장없이 작동하도록 일상생활과
같은조건에서반복적으로실험이이뤄집니다.

소음실험
레진공청소기는무음실에서소음실험을거칩

니다. 여러 겹으로 설계된 본체와 특수 제작된
소음절연체가팬과모터의소음을흡수합니다.



완벽한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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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필터보호망은 못 또는 유리조각과
같은 예리한 물체를 흡입해도 찢어지지 않아
모터의파손을방지합니다. 

먼지봉투의입구는자동으로닫히도록설계되어
교체시먼지가날리지않아위생적입니다. 

레 진공청소기는 먼지통을 세척할 필요없이
사용후간편하고깔끔하게폐기하면됩니다. 

·에어클린필터: 일상적인사용에적합
·액티브 에어클린필터: 활성 청정숯 함유로

실내냄새제거에효과적
·헤파필터(13등급): 0.3마이크론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등 알러지원인 물질
완벽제거, 알러지성질환자에적합

필터 최초 사용시, 녹색 버튼을 강하게 누르면
약 50시간(약 1년 사용가능)이 경과 후

‘Replace’표시가 나타나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정기적인 필터 교체를 통해 진공
청소기의성능을최상으로유지할수있습니다.

레청정에어클린시스템
①하이클린먼지봉투(9겹) ②모터보호필터
③에어클린, 엑티브에어클린(2단), 헤파필터중선택

레상향배기시스템
여과된 공기를 위쪽으로 배출시켜 흡입되지 않은 바닥의 먼지가 흩날
리지않아더욱위생적입니다.

레하이클린먼지봉투는랜덤스펀섬유층, 충전재와정전기필터등9겹으로이루어져뛰어난여과능력을갖추고있으며내부의에어플로우가이
드는먼지를골고루분산, 저장시켜많은양의먼지를저장할수있습니다. 

레진공청소기는세가지성능의필터중하나를선택하여장착할수있습니다.

레헤파필터는독일DMT(Deutsche
Montan Technologie GmbH) 기구로
부터 유럽 공기 청정시스템 기준
(EN1822)에의거 1998년세계최초
로명명된공식헤파필터입니다.

레 진공청소기는 독일 RWTUV
연구소로부터헤파필터장착시먼지
의 병원성 박테리아를 상당한 수준
으로 감소시켜 알러지성 질환자에
적합인증마크를획득하 습니다.

독일알러지천식협회와 알러지 원인
균및미세먼지제거를위한청소기
공동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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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흡입력과 뛰어난 품질

플로어헤드를 벽에 붙여보세요. 레 만의
강력한흡입력을바로느낄수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면서 끌어보세요! 어떤 진공
청소기보다움직임이자유롭습니다.

레 진공청소기는 최대 모터파워 2200W(S8 기준) 반 구적인 모터를 장착하여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할뿐만아니라물샐틈없는공기흐름(풍량)과 레만의에어클린시스템으로어떠한먼지도배출
하지않습니다. 

사일런스 세팅을 통해 이상적인 모터파워와 세기의 결합으로 인한 최저 소음을
경험하실수있습니다. 또한, 늦은밤청소시에도소음걱정없이안심하고사용할수
있습니다. 

꼬아서 힘껏 잡아당겨 보아도 레 흡입호스는
절대끊어지지않습니다.

레진공청소기의전선은본체를들어올릴수
있을 만큼 강하고 튼튼하여 오랫동안 끊어짐
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Test it!
레의품질을직접느껴보세요.



6

흡입력조절방식+/ - 풋스위치
S8 시리즈는 +/- 풋스위치를 장착하여 흡입
력을조절할때허리를굽힐필요가없습니다.

360도회전형바퀴
3개의 부드러운 360도 회전형 바퀴로 어떤
방향으로도 이동이 편리하며 홈이 파여 있어
문턱이나 장애물 등을 쉽게 넘어다닐 수 있습
니다. 

파크시스템
진공청소기 양쪽 측면의 파크시스템은 흡입관
을꽂아보관이나운반할때매우용이합니다.
또한 후면 파크시스템은 흡입관을 꽂으면
진공청소기의 작동이 일시 정지되어 에너지를
절약할수있습니다(일부모델). 

액세서리보관함
S8 시리즈는 3가지 종류의 고품질 액세서리
(소파용솔, 원형송, 틈새솔)를 보관할 수 있는
액세서리함이 내장되어 있으며 각각 액세서리
모양에 딱 맞도록 고안되어 깔끔하게 보관
가능하며액세서리분실의염려가없습니다. 

레 진공청소기의 전선은 20년 동안 안전한 사용을 위해 견고합니다. 버튼 한번만 누르면 전선이 끝까지 한번에 감기는 원터치 전선감기기능으로
더욱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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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규격및사양은품질향상등으로인해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진공청소기S 8310 

조절장치
정격소비전력2200W 파워모터
풋스위치흡입력세기조절(6단계)
젠틀모터스타트
사일런스세팅
안전사항
온도과열방지기능
에너지소비효율4등급
디자인
인체공학적으로설계된기본형핸들
마루및카페트겸용플로어헤드
높낮이조절가능한2단텔레스코픽흡입관
파크시스템(흡입관세워두기용)
원터치자동전선감기
액세서리내장보관함
부속품3종(틈새솔, 소파용솔, 천연소재원형솔)
빠르고부드러운3개의360도회전바퀴
필터및먼지봉투
에어클린필터
(액티브에어클린필터또는헤파필터장착가능)
하이클린먼지봉투(G/N, 4.5L)
색상 : Canary Yellow

Diamond Grey

진공청소기S 8330

조절장치
정격소비전력2200W 파워모터
풋스위치흡입력세기조절(6단계)
젠틀모터스타트
사일런스세팅
안전사항
온도과열방지기능
에너지소비효율4등급
디자인
인체공학적으로설계된기본형핸들
마루및카페트겸용플로어헤드
높낮이조절가능한2단텔레스코픽흡입관
파크시스템(흡입관세워두기용)
원터치자동전선감기
액세서리내장보관함
부속품3종(틈새솔, 소파용솔, 천연소재원형솔)
빠르고부드러운3개의360도회전바퀴
필터및먼지봉투
헤파필터
하이클린먼지봉투(G/N, 4.5L)
색상 : Koi Orange

Ivory White

진공청소기S 8530

조절장치
정격소비전력2200W 파워모터
풋스위치흡입력세기조절(6단계)
+오토 (바닥에따라세기자동변환)
젠틀모터스타트
사일런스세팅
안전사항
온도과열방지기능
에너지소비효율4등급
디자인
손목의부담을줄이는컴포트핸들
마루및카페트겸용플로어헤드
높낮이조절가능한2단텔레스코픽흡입관
파크시스템(흡입관세워두기용/on·off가능)
원터치자동전선감기
액세서리내장보관함
부속품3종(틈새솔, 소파용솔, 천연소재원형솔)
빠르고부드러운3개의360도회전바퀴
필터및먼지봉투
헤파필터
하이클린먼지봉투(G/N, 4.5L)
색상 : Deep Sea Blue Metallic

레 S8530진공청소기는
컴포트 핸들을 장착하여
손목에 무리없이 편안한
청소가 가능하며 바닥에
따라 자동으로 흡입력이
조절되는 오토기능으로
에너지가절약됩니다.



Parkett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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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Parkett & Co에 내장된 파켓트위스터 브
러시는 대리석, 원목마루, PVC 바닥 청소에
탁월하며 90도 회전하여 장애물이 나타나도
부드럽게사용이가능합니다.

진공청소기S8 Parkett & Co

조절장치
정격소비전력 2200W 파워모터
풋스위치 흡입력 세기 조절(6단계)
젠틀모터스타트
사일런스 세팅
안전사항
온도과열방지기능
에너지소비효율4등급
디자인
인체공학적으로설계된기본형핸들
마루및카페트겸용플로어헤드
+ 파켓트위스터브러시(SBB 300-3)
높낮이조절가능한2단텔레스코픽흡입관
파크시스템(흡입관세워두기용)
원터치자동전선감기액세서리내장보관함
부속품3종(틈새솔, 소파용솔, 천연소재원형솔)
빠르고부드러운3개의360도회전바퀴
필터및먼지봉투
에어클린필터
(액티브에어클린필터또는헤파필터장착가능)
하이클린먼지봉투(G/N, 4.5L)
색상 : Sprint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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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 Dog

S8 Cat & Dog는회전롤러가달린터보브러시
(STB205-3)이 내장되어 카펫에서도 애완
동물의 짧은 털이나 보풀 등을 남김없이 청소
하며침구청소에도매우탁월합니다.

청정숯이 함유된 액티브 에어클린필터가 장착
되어냄새제거에도효과적입니다.  

진공청소기S8 Cat & Dog

조절장치
정격소비전력 2200W 파워모터
풋스위치 흡입력 세기 조절(6단계)
젠틀모터스타트
사일런스 세팅
안전사항
온도과열방지기능
에너지소비효율4등급
디자인
인체공학적으로설계된기본형핸들
마루및카페트겸용플로어헤드
+ 터보브러시(STB205-3)
높낮이조절가능한2단텔레스코픽흡입관
파크시스템(흡입관세워두기용)
원터치자동전선감기액세서리내장보관함
부속품3종(틈새솔, 소파용솔, 천연소재원형솔)
빠르고부드러운3개의360도회전바퀴
필터및먼지봉투
액티브에어클린필터
(에어클린필터또는헤파필터장착가능)
하이클린먼지봉투(G/N, 4.5L)
색상 : Mango Red



UniQ Delu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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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디자인외관
고급스러운크롬재질의풋스위치버튼, 배출구
및 레로고는오랜시간사용에도변함없는
품격을유지해드립니다.

스포트라이트핸들
레 스포트라이트 핸들은 전면의 밝은 LED를

장착하여 집안 구석구석 환하게 밝히며 한번
켜면30초후에자동으로꺼져더욱편리합니다. 

LED 파크시스템
반 구적인LED 파크시스템은독일명품자동차
헤드라이트 자재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청소
중에바닥을은은하게비추어드립니다. 전원이
꺼진 후에도 30초간 켜져 있어 보관 장소에
옮길때까지환하게밝혀드립니다.

다이나믹드라이브
레 만의 360도 회전 다이나믹 드라이브는

내부충격 흡수장치와 부드러운 고무 타이어를
장착하여 울퉁불퉁한 바닥에서도 소음없이
부드럽게움직입니다.

벨벳범퍼
UniQ 외관의 범퍼는 벨벳소재로 제작되어
가구나 벽면 모서리 등과 충돌시 스크래치나
흠집이발생하는것을예방합니다.

벨벳액세서리함
UniQ의 액세서리함은 벨벳으로 제작되어
액세서리 탈착시 촉감이 부드럽고 럭셔리한
주얼리박스와같이더욱고급스럽습니다.

레의 모든 혁신을 담은 진공청소기 S8 UniQ
Deluxe, 차원이 다른 디자인과 기술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VELVET
PROTEC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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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S8 UniQ Deluxe

조절장치
정격소비전력2200W 파워모터
풋스위치흡입력세기조절(6단계)
+오토 (바닥에따라세기자동변환)
젠틀모터스타트
사일런스세팅
안전사항
필터교체지시등
온도과열방지기능
에너지소비효율4등급
디자인
LED 스포트라이트컴포트핸들
마루및카페트겸용플로어헤드
높낮이 조절가능한 3단 트리스코픽 흡입관
LED 파크시스템(흡입관세워두기용/on·off)
원터치자동전선감기
액세서리내장보관함
부속품3종 (틈새솔, 소파용솔, 천연소재원형솔)
360도부드럽게회전하는다이나믹드라이브
필터및먼지봉투
헤파필터
하이클린먼지봉투(G/N, 4.5L)
색상 : Mahogany Brown Metallic

CarCare 액세서리세트
탄력틈새솔SFD20
미니터보브러시STB20
유니버셜브러시SUB20
연장호스SFS10

레S8 UniQ Deluxe는자동차내부청소에
편리한 고품격 4종 액세서리 CarCare
세트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실내 외에 집안
구석구석 청소에도 편리합니다(별도구매
가능).

※S8 UniQ Deluxe와함께제공되는액세서리세트는재고에따라동일한사양의다른종류의액세서리세트로교체제공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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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공청소기S6는 2000W 모터가장착되어강력한흡입력을자랑할뿐만아니라물샐틈없는공기흐름방식을통해어떠한먼지도외부로흘려
내보내지 않습니다. 레 진공청소기 및 주요부품은 20년 사용에 해당하는 1,000시간 이상의 혹독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여 오랫동안 잔고장
없이사용이가능합니다.

슬림한디자인
4.5kg(본체기준)의 가벼운 무게와 더욱컴팩트
하고균형있는디자인으로 운반하기 쉽고 좁은
공간에도보관이편리합니다.

액세서리3종및 홀더
S6 시리즈는3가지종류의액세서리를홀더에
장착하여 주름호스 끝부분에 부착이 가능하며
청소시손쉽게사용할수있습니다. 

파크시스템(흡입관세우기)
진공청소기의양쪽측면과후면에 파크시스템이
장착되어있어청소중흡입관을쉽게꽂을수
있으며운반에도편리합니다. 

탁월한이동, 360도회전형바퀴
3개의 360도 회전형 바퀴로 청소기이동이
편리하며 홈이 파여 있어 장애물 등을 쉽게
넘나들수있습니다. 

원터치전선감기버튼
새로워진 자동전선감기는 버튼을 살짝 한번
누르기만하면쉽게자동으로전선이감깁니다.

사일런스세팅
최저소음과 이상적인 모터파워가 결합된
사일런스 세팅을 선택하시면 소음 걱정없이
안심하고사용할 수있습니다.

360°

Power for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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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규격및사양은품질향상등으로인해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진공청소기S 6210

조절장치
최대 2000W 출력의 강력모터
로터리 파워세기 조절
젠틀모터 스타트 & 사일런스 팩키지
안전사항
먼지봉투교체지시등
온도과열방지기능
에너지소비효율4등급
제품이동편리성
빠르고부드럽게움직이는3개의 360도
회전바퀴
외관
인체공학적으로설계된기본형핸들
마루및카페트겸용플로어헤드
높낮이조절가능한2단텔레스코픽흡입관
파크시스템(흡입관세워두기용)
보관및제품이동시편리한양측면고정대
원터치자동전선감기기능
액세서리보관용홀더(호스에부착)
필터및먼지봉투
에어클린필터장착(액티브에어클린필터
혹은헤파필터장착가능)
하이클린먼지봉투(F/J/M, 4L)
부속품 (3종)
틈새솔, 소파용솔, 원형솔
색상 : Mango Red

Canary Yellow

진공청소기S 6310

조절장치
최대 2000W 출력의 강력모터
로터리 파워세기 조절
젠틀모터 스타트 & 사일런스 팩키지
안전사항
먼지봉투교체지시등
온도과열방지기능
에너지소비효율4등급
제품이동편리성
빠르고부드럽게움직이는3개의 360도
회전바퀴
외관
편리한수납이가능한XXL 핸들
마루및카페트겸용플로어헤드
높낮이조절가능한2단텔레스코픽흡입관
파크시스템(흡입관세워두기용)
보관및제품이동시편리한양측면고정대
원터치자동전선감기기능
액세서리보관용홀더(호스에부착)
필터및먼지봉투
에어클린필터장착(액티브에어클린필터
혹은헤파필터장착가능)
하이클린먼지봉투(F/J/M, 4L)
부속품 (3종)
틈새솔, 소파용솔, 원형솔
색상 : Tayberry Red 

진공청소기S 6230

조절장치
최대 2000W 출력의 강력모터
로터리 파워세기 조절
젠틀모터 스타트 & 사일런스 팩키지
안전사항
먼지봉투교체지시등
온도과열방지기능
에너지소비효율4등급
제품이동편리성
빠르고부드럽게움직이는3개의 360도
회전바퀴
외관
인체공학적으로설계된기본형핸들
마루및카페트겸용플로어헤드
높낮이조절가능한2단텔레스코픽흡입관
파크시스템(흡입관세워두기용)
보관및제품이동시편리한양측면고정대
원터치자동전선감기기능
액세서리보관용홀더(호스에부착)
필터및먼지봉투
헤파필터
하이클린먼지봉투(F/J/M, 4L)
부속품 (3종)
틈새솔, 소파용솔, 원형솔
색상 : Lily green pearl finish



레 진공청소기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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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터보브러시STB101 미니터보브러시STB20

레진공청소기액세서리는용도에따라최적의디자인으로편리하게사용할수있으며 레의모든일반진공청소기에서
사용하실수있습니다.

와이드소파용솔SPD10
등받이, 팔걸이 등 소파의 넓은 부위 청소 및
의류먼지제거에적합

매트리스용솔
매트리스 또는 소파 사이 틈새의 먼지제거에
편리하게사용

터보브러시STB205-3
카펫 청소시 강력 롤러회전으로 보풀, 잔털,
미세먼지등을남김없이제거

핸디형 디자인으로 소파 또는 침구의 먼지나 부스러기 제거에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침구청소기가필요하지않습니다.

대리석, 원목마루, PVC 장판등딱딱한플로어전용브러시. 90도회전이가능하여완벽하면서도
섬세한청소가가능합니다.  

파켓트위스터브러시
파켓트위스터브러시XL

알러고텍플로어헤드
청소시바닥의오염도가신호등색상으로표시
되어바닥상태를확인하며청소할수있습니다.

침구용청소기가따로필요없는 레침구및소파용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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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브러시SUB20
연결부가 360도 회전하여 손이 닿기 어려운
천장이나선반위청소에적합

라디에이터솔SHB 20
블라인드 또는 라디에이터 틈새먼지를 효과적
으로제거

탄력연장호스SFS10
청소기의호스를 1.5M 연장하여편리하게이용
가능

탄력틈새솔SFD20
탄력성이 좋고 길이가 길어 깊은 틈 속까지
빠짐없이먼지제거가능

위생커버
호스를빼고본체흡입구에끼워서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진공청소기를 보관할 수 있으며 활성
청정숯함유로새어나올수있는냄새를흡수

손이닿지않는곳까지놓치지않는다용도액세서리

전자제품의 버튼, 정교한 장식품이나 미니어처
등섬세한청소가필요한부분에사용

마이크로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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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주) 레코리아서울시강남구논현로559 레하우스080-444-9451, (02)3451-9451~2  A/S문의전국1577-1597  레온라인쇼핑몰www.mieleshop.co.kr 레이지쿠킹www.mielec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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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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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군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