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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 석회질 제거 방법 

석회질 제거 기능은 물때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단계별 석회질 제거 방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 스팀레버를 “0”으로 설정하고, 온도는 “최대”로 설정하고, 물 탱크는 “최대” 수준으로 

채워주세요. 

2. 손잡이 표시등에 불이 꺼질 때까지 다리미를 가열시켜 주세요. 

3.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고 싱크대 위로 수평을 이루게 다리미를 놓아주세요. 

4. (그림참조) CALC CLEAN 버튼을 눌러줍니다. *CALC CLEAN 기능은 모델별로 다를 수 

있으니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5. 불순물/석회질이 열판의 구멍을 통해 뜨거운 물/스팀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다리미를 앞, 

뒤로 움직여 줍니다.  

6. 물탱크가 모두 비워지면 다리미를 가열하여 건조시킵니다. 

7. 마지막으로 천 위에서 다리미를 움직여서 열판을 건조시킵니다. 필요한 경우,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유형1 (Type1) 

슬라이드 버튼을 석회질 제거 기능으로 밀어 눌러준 후, 다리미를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어 물을 

빼줍니다. 

 

 
 

유형2 (Type2) 

석회질 제거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다리미를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어 물을 빼줍니다. 

 

 
 

  



유형3 (Type3) 

스팀 조정 버튼을 석회질 제거 기능으로 돌린 후, 다리미를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어 물을 

빼줍니다. 

 

 
  



스팀다리미 석회질 제거 방법 
GC64xx, GC65xx, GC73xx, GC74xx, GC75xx, GC83xx, GC84xx, GC85xx 

중요 : 스팀시스템다리미가 가열되어 있을 때에는 절대로 석회질 제거 세정 캡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1. 장비의 전원을 제거하고 약 2시간 이상 제품을 식혀줍니다. 

2. 물탱크를 기기에서 빼냅니다. (그림. 1) 

3. 두 손으로 본체를 잡고 흔들어 줍니다. (그림. 2) 

4. 석회질 제거 캡을 위쪽으로 향하게 본체를 두고 캡을 제거합니다. (그림. 3)   

5. 본체 안의 물을 비워줍니다. (그림. 4) 

6. 본체 안에 깨끗한 물을 가득 채우고 다시 흔들어 줍니다. 

7. 본체 안의 물을 다시 비워줍니다. 

8. 제품의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6번과 7번 절차를 반복합니다.  

9. 본체에 석회질 제거 캡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스팀시스템다리미 석회질 제거 방법 

약 한달 또는 다리미 10번 사용 후에는 EASY DE –CALC 표시등이 깜박이며 석회질 제거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석회질 제거 방법은 다음 방법을 참조합니다. 

중요 : 제품이 뜨거울 때에는 절대 EASY DE-CALC캡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1. 제품 전원을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뺍니다. 

2. EASYDE-CALC 캡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테이블 가장자리나 싱크대에 본체를 놓습니다. 

3. EASY DE CALC 캡 아래 컵을 놓습니다. EASY DE CALC 캡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석회질 입자가 

컵 안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증기발생기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으면EASY DE CALC 캡을 

다시 삽입합니다. 캡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잠근 후 플러그를 꽂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