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파필터(옵션) 장착으로 건물 등 석면해체 작업에 필수 청소기  

-  저소음 고급형습건 식 겸용 청소기 

-  먼지, 오물, 젖은 쓰레기, 물청소가 가능한 습, 건식 겸용 청소기 

-  소음방지 장치 내장, 저소음 저진동 고급형 청소기 

-  긴 수명의 모터 단상 220V 청소기 

-  수분 먼지나 물 흡입 시에도 모터 손상이 없는 BY-PASS 진공 팬 모터 장착

제품명

형식

전압

최대(유효) 출력

최대(유효) 진공도

최대(유효) 풍량

호스

탱크 용량/재질

중량

규격

기본 액세서리

MIRAGE1215

습건 식 겸용

단상 220V 60Hz

1200(1000) W

2600(2200) mmH20

180(170) m3/h

36mm x 2m

25ℓ /스테인리스

10kg

39(L) x 39(W) x 62(H) cm

9종

MIRAGE1215 제품 특징 MIRAGE1215 사양표

-  쓰레기통 틸팅 및 분리가 용이하여 사용 편리

-  경제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섬유 재질의 세탁 가능한 폴리에스테르 필터 내장 

-  물 흡입 청소 시 overflow 방지 FLOAT 흡입 차단 장치

-  소음방지 장치 내장, 저소음 저진동 고급형 청소기  

-  헤파필터(옵션) 장착으로 건물 등 석면해체 작업에 필수 청소기

-  흡입 호스 잠금장치로 호스를 당겨도 작업 이동 시 호스가 빠지지 않음 

제품명

형식

전압

최대(유효) 출력

최대(유효) 진공도

최대(유효) 풍량

호스

탱크 용량/재질

중량

규격

기본 액세서리

MIRAGE1629

습건식 겸용

2400(2000)W

360(340)m3/h

24kg

단상 220V 60Hz

2600(2200)mmH20

40mm x 2.5m

78ℓ /SUS

60(L)x60(W)x96(H)cm

8종 

MIRAGE1629 제품 특징 MIRAGE1629 사양표

Vacuum Cleaner진공청소기 

62(H)

39(W)39(L)

96(H)

60(L) 60(W)

기본 액세서리

기본 액세서리

28243 006162823828236 28244 28245 2824241603

430524304828237 43050 4305143047 0015643049

00622

MIRAGE1215

MIRAGE1629



기본 액세서리

430524304828237 43050 4305143047 0015643049

제품명

형식

전압

최대(유효) 출력

최대(유효) 진공도

호스 구경

탱크 용량/재질

중량

규격

기본 액세서리

YP 1400/20

습건 식 겸용

단상 220V 60Hz

1200W

1735mmH2O

36mm x 2m

20ℓ / 플라스틱

5.6kg

33(L)x33(W)x53(H) cm

5종

YP 1400/20 사양표

MIRAGE1640 제품 특징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YP 1400/20

MIRAGE1640

-  다양한 액세서리  

-  습건 식 겸용 청소기

-  먼지, 오물, 물청소 가능

-  부피가 작고 가벼워 이동이 용이

-  에어블로잉 기능

YP 1400/20 제품 특징

기본 액세서리

96(H)

60(W) 60(L)

0253800345 0098800944 02536

제품명

형식

전압

최대(유효) 출력

최대(유효) 진공도

최대(유효) 풍량

호스

탱크 용량/재질

중량

규격

기본 액세서리

MIRAGE1640

습건 식 겸용

3600(3000)W

540(510)m3/h

26kg

단상 220V 60Hz

2600(2200)mmH20

40mm x 2.5m

78ℓ/SUS

60(L)x60(W)x96(H)cm

8종 

MIRAGE1640 사양표

-  쓰레기통 틸팅 및 분리가 용이하여 사용 편리

-  경제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섬유 재질의 세탁 가능한 폴리에스테르 필터 내장 

-  물 흡입 청소 시 overflow 방지 FLOAT 흡입 차단 장치 

-  소음방지 장치 내장, 저소음 저진동 고급형 청소기  

-  헤파필터(옵션) 장착으로 건물 등 석면해체 작업에 필수 청소기

-  흡입 호스 잠금장치로 호스를 당겨도 작업 이동 시 호스가 빠지지 않음 

53(H)

33(W) 33(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