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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선의 선택 신뢰할 수 있는 B2B LINE-UP으로

고품질에 실용성까지 갖춘 생활가전을 경험하세요.

고품질 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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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WKR71DSJPW
용량(냉동/냉장) 718L(266/452)

에너지소비등급 4등급

Door 2Door
냉장홈바 ●

냉각시스템 다이나믹파워

고내 LED ●

수분촉촉야채실 2단

아이스메이커 다용도 아이스박스

냉동실 서랍 2단

탈취 ●

컬러 솔리드 화이트 & 솔리드 핑크

도어재질 사틴글라스

폭x높이x깊이(mm) 940x1,812x869

WKR71DSJPW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컬러 글라스 냉장고

클라쎄 냉장고



모델명 FR-C244SRG WKRS154CCE
용량(냉동/냉장) 239L(86/153) 150L(52/98)

에너지 소비효율 3등급 2등급

냉동실 서랍식 서랍식

슬라이딩케이스 - ●

아이스 트레이 ● ●

선반 Glass Glass
경사포켓 - ●

핸들 히든 포켓 띠에르

컬러 프레쉬 베이지 크림 베이지

폭x높이x깊이(mm) 545x1,800x629 485x1,227x617

모델명 FR-C326TZB FR-C244SDB FR-C244SCO
용량(냉동/냉장) 322L(80/242) 239L(86/153) 239L(86/153)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3등급 3등급

콤비 인테리어 ● ● ●

디스플레이 다이아몬드 터치룩 - -

냉각 시스템 쿨링 마스터 멀티 플로우 멀티 플로우

급속냉각 ● - -

선반 강화유리 강화유리 강화유리

유제품 포켓 ● - -

크리스탈 포켓 ● ● ●

고습도 야채실 ● - -

비타 헬씨 LED ● - -

냉동실 서랍 3단 4단 4단

탈취제 ● - -

핸들 사이드 히든 사이드 히든 히든 포켓

컬러 스페이스 실버 모던 블랙 코로나 실버

폭x높이x깊이(mm) 595x1,897x651 545x1,800x629 545x1,800x629

모델명 EKR72DSRTS EKR55DERTS EKR55DERWE
용량(냉동/냉장) 718L(266/452) 550L(202/348) 550L(202/348)

에너지 소비효율 5등급 5등급 5등급

Door 2Door 2Door 2Door
냉장홈바 원터치 메트로 스타일 메트로 스타일

냉각시스템 다이내믹 파워 스마트쿨링 스마트쿨링

아이스메이커 선반거치형 선반거치형 선반거치형

수분촉촉 야채실 2단 2단 2단

냉동실 서랍 2단 2단 2단

탈취 녹차 카데킨 ● ●

핸들 아크핸들 아크핸들 아크 핸들

컬러 스타크 실버 스타크 실버 퓨어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942x1,812x915 903x1,790x675 903x1,790x675

05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클라쎄 양문형 냉장고

크기는 핸들이 제외된 치수입니다.

EKR72DSRTS
무상보증

10년
인버터 컴프레서

EKR55DERTS EKR55DERWE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WKRS154CCEFR-C244SRG

크기는 핸들이 제외된 치수입니다.

무상보증

10년
인버터 컴프레서

FR-C244SCOFR-C326TZB FR-C244SDB

B2B FULL LINE-UP



모델명 WKRG568CZS FR-G514SDWE FR-G514SESE
용량(냉동/냉장) 562L(161/401) 506L(125/381) 506L(125/381)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4등급 4등급

냉동실 고내등 LED LED LED
냉각시스템 쿨링 마스터 쿨링 마스터 쿨링 마스터

선반 강화유리 강화유리 강화유리

신선 야채실 ● ● ●

Egg 트레이 ● ● ●

아이스메이커 트위스트 멀티박스 멀티박스

핸들 그립 히든 히든

컬러 헤이즈 실버 퓨어 화이트 메탈 실버

폭x높이x깊이(mm) 854x1,773x784 731x1,834x728 731x1,834x728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FR-G484SES FR-G324SES
용량(냉동/냉장) 481L(125/356) 322L(81/241)
에너지 소비효율 4등급 3등급

냉각시스템 쿨링 마스터 쿨링 마스터

선반 강화유리 강화유리

Daily EZ 케이스 ● -

신선 야채실 ● ●

Egg 트레이 ● ●

아이스메이커 트위스트 멀티박스

핸들 히든 히든

컬러 메탈 실버 메탈 실버

폭x높이x깊이(mm) 731x1,764x728 688x1,649x650

FR-G484SES FR-G324SES

FR-G514SDWE FR-G514SESEWKRG568CZS

KITCHEN    냉장고

모델명 WKRS121CCU WKRS81CCU
용량(냉장) 124L 79L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3등급

냉각시스템 직냉식 직냉식

LED 고내등 ● ●

메탈데코 유리선반 ● ●

다용도 멀티 케이스 ● -

쿨링 키퍼 ● -

신선가득 야채실 ● ●

와이어/슬림 포켓 2/1 2/0
핸들 히든 히든

컬러 시티블루 시티블루

폭x높이x깊이(mm) 489x917x579  489x718x546

WKRS81CCUWKRS121CCU

크기는 핸들이 제외된 치수입니다.

레트로 냉장고

일반 냉장고



B2B FULL LINE-UP

모델명 WKRG244CES NKRG244CDW FR-B183SW
용량(냉동/냉장) 243L(67/176) 243L(67/176) 182L(46/136)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2등급 2등급

냉각시스템 쿨링 마스터 쿨링 마스터 쿨링 마스터

선반 강화유리 강화유리 강화유리

신선 야채실 ● ● ●

Egg 트레이 ● ● ●

아이스메이커 멀티박스 멀티박스 -

핸들 히든 히든 히든

컬러 메탈 실버 퓨어 화이트 퓨어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553x1,605x629 553x1,605x629 500x1,400x580

07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NKRB151CDW WKRB151CES FR-B093SW
용량(냉동/냉장) 144L(35/109) 144L(35/109) 85L(25/60)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2등급 2등급

선반 강화유리 강화유리 강화유리

신선 야채실 ● ● ●

Egg 포켓 ● ● -

아이스메이커 ● ● -

핸들 - - 히든

컬러 퓨어 화이트 메탈 실버 퓨어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486x1,205x561 486x1,205x561 480x885x520

모델명 WKRA121CDW WKRA081CDW WKRA051CDW
용량 122L 73L 46L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1등급 1등급

Egg 포켓 ● ● ●

신선 야채실 ● - -

컬러 퓨어 화이트 퓨어 화이트 퓨어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480x858x531 440x726x452 440x511x452

WKRA121CDW WKRA081CDW WKRA051CDW

냉장전용고

일반 냉장고

NKRB151CDW FR-B093SWWKRB151CES

WKRG244CES NKRG244CDW FR-B183SW



모델명 WRKN23DEZS WRKN23DXSS
용량 216L 216L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1등급

냉동 기능 ● ●

도어구분 2Room 2Room

김치용기
좌실 EZ미락 투명용기(17L) 4개 EZ미락 용기(17L) 4개

우실 EZ미락 투명용기(17L) 4개 EZ미락 용기(17L) 4개

냉각방식 직접냉각 직접냉각

EZ 안전도어 ● ●

스마트케이스 2개 2개

다용도 보관 ● ●

탈취 이온프레쉬 이온프레쉬

컬러 헤이즈 실버 스타크 실버

폭x높이x깊이(mm) 937x927x710 937x927x710

모델명 FR-K13SXKSD
용량 120L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냉동 기능 -

도어구분 1Room
김치용기 미락용기(19L) 4개

냉각방식 직접냉각

EZ 안전도어 -

스마트케이스 -

다용도 보관 ●

탈취 뉴트라 프레시

컬러 스파크 실버

폭x높이x깊이(mm) 690x850x580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클라쎄 뚜껑형 김치냉장고

WRKN23DEZS

무상보증

10년
인버터 컴프레서

WRKN23DXSS

무상보증

10년
인버터 컴프레서

FR-K13SXKSD

클라쎄 김치냉장고



모델명 NKRL200DEK
용량 20L
가열방식 쏙쏙요리거울

샤이니 클린 ●

제로온 ●

자동메뉴 자동조리(4)

해동 ●

컬러 베이지

폭x높이x깊이(mm) 449x259x325

09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WKDL240DBK WKCL280DTK
용량 24L 28L
홈프라이어 조리 ● -

에어프라이 전용 용기 ● -

스팀청소 ● ●

제로온 ● ●

조리기능 자동조리(23)/수동조리(15) 자동조리(32)/수동조리(11)

컨벡션 오븐 ● ●

그릴 ● ●

전자레인지 ● ●

자동냉각 ● ●

해동 ●(급속) ●

도어 핸들 버튼

컬러 블랙 미러 스테인리스

폭x높이x깊이(mm) 501x319x492 513x311x383

프라이어 오븐 홈베이킹 오븐

WKDL240DBK WKCL280DTK

에어프라이 전용 용기

레트로 전자레인지

NKRL200DEK

클라쎄 오븐·전자레인지

B2B FULL LINE-UP



모델명 NKRL260DBK WKRL260DBK
용량 26L 26L
가열방식 다이아몬드 요리거울 다이아몬드 요리거울

샤이니 클린 - ●

절전기능 ● ●

조리끝 알림 ● ●

자동메뉴 자동조리(5)

웰빙스팀조리(자동/수동)

자동조리(3)/냉동식품(3)

생활의 지혜(3)

스팀볼 - ●

해동 ● ●

어린이 보호 잠김기능 ● ●

컬러 블랙 블랙 미러

폭x높이x깊이(mm) 465x280x368 465x280x368

모델명 NKRL230DBK MKRL203DBK
용량 23L 20L
가열방식 쏙쏙요리거울 쏙쏙요리거울

샤이니 클린 ● -

조리끝 알림 ● ●

자동메뉴 자동조리(3) 자동조리(3)

수동조리 ● ●

해동 ● ●

어린이 보호 잠김기능 ● ●

컬러 블랙 블랙

폭x높이x깊이(mm) 465x280x365 449x259x318

모델명 NKRM201DWK NKRL201DWK
용량 20L 20L
가열방식 쏙쏙요리거울 쏙쏙요리거울

조리끝 알림 ● ●

조리방식 수동 자동조리(3)

해동 ● ●

컬러 화이트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449x259x318 449x259x318

NKRM201DWK NKRL201DWK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NKRM151DWK
용량 15L
가열방식 다이아몬드 요리거울

조리끝 알림 ●

출력조절 ●

해동 ●

컬러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424x229x316

NKRM151DWK

전자레인지

스팀볼NKRL260DBK WKRL260DBK

MKRL203DBKNKRL230DBK

KITCHEN    전자레인지



클라쎄 UHD TV

B2B FULL LINE-UP



모델명 WTUN55D1SKK WTUN50D1SKK
화면크기 139cm 125cm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2등급

해상도 Ultra HD Ultra HD
USB 동영상지원 ● ●

HDMI 2.0 3 3
USB 2.0 2 2
HEVC (H.265) 지원 ● ●

S/PDIF Out Optical Optical
Component/Composit 1/1 1/1
벽걸이 지원(VESA) 300x200mm 300x200mm
음향 DDX™+Ω DDX™+Ω
화질개선엔진 MGDI EX MGDI EX
크기

폭x높이x깊이(mm)

스탠드 포함 1,228x769x240 1,112x700x228
스탠드 제외시 1,228x711x73 1,112x642x70

모델명 WTUN75C1SKK WTUN65D1SKK
화면크기 191cm 164cm
에너지 소비효율 4등급 2등급

해상도 Ultra HD Ultra HD
USB 동영상지원 ● ●

HDMI 2.0 4 3
USB 2.0 1 2
HEVC (H.265) 지원 ● ●

S/PDIF Out Optical Optical
Component/Composit 1/1 1/1
벽걸이 지원(VESA) 600x200mm 300x200mm
음향 DDX™+Ω DDX™+Ω
화질개선엔진 MGDI EX MGDI EX
크기

폭x높이x깊이(mm)

스탠드 포함 1,682x1,031x331 1,446x953x258
스탠드 제외시 1,682x969x85 1,446x837x73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NTLN43D2SKK

NTLN32D2SHK L32U6310TK

WTUN75C1SKK

LIVING    UHD    LED TV

모델명 NTLN32D2SHK L32U6310TK
화면크기 80cm 80cm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1등급

해상도 HD HD
USB 동영상지원 ● ●

MHL ● ●

HDMI 3 2
USB 2.0 1 1
S/PDIF Out Optical Optical
Component/Composit 1/1 1/1
벽걸이 지원(VESA) 100x100mm 100x100mm
음향 DDX™+α DDX™+α

화질개선엔진 MGDI+ MGDI+
크기

폭x높이x깊이(mm)

스탠드 포함 730x484x205 732x485x182
스탠드 제외시 730x427x82 732x432x76

모델명 NTLN43D2SKK
화면크기 107cm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해상도 Full HD
USB 동영상지원 ●

MHL ●

HDMI 3
USB 2.0 2
S/PDIF Out Optical
Component/Composit 1/1
벽걸이 지원(VESA) 400x200mm
음향 DDX™+α

화질개선엔진 MGDI+
크기

폭x높이x깊이(mm)

스탠드 포함 969x624x228
스탠드 제외시 969x566x73

WTUN65D1SKK

WTUN50D1SKKWTUN55D1SKK

LED TV

UHD TV



모델명 WWF15GDGK NWF15GDSK
용량 세탁 15kg 세탁 15kg

에너지 소비효율 5등급 5등급

마이크로버블 ● -

다이나믹 인버터 ● -

스타드럼S ● ●

4D 버블러 ● ●

공기방울 4D ● ●

사이즈업 세제함 ● ●

매직필터 ● ●

소음·진동제어(NVC) ● ●

에어센스7 ● ●

울 섬세 ● ●

통세척 ● ●

컬러 그래비티 실버 그레이

폭x높이x깊이(mm) 630x1,030x670 630x1,030x670

모델명 WWF14GDGK NWF12GDWK
용량 세탁 14kg 세탁 12kg

에너지 소비효율 5등급 3등급

스타드럼S ● ●

4D 버블러 ● ●

공기방울 4D - ●

마이크로 버블 ● -

강화유리 ● ●

사이즈업 세제함 ● ●

매직필터 ● ●

소음·진동제어(NVC) ● ●

에어센스 7 ● ●

스포츠웨어 ● ●

아기옷 ● ●

통세척 ● ●

컬러 미드 그레이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630x1,030x670 600x960x640

13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기방울 4D 세탁기

NWF12GDWK

NWF15GDSKWWF15GDGK

무상보증

12년
다이나믹 인버터 모터

WWF14GDGK

클라쎄 세탁기

B2B FULL LINE-UP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DWD-35MCRCR DWD-35MCWC DWD-03MCWR

세탁용량
세탁 3.5kg / 
건조 1.5kg

세탁 3.5kg 3kg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2등급 3등급

아기옷 삶음코스 ● ● ●

건조 코스 ● - -

스피드워시 ● ● -

에어 리프레시 ● - -

오가닉 코스 - ● -

세제/유연제함 ● ● ●

저소음 인버터 모터 ● ● ●

생활방수 ● ● ●

디스플레이 터치 터치 버튼

어린이보호 ● ● ●

통세척 ● ● ●

컬러 그래비티 실버 크림 화이트 크림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550x650x324 550x600x324 550x600x392

벽걸이 드럼 세탁기 mini

모델명 NWD09RDWBK MWD09RDWBK
용량 세탁 9kg 세탁 9kg

에너지 소비효율 3등급 3등급

스타드럼 ● ●

전면 세제 투입구 ● ●

스피드UP 코스 ● ●

손세탁 코스 ● ●

빌트인 - ●

스포츠웨어 ● ●

아기옷 ● ●

삶음 기능 ● ●

합섬 ● ●

울세탁 ● ●

통세척 ● ●

컬러 화이트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595x820x621 595x850x621

NWD09RDWBK MWD09RDWBK

본 제품은 

상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DWD-03MCWRDWD-35MCRCR DWD-35MCWC

무상보증

12년
다이나믹 인버터 모터

무상보증

12년
다이나믹 인버터 모터

무상보증

12년
다이나믹 인버터 모터

클라쎄 드럼 세탁기

NWF07EDWK

모델명 NWF07EDWK
용량 세탁 7kg

에너지 소비효율 3등급

스타드럼 ●

공기방울 ●

강화유리 ●

바람탈수 ●

세제함 와이드

울세탁 ●

필터 매직 필터

냉온수 동시급수 ●

컬러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525x858x535

일반 세탁기

LIVING    세탁기



15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DWR-10MCLCH DWR-10MCWRH
용량 건조 10kg 건조 10kg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2등급

건조 형식_ 저온제습 히트펌프 히트펌프

내부 드럼 라이트 ● ●

터치 LED 디스플레이 ● ●

에어 리프레쉬 ● ●

구김 방지 ● ●

건조 레벨 4단계 4단계

다이나믹 인버터 모터 ● ●

예약 건조 ● ●

쾌속 건조 ● ●

물 수위 체크 알림 ● ●

필터 체크 알림 ● ●

안전잠금 기능 ● ●

컬러 라이트 실버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595x845x640 595x845x640

DWR-10MCLCH DWR-10MCWRH

모델명 DWR-03IDDC DWR-03IDWH DWR-03IDWC
건조용량 3kg 3kg 3kg
에너지 소비효율 5등급 5등급 5등급

조작방식 전자식 전자식 기계식

살균 UV램프 ● - -

이온 플라즈마 ● - -

고효율 PTC 히터 ● ● ●

후면 2중 필터 ● ● ●

전면 필터 ● ● ●

소음·진동제어(NVC) ● ● ●

컬러 다크 실버 화이트 화이트

폭x높이x깊이(mm) 490x631x401 490x631x401 490x631x415

mini 건조기

DWR-03IDWCDWR-03IDWHDWR-03IDDC

B2B FULL LINE-UP

클라쎄 건조기

히트펌프 건조기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WKRA06DTB MKRA10DTB
에너지 소비효율 5등급 5등급

냉방기능 4D MAX 입체 4D MAX 입체

냉방능력(kw) 2.3 4.0

자동 쾌적(I FEEL) ● ●

스피드 터보 운전 ● ●

제습운전 ● ●

Anti Dust 필터 ● ●

LCD 리모컨 ● ●

스마트 취침 / 예약 ● ●

디스플레이 Hidden LED Hidden LED
냉방면적(㎡) 18.7 32.5
컬러 화이트 & 스카이 블루 화이트 & 스카이 블루

폭x높이x깊이

(mm)

실내기 780x250x205 910x292x205
실외기 660x550x256 760x552x256

MKRA06DTB

MKRA10DTB

측정 기준에 따라 사이즈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클라쎄 에어컨



모델명 DOZ-SHF07JT DOZ-SHF11JT
에너지 소비효율 3등급 3등급

냉방/난방 능력(kw) 2.8/3.0 4.4/4.6
강력냉방 ● ●

자동 쾌적(I FEEL) ● ●

스피드 터보 운전 ● ●

제습운전 ● ●

에어프리필터 ● ●

리모컨 ● ●

스마트 취침 / 예약 ● ●

디스플레이 Hidden LED Hidden LED
냉방/난방 면적(㎡) 22.8/16.0 35.8/24.6
컬러 화이트 화이트

폭x높이x깊이

(mm)

실내기 884x298x205 1,003x310x222
실외기 830x540x325 960x700x396

모델명 DOZ-SF07JM DOZ-SF09JM DOZ-SF11JM
에너지 소비효율 3등급 3등급 3등급

냉방기능
에코 인버터 / 

4D MAX 입체

에코 인버터 / 

4D MAX 입체

에코 인버터 / 

4D MAX 입체

냉방능력(kw) 2.8 3.6 4.4

자동 쾌적(I FEEL) ● ● ●

스피드 터보 운전 ● ● ●

제습운전 ● ● ●

Anti Dust 필터 ● ● ●

LCD 리모컨 ● ● ●

스마트 취침 / 예약 ● ● ●

디스플레이 Hidden LED Hidden LED Hidden LED
냉방면적(㎡) 22.8 29.3 35.8

컬러
화이트 & 

코발트 블루

화이트 & 

코발트 블루

화이트 & 

코발트 블루

폭x높이x깊이

(mm)

실내기 820x306x210 820x306x210 972x327x225
실외기 700x552x256 760x552x256 863x602x288

17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하시점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사양 변경에 의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DOZ-P16JT
에너지 소비효율 5등급

냉방기능 4D MAX 입체

냉방능력(kw) 6.5
강력냉방 ●

자동 쾌적(I FEEL) ●

스피드 터보 운전 ●

제습운전 ●

에어프리필터 ●

리모컨 ●

스마트 취침 / 예약 ●

디스플레이 LED
냉방면적(㎡) 52.8
컬러 화이트

폭x높이x깊이

(mm)

실내기 500x1,726x310
실외기 960x700x396

측정 기준에 따라 사이즈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DOZ-SF07JM

DOZ-SF09JM

DOZ-SF11JM

인버터 냉·난방기

DOZ-SHF07JT

DOZ-SHF11JT

DOZ-P16JT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B2B FULL LINE-UP



서비스 지점 현황 서비스센터    | 마음을 담은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44 (상계동) 금강빌딩 7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9 (논현동) 성옥빌딩 3층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98 (번동) 이현빌딩 4층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627, 6F (염창동 282-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로 26 (마곡동) 마곡엠리체 5층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66 (중곡동) 비버리캐슬 2층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0-9 영훈빌딩 3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71 (가락동) 상아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영등포동4가) 타임스퀘어 지하1층 일렉트로마트(內)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55 (동산동) 스타필드 고양점 2층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91 (주엽동) 레이크쇼핑타운 2층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80 (토평동) 선화빌딩 2층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5번길 7 (심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6번길 7 (야탑동) 서일빌딩 201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67 (권선동) 3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03, 뉴LG프라자 502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41 (고잔동) 신양복합빌딩 5층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2 (안양동) 만안빌딩 3층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72번길 3-5 (죽전동) 2층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40번길 21 (의정부동) 가연타워 8층
경기도 이천시 갈산로 15 (증포동) 하니빌딩 1층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654 (세교동) 3층
경기도 화성시 삼천병마로 1267 위니아타워 3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38 (만수동) 성호빌딩 3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13 (주안동) 덕진빌딩 7층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부평동) 여산빌딩 A동 601호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399 (송정동) 전자랜드 강릉점 2층
강원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57-1 (단구동) 2층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8 (퇴계동) 전자랜드 3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45 (봉명동) 유성푸르지오시티 3층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82 (오류동) 2층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나성동) 에스빌딩 106호~108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10로 17-14 (신방동) 1층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7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39-2 (모충동)
충청북도 충주시 형설로 60-1 (용산동) 3층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31길 4 (고현동) 1층
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로 132번길 15 (인사동)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6-1 (팔용동) 새한빌딩(현대자동차빌딩) 2층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08 (신평동) 3층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78 (옥동) 옥동빌딩 5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2 (죽도동) 2층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911 천일빌딩 1층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98 (지산동) 평강빌딩 1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67 (양정동) 오성빌딩 6층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200 (덕천동) 정수빌딩 5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190 (연산동) 국민은행 2층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6 (신정동, 공업탑하트랜드) 3층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03 (용봉동) 3층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32 (화정동) LK메디컬센터 5층
전남 목포시 남악2로 3 (신부흥 지점 3층)
전남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225 (청목7 빌딩 3층)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3로 11 (연향동) 1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36 (영등동) 다원빌딩 3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33 (일도이동) 고마로빌딩 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42 (이도이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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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경상

전라

제주

고객을 위한 아름다운 습관, 친절한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서비스센터(위니아에이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88
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1588을 눌러주세요. 

단일전화로 접수된 서비스 내역은 서비스 직원들과 상황관리 시스템 및 

무선 PDA를 통해 즉시 처리됩니다. 

서비스
실명제

가슴에 사원증을 단 엔지니어가 사진명함을 건네주며 

서비스의 신뢰를 보장 합니다. 또한 방문 전에 전화로 직원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는 ‘방문자 본인 예고제도’를 실시합니다.

예약
방문제 

고객님이 가장 편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확한 시간에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세요.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winiaaid.com)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빠르게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으로 서비스 접수부터 자가진단까지 간단히 해결하세요.

재고장 
무료 
서비스

서비스를 받은 제품이 1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다시 고장나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재고장이 났을 때에도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플러스원
(Plus One)
서비스

한 번에 두 가지 제품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면, 서비스를 신청한 제품 외에 추가로 다른 제품도 

점검해 드립니다.

제품의 정확한 규격과 디자인 및 색상은 위니아전자 제품 취급점에서 전시된 제품으로 확인하십시오. • 제품의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 사양 등은 성능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매모델의 경우 제품설명이 되어있는 모델과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니아전자    www.winia-elec.com

1588-1588서비스 콜센터

서비스센터(위니아에이드)    www.winiaaid.com

이용가능 서비스

제품 사용관련 문의  -  출장/방문 서비스 예약  -  전문 상담원 지원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  공휴일/월요일 휴무

2020년 10월 발행기준WINIA ELECTRONICS SERVICE

친절한 사람들의 고객을 향한 
아름다운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