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건식 청소기
RIDGID® 습식/건식 청소기
는 우수한 성능, 기술, 품질에
헌신을 다하여 제작합니다.

RIDGID® 습식/건식 청소기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성능
튼튼하고 오래 가는 구조
세심한 내장 액세서리 보관 공간
다기능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220V IEC 규격 준수
55038

55043

WD4075KR

55053

WD0655KR

55068

WD1255KR

WD1685KR

15리터/4갤론

22.5리터/6갤론

45리터/12갤론

60리터/16갤론

1,080와트

920와트

1,050와트

1,390와트

배수구 - 없음

배수구 - 없음

배수구 - 있음

배수구 - 있음

6m 전기 코드

3m 전기 코드

4.5m 전기 코드

6m 전기 코드

2~48mm 연장봉(31728)
다용도 노즐(31733)
자동차/송풍기 노즐(29848)
소음기/취출구(72927)

2~48mm 연장봉(31728)
다용도 노즐(31733)
습식 노즐(31738)
먼지솔(31718)
자동차/송풍기 노즐(29848)
소음기/취출구(72927)

2~64mm 연장봉(72902)
다용도 노즐(72907)
습식 노즐(72912)
먼지솔(72887)
자동차/송풍기 노즐(72937)
소음기/취출구(72927)

2~64mm 연장봉(72902)
다용도 노즐(72907)
습식 노즐(72912)
자동차/송풍기 노즐(72937)
송풍기 잠금봉
소음기/취출구(72927)

기본 필터(72947)

기본 필터(72947)

기본 필터(72947)

반높이 미세 방진 필터(20163)
48mm x 2.1m Tug-A-Long® 잠금
호스

48mm x 2.1m Tug-A-Long 잠금
호스

64mm x 2.1m Dual-Flex 잠금
호스

64mm x 2.1m Dual-Flex® 잠금
호스

운반 손잡이, 이동 바퀴 발의
액세서리 보관 공간

운반 손잡이와 코드 랩, 이동
바퀴 발, 뚜껑의 액세서리 보관
공간

분리형 송풍기, 신속 해제 코드
랩, 액세서리 보관 공간, 이동
바퀴 발의 액세서리 보관 공간

®

운반 손잡이, 대형 뒷바퀴,
액세서리 보관 캐디

®

QWIK LOCK 필터
®

*적합성에 대해서는 제품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72947

72952

97457

40158

54208

20163

54213

54218

VF4000
기본

VF5000
미세 방진

VF6000
헤파 매질

VF3500
미세 방진
(반높이)

VF3400
기본
(반높이)

VF7000
습식

VF3600
헤파 매질
(반높이)

VF3700
습식
(반높이)

기본 필터

미세 방진 필터

헤파 매질 필터

습식 흡입 필터

5마이크론 / 95% 효율

1마이크론 / 99% 효율

1마이크론 / 99.7% 효율

건식 흡입용이 아님

매일 생기는 먼지 및 분진

매일 생기는
먼지 및
분진 톱밥

매일 생기는
먼지 및 분진
톱밥
석고 및
시멘트 분진
식은 재
미세 분말

먼지 주머니

식은 재
미세 분말
석고 및
시멘트 분진 

애완견 비듬
꽃가루
알레르겐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포자
건조기 보풀
난로 필터

고용량 액체 흡입
물에 떠다니는 부스러기

*자세한 내용은 제품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먼지 주머니를 사용하면 부스러기를 쉽고
빠르고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먼지
주머니는 드럼에 쉽게 설치되며 대
 부분의
청소기 모델에 맞게 조정 가능합니다.

23738

23743

11~17L Vac에 맞음

60L Vac에 맞음

VF3501

VF3502

55038

55068

WD4075KR

WD1685KR

청소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사용 가능한 액세서리
64mm 연장봉 72902(VT2508)
48mm 연장봉 31728(VT1708)
Vac의 도달 거리를 연장함.

64mm 바닥솔 72922(VT2514)
48mm 바닥솔 40168(VT1714)
넓은 면적 청소에 적합.

64mm 다용도 노즐 72907(VT2509)
48mm 다용도 노즐 31733(VT1709)
넓은 면적 청소에 안성맞춤.

64mm 먼지솔 72887(VT2501)
48mm 먼지솔 31718(VT1701)
어디에든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만능 솔.
64mm 틈새 공구 72932(VT2502)
48mm 틈새 공구 31723(VT1702)
좁은 곳을 청소하기에 적합.
64mm 자동차/송풍기 노즐 72937(VT2503)
48mm 자동차/송풍기 노즐 29848(VT1781)
자동차, 선박, RV 또는 밴 차량 청소에 이상적.
소음기/취출구 72927(VT2525)
운전 소음을 줄이는 용도.

오리발 노즐 26578 (VT2540)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청소.
64mm, 48mm 및 31mm 호스 크기에 맞음.
카펫 노즐 26573(VT2530)
카펫과 단단한 표면 청소용.
64mm 및 48mm* 호스 크기에 맞음.
* 3-pc 어댑터(VT2555)가 필요함
3-pc 어댑터 키트 31743(VT1755)
다양한 크기의 액세서리/호스를 함께
조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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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RIDGID 호스는 모든 RIDGID
Vac에 맞음
48mm x 2.1m의 확장 가능한 잠금 호스
54223 (VT1721)
61cm부터 2.1m까지 길이가 늘어나며, Vac에
고정하면 중단 없는 청소가 가능함.

48mm 전문가용 잠금 호스
2.4m:
64mm 액세서리에 맞음 54193 (831337-9)
48mm 액세서리에 맞음 54183 (831337-10)
3m:
64mm 액세서리에 맞음 30458 (831337-7)
48mm 액세서리에 맞음 31098 (831337-6)
부스러기로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Vac에
고정하면 중단 없는 청소가 가능함.

LIT-KR-916

64mm 습식 노즐 72912(VT2510)
48mm 습식 노즐 31738(VT1710)
액체 청소용 고무 청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