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세탁기/건조기
호텔/리조트, 대학교 기숙사, 병원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대용량 프리미엄
세탁&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용량으로 더욱 넉넉하게

초스피드로 더욱 신속하게

이불이나 많은 양의 빨래도
한번에 세탁과 건조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세탁물도 신속하게
세탁과 건조할 수 있습니다.

코인세탁 서비스를 위한

세련된 인테리어의 완성

상하/좌우 원하는 위치에 코인
기를 간편하게 결합할 수 있어,
코인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의 우아함이 돋보이는
빅도어(Big Door)와 매혹적인
크리스탈 블루 디자인은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세탁 17kg / 건조 11kg

간편한 코인기 결합

(※코인기 설치는 선택사항임)

세탁 38분 / 건조 45분

※표준세탁/표군 건조 기준

크리스탈 블루 디자인

삼성전자의 동의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B2B 세탁기 WF17M9100KG

17Kg
38분
※표준세탁 기준

대용량 17Kg / 38분 초스피드

빠르고 깨끗하게 버블세탁

17Kg 대용량으로 이불이나 많은 양의 빨래도
38분내에 빠르게 세탁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이용 고객의 만족을 높여드립니다

세제가 잘 녹아든 미세한 버블이 옷감 사이
사이까지 빠르게 흡수되며 얼룩을 지워주고,
강력한 워터샷을 쏘아 묵은 때까지 한번 더
확실히 제거해줍니다.

스월 드럼으로 더욱 강력하게

드럼 라이팅으로 내부를 환하게

빨래판 같은 입체적인 스월드럼 구조로 더욱
강력하게 세탁하며 촘촘한 드럼 구멍 사이즈로
세탁 시에도 옷감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내부의 작은 세탁물이라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세탁기 내 Drum Light가 내부를 밝게
비추어 줍니다.

간편한 코인기 결합

세련된 크리스탈 블루 디자인

간편한 코인기 결합이 가능하여 호텔, 기숙사
등 다양한 곳에서 셀프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블루 컬러의 빅 도어(Big Door)로
인테리어에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삼성전자의 동의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B2B 건조기 DV11M9100KG

11Kg
45분
※표준건조 기준

대용량 11Kg / 45분 초스피드

설치가 자유로운 양방향 도어

11Kg 대용량으로 이불이나 많은 양의 빨래도
45분 내에 빠르게 건조하여 에너지 절약은
물론 이용 고객의 만족을 높여드립니다.

좌우 열림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양방향 도어로
설치 환경에 맞게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터 체크 / 배기구 체크 알람

사용이 편리한 디스플레이 키트

배기구센서는 청소가 필요하거나 이물질이
있을 때 신속하게 알려주며 필터 체크는 필터
청소 시기를 알려주어 항상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조기 하단에 디스플레이 키트가 있어
상하 직렬 설치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코인기 결합

세련된 크리스탈 블루 디자인

간편한 코인기 결합이 가능하여 호텔, 기숙사 등
다양한 곳에서 셀프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블루 컬러의 빅 도어(Big Door)로
인테리어에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삼성전자의 동의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장을 위한 B2B 세탁기/건조기

숙박
호텔, 리조트 등 휴양 및 비즈니스 출장객을
위한 프리미엄 laundr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의료
대용량 세탁/건조가 가능하여 대학교 기숙사,
병원 등에서의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서비스업
피트니스, 헤어샵 등에서 대량으로 발생되는
세탁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의 동의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SPEC

모델명

기본
사양

외관
사양

주요
기능

모델명

WF17M9100KG

DV11M9100KG

색상

챠콜그레이

색상

챠콜그레이

전원

220V 60Hz

전원

220V 60Hz

세탁용량

17 kg

건조용량

11 kg

소비전력

800W

건조타입

전기

무게

121 kg

소비전력

4700W

크기(가로x높이x깊이)

762x1,083x826 mm

무게

72 kg

도어 타입

크리스탈블루

크기(가로x높이x깊이)

762x1,083x813 mm

디스플레이

도어 타입

크리스탈블루

LED

디스플레이

LED

드럼 패턴

스월 드럼

양방향 도어

있음

버블

있음

섬세

있음

초강력 워터샷

2개

표준 건조

있음

표준 세탁

있음

강력 건조

있음

강력 세탁

있음

합성 섬유

있음

드럼라이트

있음

기본
사양

외관
사양

주요
기능

울/란제리

있음

드럼라이트

있음

필터

있음

초정밀 진동저감 시스템

볼밸런스+초정밀센서

필터 체크 알람

있음

3중 안전도어

있음

배기구 체크 알람

있음

※ 상기 Spec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Spec은 변경될 수 있음
삼성전자의 동의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치가이드
단독 설치시

병렬 설치시

※ 해당 제품의 경우, 물통 무게로 인한 PL 이슈 가능성으로 제품 안에 물통 미제공, 배수 호스 사용 필요. 실내 설치 원할 경우, 수납합 활용 물통 제품 추가 구매 필요.
양방향 도어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 단차(바닥면 높이차)가 있는 위치에 설치 할 경우, 최소 855mm 깊이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 필요, 공간 깊이가 부족할 경우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세탁기 전면 바닥을
받힐 수 있으나, 해당 방안까지 어려운 경우 설치 불가.

직렬 설치시

※ 드럼 16kg 이상부터 설치 가능, 24” 스태킹 설치 가능 . 동일 타사 드럼 사용자 or 15kg 이하 당사 드럼 사용자의 경우 앵글로 설치 가능
※ H 치수의 경우 권장 사항이며, 일부 층고가 낮은 주택의 경우 D치수 참고하여 설치 가능 여부 판단 필요. (층고 미 확인에 대한 부분은 당사 책임이 아님)

삼성전자의 동의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제 3자에게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입부터 유지보수까지 체계적인 관리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운영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별도 협의 필요

기업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렌탈, 할부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사의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렌탈금융

렌탈금융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삼성전자 제품 구입 시, 12~60
개월 동안 렌탈료 납부로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렌탈계약 종료 시 제품 소유권이
고객에게 자동이전되는 금융상품입니다.

할부금융

할부금융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삼성전자 제품 구입 시, 3~36
개월 동안 할부로 결제 및 상환 가능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용자 수수료

초기 투자비용 절감

할부금

[ 옵션 ]

현금구입 대비 자금부담 완화
 구배비용 분납으로 안정적 사업운영


장기 분할납부


렌탈기간 12~60개월까지 장기납부 가능

非대출상품


고객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어 고객활용도가
높으며, 월렌탈료 세금계산서 처리가능

초기 투자비용 절감
현금구입 대비 자금부담 완화
 구매비용 장기저리 분납으로 안정적 사업운영


합리적 할부기간


최소 3개월 ~ 최대 36개월까지 합리적으로
할부기간 선택 가능

※ 렌탈/할부 금융프로그램은 업무제휴 금융사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며, 고객별 금융혜택 제공 가능유무는 해당 금융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