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efinition of Vacuum Cleaner
삼성 POWERGun 디자인스토리



청소기는 일상에 밀착되어 상시 활용되는 도구이자, 
사용자의 핸들링에 따라 강력함, 때로는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도구입니다. 손에 쥐는 시간이 긴 만큼 인체공학적이면서 
어떠한 공간에 두더라도 인테리어와 자연스레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청소기 디자인. 삼성 POWERGun은 
청소 시간은 물론 일상에서도 확장된 경험을 선사하며, 
청소기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청소기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사용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삼성 POWERGun의 이미지는

제품 성능에 대한 신뢰감을 완성합니다.



삼성 POWERGun은 파이프에서부터 사이클론, 필터까지 바람이 지나는 

경로를 일직 선상에 배열하여 매끄럽게 뻗어 나가는 인상을 줍니다. 

심플한 조형에 더해진 ‘Gun’ 타입의 상부 디자인은 제품의 강력함을 

직관적으로 드러냅니다.

포인트 컬러인 레드는 트리거 형상의 흡입 세기 조절 버튼과 강력한 성능의 

듀얼 액션 브러시 드럼에 적용되어 제품의  아이덴티티 역할을 합니다. 

알루미늄 파이프와 일체감 있는 메탈 실버 컬러의 바디는 전체적인 이미지에 

고급스러움과 신뢰감을 부여해 제품이 사용자의 생활 공간에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연구했습니다.
쾌적한 삶을 위한 도구인 만큼

사용자를 배려하는 도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체공학적인 관절구조

청소 시 취하게 되는 허리를 굽히는 자세나 손목을 꺾는 동작은 몸에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삼성 POWERGun에 적용된 ‘플렉스 핸들’은 

최대 50°까지 유연하게 꺾이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몸의 높낮이에 

따라 핸들 부의 각도를 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플렉스 핸들을 

적용하면 낮은 틈을 청소할 때도 허리와 손목을 굽히지 않도록 사용자 

대신 제품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설계로 인해 사용자는 큰 자세 변화 

없이 최소의 힘으로 청소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없이 최소의 힘으로 청소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섬세하게 설계된 그립감

자유로운 핸들링을 위해 핸들을 잡았을 때의 무게를 상하부로 분산시켜 

최적의 안정감을 설계했습니다. 핸들은 손바닥이 닿는 부분의 곡률을 

높여 더 부드럽게 손에 쥘 수 있으며 핸들을 잡았을 때 손이 오목해지는 

부분은 2mm 더 튀어나와 들뜨는 곳 없이 손바닥에 밀착합니다. 검지가 

닿는 곳에는 흡입 세기 조절 버튼을, 핸들 좌측에는 Flex 잠금 해제 

버튼을 배치해 한 손으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셀프 스탠딩

일상 공간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소기 하나에도 세분화된 

액세서리가 필요합니다. 삼성 POWERGun은 사용자의 신체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체 분리 시 파이프가 셀프 스탠딩 되는 안정적 구조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브러시 등 액세서리를 교체할 때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은 덜고, 성능은 더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의 

경험을 디자인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강력한 듀얼 브러쉬

청소기를 사용할 때는 자연스레 밀고 당기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청소기의 브러시는 앞으로만 회전하기에, 뒤로 당길 때는 

먼지를 튕겨내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삼성 POWERGun은 이 점에 

주목해 앞뒤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2개의 브러시를 배치, 기존의 불편은 

해결하고 성능은 향상시켰습니다. 한 번의 동작으로 2배의 청소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듀얼 액션 브러시에는 레드 포인트 컬러가 적용되어 

강력한 성능을 눈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눈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습니다. 

파워풀한 사용을 위한 배터리

무선 스틱 청소기는 배터리 용량이 중요합니다. 삼성 POWERGun은 

32.4V 대용량 배터리로 150W의 강력한 흡입 성능을 최대 80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 소진된 후에는 쉽게 배터리 탈착과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배터리 공간을 핸들 부에 두어, 강력한 성능을 시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배터리 2개 사용, 일반모드 기준



삼성전자 디자이너들은 청소기 디자인을 위해
먼저 ‘청소’를 알아가야 했습니다.

사용자의 청소 행태를 관찰하기 위해 수많은 공간을 방문했고,
반복되는 불편과 개선점을 이해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무수한 

아이디어 스케치와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완성된 삼성 POWERGun은
무엇보다 사람을 주목하고 배려한 제품입니다. 이 새로운 청소기를 통해

청소가 힘들고 귀찮은 노동이 아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기분 좋은 일상의 경험으로 변화해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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