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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력한 성능과 20% 더 조용해진 소리*

필립스 사운드 전문가 설계

필립스 에센셜 케어 드라이어는 적합한 출력 및 케어 기능을 갖추면서도 HP4961/22 모

델 대비 20% 더 조용한* 저소음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강력하고 간편한 드라이를

즐겨 보세요.

편리한 사용

사용이 편리한 컴팩트한 디자인

유연성 극대화를 위한 1.8m 코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간편한 보관 고리

원하는 곳에만 바람을 불어넣는 집중 노즐

더 조용해진 저소음 드라이 설계

아름답게 스타일링된 헤어

1600W의 부드러운 드라이

부드러운 드라이를 위한 3단계 속도 설정

스타일을 고정시켜주는 쿨샷

모발 보호 온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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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더 조용해진 저소음 드라이

공기의 흐름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된 흡입구와 드

라이어의 형태 및 크기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율적

인 드라이가 가능해졌습니다. 1600W 출력의 필립

스 에센셜 케어는 HP4961/22 모델 대비 소음이

20%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강력하고 간편한 드라

이를 즐겨 보세요.

컴팩트한 디자인

컴팩트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채용한 제품으

로 가볍고 조작이 간편하며, 특히 보관이 편리한 드

라이어입니다.

집중 노즐

집중 노즐이 정교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도록 공기

의 흐름을 모읍니다. 머리를 다시 손질하거나 스타

일을 고정할 때 적합합니다.

간편한 보관 고리

손잡이 받침대에 있는 고무 처리된 고리를 사용해

가정이나 호텔에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1.8m 코드

1.8m 코드

1600W의 부드러운 드라이

이 1600W 헤어 드라이어는 매일 아름다운 스타일

을 연출하기 위해 최적 수준의 공기 흐름과 부드러

운 드라이를 제공합니다.

모발 보호(Thermo Protect) 온도

모발 보호 (ThermoProtect) 온도 설정은 최적의 드

라이 온도를 제공하고 과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해

줍니다. 동일한 파워의 바람으로 최상의 모발 관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속도 설정

3단계의 사전 선택 속도/온도 조합을 통해 빠르고

쉽게 완벽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을 고정시켜주는 쿨샷

전문가용 드라이기의 필수 설정인 쿨샷은 차가운

공기를 강력하게 분사함으로써 스타일링 후 스타

일을 고정 및 마무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

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필립스는 친환경

을 위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

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의 개선함

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헤어 드라이어 BHD002/09

사양

특징

디퓨저: 아니요

이중 전압: 아니요

접이식 손잡이: 아니요

걸고리

이온 컨디셔닝: 아니요

액세서리 개수: 1

여행용 파우치: 아니요

세라믹: 아니요

쿨샷

노즐 / 집중 노즐

서비스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기술 사양

색상/마감: ABS 고광택 및 무광

진동 횟수: 50-60 Hz

모터: DC 모터

전압: 220V

전력: 1600 W

코드 길이: 1.8 m

소비전력: 1600 W

중량 및 크기

A-box 크기: 594 x 343 x 206mm

A-box 중량: 530g

제품 크기: 274 x 78 x 174mm

제품 중량(박스 제외): 425g

F-box 중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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