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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H777/09 손쉽게 만드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링

뒷머리까지 완벽하게

필립스의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러로 쉽고 완벽하게 뒷머리까지 아름다운 컬을 만

들 수 있습니다. 특수한 튤립 모양의 열판이 스타일링하는 동안 모발을 잡아주므로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도 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스타일링된 헤어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디자인

200°C의 전문가용 스타일링 온도

편리한 사용

한 손으로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자동 클립

슬림형 손잡이 및 휴대하기 편한 작은 크기

더욱 안전한 사용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모발에 부드럽게 사용

보호용 세라믹 코팅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러 BHH777/09

주요 제품 사양

튤립 모양

필립스의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러는 특수한

튤립 모양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스타일리쉬하면

서도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어 냅니다.

원터치 클립과 컬

필립스의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러 클립 및

컬 판은 스타일링 중에도 자동으로 모발을 잡고 유

지해주므로 한 손으로 한 번만 움직여도 컬을 완성

할 수 있습니다.

화상 방지 디자인

스타일링 열판이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벼운 컴팩트형

필립스의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러는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컴팩트한 크기입니

다. 슬림형 손잡이 및 작은 크기로 휴대하기에도 좋

습니다.

보호용 세라믹 코팅

컬러 열판에 모발 보호를 위한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 열이 균일하게 분배되고 모발 손상이 최소화

됩니다.

200°C의 스타일링 온도

200°C의 전문가용 온도로 두꺼운 모발에도 좋은

결과를 보장하면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기술 사양

온도: 200 °C

열판 크기: 20X70

코드 길이: 1.8 m

가열 시간: 30 초

히터 종류: PTC

전압: 110-240 V

진동 횟수: 50-60 Hz

특징

특수한 튤립 모양

원터치 클립과 컬

가벼운 컴팩트형

화상 방지 디자인

세라믹 코팅

모발 타입

결과: 자연스러운 컬

모발 길이: 롱 타입, 일반, 짧은 머리

서비스

2년 무상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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