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클렌징 팟 카트리
지

 
2개입

최대 6개월 간 위생적인 면도 가능

무선 클렌징 팟 호환

 

CC12/51

매일 위생적으로 면도하세요.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10배 더 효과적입니다.*

면도할 때마다 무선 클렌징 팟을 사용하면 잘린 수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언제

나 면도기를 새것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클렌징 팟을 사용하여 면도기를 세척하

면 물로만 세척했을 때보다 10배 더 깨끗해집니다.

1분 만에 완벽한 세척

필립스만의 위생적인 포뮬러 + 멀티 그리드 필터

카트리지는 최대 3개월까지 효과가 지속됩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위생적으로 면도할 수 있습니다.

무선 클렌징 팟 호환

액티브 윤활

최상의 면도기 성능 유지를 위한 윤활 효과

상쾌한 향

깨끗한 면도를 위한 상쾌한 향

피부에 자극이 적은 성분

완전 무알콜 성분



무선 클렌징 팟 카트리지 CC12/51

주요 제품

꼼꼼하게 세척하기

멀티 그리드 필터와 결합된 필립스만의 위생적인

포뮬러는 잘린 수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물로

만 세척했을* 때보다 10배 더 청결하고 박테리아

증식을 99.9%** 예방합니다.

액티브 윤활

활성 윤활 성분이 풍부한 이 세척액은 마찰과 마모

로부터 쉐이빙 헤드를 보호하고 면도기의 성능을

오랫동안 최상으로 유지해 줍니다.

상쾌한 향

세척액의 특별하고 상쾌한 향기는 면도하는 동안

깨끗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적은 성분

완전 무알콜 성분으로 만들어진 피부 친화적인 세

척액은 피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오랜 지속성

각 필립스 세척 카트리지는 매일 사용하는 경우 약

30회, 주 1회 사용 시 최대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 하나로 한 계절 내내 청결하고

위생적인 면도가 가능합니다.

6개월 용량

2개입 카트리지로 6개월 동안 상쾌한 면도를 즐기

세요.

무선 클렌징 팟 전용

이 카트리지는 필립스 무선 클렌징 팟과 호환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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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구성품

카트리지: 2개

용량

카트리지: 2x5.41fl oz / 2x160ml

 

* 카트리지에 세척액을 사용했을 때와 물을 사용했을 때 면도

이물질 비교

* * 검사 결과는 타사 검사 기관의 실험실 조건에서 1분 사용 후

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카트리지를 사용하면 황색포도구

균 및 칸디다 알비칸스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

다. 황색포도구균 예방 효과는 9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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