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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청소 효과를 보장하는 강력한 핸디형 진공 청소기
백리스 싸이클론 방식 및 공기 역학 노즐

강력한 필립스 핸디형 7.2V 진공 청소기로 탁월한 청소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백리스 싸이클론 방식 및 2중 필터 시

스템이 지속적인 성능을 보장하며 공기 역학 노즐 설계로 우수한 먼지 흡입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파워

강력한 7.2V 니켈수소 배터리

탁월한 청소 효과

더 효과적인 청소를 위한 공기역학 노즐 설계

최적의 필터링 시스템

최적의 필터링을 위한 2단계 백리스 싸이클론 방식

편리한 사용

최적의 그립감을 위한 고리형 손잡이

손쉽게 비울 수 있는 원터치 분리 노즐

간편한 사용

벽면 및 탁상용 슬림 충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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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사양

원터치 분리 노즐

필립스 핸디형 진공 청소기는 쉽고 간편하게 먼지

통을 비울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터치 분리 노즐이 있어 손에 먼

지를 묻히지 않고도 먼지를 쉽게 비울 수 있습니다.

벽면 및 탁상용 슬림 충전대

필립스 핸디형 청소기를 벽에 걸거나 테이블에 두

는 충전대에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충전식 배터리를 내장한 핸디형 청소기를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백리스 싸이클론

필립스 백리스 싸이클론 방식은 내부 먼지를 회전

시켜 최적의 강력한 흡입력과 지속적인 청소 성능

을 보장해줍니다. 2중 필터 시스템은 한번 들어간

먼지가 나오지 못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필터는 대

부분의 먼지를 차단해주고, 두 번째 필터가 그보다

작은 먼지 미립자를 잡아줍니다.

공기 역학 노즐 설계

필립스 핸디형 진공 청소기는 공기 역학 노즐 설계

로 아주 작은 미세 먼지도 빨아들이는 최적의 먼지

흡입력을 보장합니다. 인체공학적 형태의 노즐을

사용하면 잘 닿지 않는 공간까지 청소할 수 있습니

다.

편안한 손잡이

필립스 핸디형 진공청소기는 고리형 손잡이를 사

용하여 편안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으

로 핸디형 진공청소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7.2V 니켈수소 배터리

강력한 7.2V 니켈수소 배터리

디자인

색상: 딥 레드

디자인 요소: 반투명 먼지함

필터링

먼지 용량: 0.5 L

필터 시스템: 2단계 싸이클론 액션

노즐 및 액세서리

기타 액세서리: 충전대

성능

바람(최대): 840 l/min

배터리 전압: 7.2 V

충전 시간: 16-18 시간

입력 전원(최대): 87 W

소음 등급(Lc IEC): 78 dB

작동 시간: 9 분

흡입력(최대): 17 W

진공(최대): 3.9 kPa

사용편의성

특수 기능: 충전 표시, 부드러운 핸들

크기 및 무게

A-box 크기(LxWxH): 508 x 335 x 490 mm

A-box당 제품 수: 6

포장 크기(LxWxH): 460 x 160 x 160 mm

중량: 1.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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