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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최고의 청소 성능
오래 지속되는 흡입력을 갖춘 무선 투인원(2-in-1)

필립스 데일리 듀오(DailyDuo) 무선 진공청소기로 매일 상쾌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선이 없어 매우 편리하며, 분리되는

핸디형 청소기를 이용해 바닥은 물론 가구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빠르게 청소를 끝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청소 성능

뛰어난 흡입력을 보장하는 강력한 16.8V 배터리

최적의 필터링 시스템

최적의 필터링을 위한 2단계 백리스 싸이클론 방식

필터의 긴 수명을 위한 싸이클론 HEPA 필터 시스템

다기능 투인원(2-in-1)

투인원(2-in-1) 기능으로 바닥 및 가구 청소 가능

핸디형 청소기의 간편한 분리를 위한 QuickDraw 분리 시스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자동 전원 차단 충전 시스템

어디든지 편리하게 세워서 보관 가능

어디서나 편리하게 거치대 없이 세워서 보관 가능

어디든지 청소 가능

어디든지 청소 가능한 무선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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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강력한 16.8V 배터리

뛰어난 흡입력을 보장하는 강력한 16.8V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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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클론 HEPA 필터 시스템

주름 잡힌 HEPA 필터는 필터 표면이 크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싸이클론 방식과 결합된 이 필터는 막

힘을 방지하고 더 우수한 성능과 긴 수명을 제공합

니다.

투인원(2-in-1) 기능

투인원(2-in-1) 기능으로 스틱형과 핸디형 진공 청

소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바닥은 물론 가구까지 깨

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QuickDraw 분리 시스템

QuickDraw 분리 시스템으로 한 손으로 쉽게 스틱

또는 핸디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원 차단 충전 시스템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자동 전원 차단 충전 시

스템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므로, 시스템이 에

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거치대 없이 세워서 보관 가능

스틱은 핸디형 청소기를 부착 또는 제거한 상태로

똑바로 세워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중이라도 어디든 세워둘 수 있습니다.

iF / Product design award 2011

iF product design award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

로, 디자인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그 중요

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및 사업가를 포

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20명 이상의 배심원

들이 비판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수상 제품을 선

택합니다. 2,756개의 제품이 출품된 경쟁에서

DailyDuo가 디자인 부문의 수상 제품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iF / Product design award 2011

iF product design award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

로, 디자인 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그 중요

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및 사업가를 포

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20명 이상의 배심원

들이 비판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수상 제품을 선

택합니다. 2,756개의 제품이 출품된 경쟁에서

DailyDuo가 디자인 부문의 수상 제품으로 선정되

었습니다.

2011 RedDot design award 수상

RedDot은 최고의 디자인을 위한 상입니다.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단연 돋

보이는 제품만이 국제 배심원들로부터 품질 인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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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디자인

색상: 오이스터 실버

디자인 요소: 반투명 먼지함

필터링

먼지 용량: 0.5 L

필터 시스템: 싸이클론 HEPA 필터 시스템

노즐 및 액세서리

포함된 액세서리: 브러시, 틈새 노즐

액세서리 보관함: 충전대

기타 액세서리: 충전대

성능

바람(최대): 850 l/min

배터리 유형: NiMH

배터리 전압: 16.8 V

충전 시간: 7 시간

입력 전원(최대): 100 W

소음 등급(Lc IEC): <84 dB

작동 시간: 20 분

흡입력(최대): 17 W

진공(최대): 4 kPa

크기 및 무게

A-box 크기(LxWxH): 465 x 245 x 640 mm

A-box당 제품 수: 2

포장 크기(LxWxH): 225 x 235 x 625 mm

중량: 3.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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