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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와 진드기 제거

알러지 유발 물질 제거

부드러운 표면

450W

 

FC6230/02 먼지 및 진드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
알레르기 없는 집안 환경

필립스 진드기 청소기는 쉽고 효과적으로 부드러운 표면의 먼지와 진드기를 제거해 줍니

다. 부드러운 표면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

기 없는 집안 환경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감소시켜주며, 자외선 라이트가 장착되

어 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 간편한 사용

먼지통이 올바르게 장착됐는지 알려주는 경고등

4m까지 닿을 수 있는 코드

간편한 조작으로 먼지통의 먼지를 빠르게 배출

제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소형 브러시

안전한 자외선 살균 기능

자외선 살균 기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3개의 안전 센서

필립스 자외선 살균 기능 포함

먼지 및 진드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청소 모드

먼지가 다시 배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EPA 12 필터

강력한 450W 모터로 먼지 및 진드기 제거

집 안 침구류 청소에 적합

먼지를 흡입하는 강력한 진동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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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자동 UV 라이트 차단

3개의 안전 센서가 제품이 표면과 닿아 있는지 여

부를 감지한 뒤 UV 라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언제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합니다.

청소 모드 선택

3개의 다양한 모드를 통해 특정 표면에 적합한 설

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청소 목적에 맞춰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 센서

경고등으로 먼지통이 올바르게 장착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닿음

4m 길이까지 손쉽게 닿을 수 있습니다.

EPA 필터

EPA 12 필터는 배기 필터링 시 미세 먼지의 99.5%

를 잡아냅니다. 먼지통 내에 먼지를 안전하게 보관

하므로 2차 오염이 방지됩니다.

필립스 자외선 살균 기능

필립스 자외선 살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진공 모터

강력한 450W 모터와 8.2cm 흡입관이 함께 사용

되어 부드러운 표면의 먼지와 진드기를 효율적으

로 제거하고 집안의 알러지 유발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용 소형 브러시

제품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소형 브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침구류에 적합

침대, 소파, 봉제 인형, 쿠션 등과 같이 알러지가 발

생하기 쉬운 가정용 침구류의 먼지와 알러지를 효

율적이고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진동 패드

3개의 패드가 3600rpm의 속도로 진동하여 침구

류 내부의 먼지와 이물질을 강력하게 흡입합니다.

손쉬운 먼지통 비우기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먼지통이 제공되어 간단

하고 위생적으로 비워낼 수 있습니다.

BAF(British Allergy Foundation)

승인이 제품은 알러지, 민감함, 과민증 증상을 관리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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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성능

입력 전원(IEC): 450 W

펀치 속도: 3600 rpm

사용편의성

코드 길이: 4 m

먼지 봉투 교체 표시등

디자인

색상: 화이트

필터링

배기 필터: EPA 12 필터

모터 필터: 마이크로 필터

노즐 및 액세서리

포함된 액세서리: 브러시

크기 및 무게

제품 규격(LxWxH): 425 x 300 x 190 mm

중량: 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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