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공청소기 및 시스템
물청소기

AquaTrio

 
3-in-1

Triple-Acceleration 기술

Aqua Cyclone

모든 딱딱한 바닥에 적합

 

FC7070/01

진공 청소, 물걸레질, 건조까지 한번에 해결
절반의 노력으로 시간을 최대 50%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청소기 아쿠아트리오(AquaTrio) FC7070/01는 바닥의 진공 청소, 물청소와 건조

를 동시에 해결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극세사

브러시가 먼지, 얼룩, 액체를 한 번에 완벽하게 제거하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

습니다.

탁월한 성능

독특한 Triple-Acceleration 기술로 뛰어난 세척 결과

50% 더 빠른 바닥 건조*

ECARF의 테스트로 검증된 알레르기 방지 성능

간단한 사용 및 효율성

가득찬 물탱크로 실면적 30평 아파트 청소 가능

배수 탱크 가득 찼음/물탱크 비었음을 알리는 표시등

세척 받침이 있는 자동 세척 제품

최대 50% 에너지 절감. 최대 70% 물 절약***

찬 수돗물/더운 수돗물 여부, 세제 유무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세척력

모든 딱딱한 바닥재에 적합*

지속적인 청소 성능

깨끗한 물탱크와 더러운 물탱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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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Triple-Acceleration 기술

Triple-Acceleration 기술은 동시에 세 가지 방식

의 청소를 수행합니다. – 사이클론 진공 청소: 먼지

와 오물을 효과적으로 흡입 – 물걸레질: 첫 번째 빠

른 회전 브러시가 얼룩과 액체를 효과적으로 제거

– 건조: 두 번째 빠른 회전 브러시가 남아 있는 물

기를 제거하여 건조 시간을 최대 50% 단축**

초고속 롤러 브러시

부드럽지만 강력한 극세사 브러시가 1분에 6,700

번 회전하며 먼지와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틈새 세척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바닥 세척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청

소 시 걸레에 흡착된 먼지와 물을 배수 탱크로 운반

하고 깨끗한 물로 걸레를 세척하는 자동 세척이 청

소 중에 이루어집니다. 최상의 청소 성능을 유지하

려면 6개월~1년에 한번씩 아쿠아트리오(AquaTrio)

브러시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아쿠아트리오(AquaTrio)는 수돗물만으로도 뛰어난

청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원하

는 세제를 넣을 수 있으며, 찬물과 더운물 등 원하

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0평 아파트 청소 가능

700ml 물탱크를 단 한 번만 채우면 실면적 20평

이상의 마루 바닥을 닦을 수 있어 소량의 물로 넓은

면적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물탱크 수위 표시등

배수 탱크가 가득 차 비워야 할 경우 LED 표시등

이 들어오고, 물탱크가 비어 채워야 할 경우 표시등

이 깜박거립니다. 이 때 제품은 작동을 멈춥니다.

자동 세척 제품

매번 필립스 진공청소기를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

다. 필립스 아쿠아트리오(AquaTrio)에는 자동 헹굼

기능이 있습니다. 특수 세척 받침에 제품을 올려 놓

고 수돗물 한 컵을 부은 후 스위치를 켜고 몇 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에너지 50%/물 70% 절약***

불과 450W 에너지 사용으로 진공청소기와 비교

시 에너지 소비량이 최대 50% 절약됩니다. 또한 물

걸레질을 할 때보다 물 사용량이 70% 줄어듭니다.

모든 딱딱한 바닥재용**

목재, 마루, 라미네이트, 비닐 및 리놀륨, 세라믹 및

타일, 대리석 및 천연 석재 등 물청소에 적합한 모

든 딱딱한 바닥재에 적합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물탱크들

깨끗한 물탱크와 더러운 물탱크가 구분되어 있어

항상 깨끗한 물로 청소할 수 있고, 모든 먼지 및 알

레르겐은 더러운 물탱크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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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노즐 및 액세서리

포함된 액세서리: 세척 받침

노즐 폭: 320mm

사용편의성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손잡이

앞뒤로 이동

청소 가능 반경: 8.5 m

청소 중 브러시 교체: 필요 없음

물탱크 용량(최대): 0.65 l

물탱크: 보충 표시등: 예, LED 표시등

코드 길이: 8 m

사용 가능한 세제: 세제 또는 물만 사용

배수 탱크: 가득 참 표시등: 예, LED 표시등

배수 탱크 용량(최대): 0.8 l

필터 청소: 없음

전원 공급 장치: 유선

시작 시간: 즉시

목재 및 마루 사용

탱크당 청소 면적: 60m2 이상

성능

청소 기술: Triple-Acceleration 기술

물걸레 부분: 극세사 회전 브러시 2개

입력 전원(IEC): 최대 500 W

기계 동력: 6700rpm

지속 가능성

에너지 효율

필터링

필터 시스템: 사이클론. 세척할 필터 없음

크기 및 무게

제품 규격(LxWxH): 305 x 320 x 1150 mm

포장 크기(LxWxH): 790 x 390 x 395 mm

중량: 7.3 kg

포장을 포함한 중량: 10.8 kg

* *물걸레질에 적합

* ** 2200W 진공 청소기와 일반 걸레를 사용하여 청소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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