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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이 애용하는 먼지 봉투
우수한 필터링으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S-bag은 모든 필립스 및 Electrolux 제품군(Electrolux, Volta, Tornado, AEG-Electrolux)의 먼지 봉투형 진공 청소기에

적합한 표준형 먼지 봉투입니다. HEPA 항알러지 S-bag은 HEPA 10단계의 필터 성능을 제공하여 먼지에 민감한 분들에

게 최적입니다.

고성능 필터링

ECARF 품질 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HEPA 10 단계를 적용한 우수한 필터링

향상된 성능

최적의 성능 및 필터링을 위한 합성 섬유

15% 더 커진 용량으로 더 길어진 제품 수명

뛰어난 내구성으로 더욱 강력한 청소 효과

표준 규격, 편리한 교체

범용 표준 규격으로 간편한 선택

간편한 처리를 위한 위생적인 밀폐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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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사양

ECARF 품질 인증

필립스 HEPA 항알러지 S-bag은 ECARF 품질 인

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S-bag의 우수한

필터 성능을 입증합니다. ECARF 품질 인증은 알러

지 환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이들

이 올바른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일조하고

자 시작되었습니다.

범용 표준 규격

필립스 S-bag은 모든 필립스 및 Electrolux 제품군

(Electrolux, Volta, Tornado, AEG-Electrolux)의

진공 청소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먼지 봉

투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S-bag을 선택하십시오.

위생적인 밀폐형 시스템

필립스 S-bag의 특허 받은 밀폐형 시스템으로 안

에 들어있는 먼지를 흘리지 않고도 먼지 봉투를 쉽

고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사양

먼지 봉투 수량: 4

사용 가능한 제품

AirStar: FC8220 - FC8229

City-Line: FC8400 - FC8439, HR8368 -

HR8378

EasyLife: FC8130 - FC8139

Expression: FC8600 - FC8629, HR8300 -

HR8349

HomeHero: FC8910 - FC8919

Impact: FC8350 - FC8399, HR8350 -

HR8367

Jewel: FC9050 - FC9079

Mobilo: FC8500 - FC8579

Performer: FC9150 - FC9179

파워라이프: FC8450 - FC8459

SilentStar: FC9300 - FC9319

SmallStar: FC8230 - FC8260

Specialist: FC9100 - FC9139

Studio(Power): FC9080 - FC9089

Universe: FC9000 - FC9029

...: FC8200 - FC8219

Electrolux 제품군: Electrolux 먼지 봉투형 진공

청소기, Tornado 먼지 봉투형 진공 청소기,

Zanussi 먼지 봉투형 진공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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