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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이동
강력하고 컴팩트하며 가벼운 진공 청소기

필립스 SmallStar를 이용해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진공 청소기는

작고 가벼워 다루기가 용이하고 강력한 성능과 HEPA 필터를 통해 청소 효과를 높여줍니

다.

편리한 조작 및 보관

컴팩트한 크기로 조작 및 보관이 편리

간편한 운반

경량 설계로 손쉬운 운반 가능

두 개의 편리한 운반용 손잡이로 간편한 운반

탁월한 청소 효과

뛰어난 청소 효과를 위한 강력한 흡입력

편리한 조작

편리한 조작을 위한 대형 고무 바퀴

미세 먼지까지 여과하는 필터

미세 먼지까지 여과하는 클린 에어 HEPA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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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사양

컴팩트한 크기

컴팩트한 크기의 진공 청소기로 조작이 간편하고

사용 후 보관이 편리합니다.

경량

청소기 무게가 가벼워 운반이 편리합니다.

강력한 흡입력

뛰어난 청소 효과를 위한 강력한 흡입력

대형 고무 바퀴

대형 바퀴가 달려 있어 문지방같은 장애물을 손쉽

게 통과할 수 있고, 부드러운 고무 재질이므로 마루

표면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간편하게 청소

하세요.

운반용 손잡이 두 개

전면과 상단에 운반용 손잡이가 하나씩 달려 있어,

사용 전후에 운반하기가 좋습니다.

클린 에어 HEPA 필터

고효율 미립자 에어 필터가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

를 걸러내어 더 많은 먼지를 잡아냅니다.

 

디자인

색상: 일렉트릭 오렌지

필터링

배기 필터: 클린 에어 HEPA 필터

필터 유형: HEPA

먼지 용량: 1 l

노즐 및 액세서리

액세서리: 브러시, 틈새 노즐, 소형 노즐

표준 노즐: 다용도 노즐

성능

바람(최대): 34 l/s

입력 전원(IEC): 1600 W

입력 전원(최대): 1800 W

소음 등급(Lc IEC): 82 dB

흡입력(최대): 275 W

진공(최대): 30 kPa

사용편의성

연장관 결합부: 원추형

전원 제어: 제품상의 전자식

연장관 타입: 2단 길이 조절이 가능한 메탈 연장관

바퀴 타입: 고무

청소 가능 반경: 9 m

코드 길이: 6 m

크기 및 무게

포장 크기(LxWxH): 340 x 258 x 218 mm

중량: 4.2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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