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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먼지도 없이 말끔하게
최대 99.9%의 모든 먼지를 잡아내는 다중 필터

Expression 모델을 통해 공기 중의 꽃가루, 홀씨, 알러지를 효과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

니다. 물세척이 가능한 HEPA 12 필터와 S-bag Clinic의 결합으로 최대 99.9%의 모든 먼

지 미립자를 제거합니다.

탁월한 청소 성능

최대 350W 흡입력을 제공하는 1800W 모터

깨끗한 집안 공기

99.5%를 걸러내는 물세척용 HEPA 12 필터

모든 먼지를 안전하게 흡입하는 먼지 봉투

99.9%의 모든 먼지를 잡아주는 위생적인 S-bag Clinic

먼지 봉투의 위생적인 처리

먼지를 만질 일이 없는 독특한 클린 컴포트 카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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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사양

1800W 모터

완벽한 청소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 350W 흡입력

을 제공하는 1800W 모터

물세척 가능한 HEPA 12 필터

물세척이 가능한 HEPA 12 필터는 호흡기 알레르

기를 유발하는 해로운 미세 해충을 99.5% 이상 걸

러냅니다.

S-bag Clinic - 알러지 방지

먼지 봉투는 꽃가루, 홀씨,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

을 최고 99.9% 이상 걸러내 알러지가 있는 사용자

에게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클린 컴포트 카세트

특허받은 먼지 봉투 홀더로, 먼지 봉투 폐기시 먼지

가 손에 닿지 않습니다.

 

디자인

색상: 더치 블루

성능

입력 전원(최대): 1800 W

입력 전원(IEC): 1600 W

흡입력(최대): 350 W

진공(최대): 30 kPa

바람(최대): 40 l/s

소음 등급(Lc IEC): 82 dB

필터링

먼지 용량: 3 l

먼지 봉투 종류: S-bag Clinic 알러지 방지

배기 필터: 수퍼 클린 에어 HEPA 12 세척 가능 필

터

모터 필터: 3중

사용편의성

청소 가능 반경: 10 m

연장관 타입: 메탈 래커 2피스 길이 조절이 가능한

연장관

운반 손잡이: 전면

먼지 봉투 교체 표시등

클린 컴포트 카세트

결합: 원추형

보관용 지지대: 뒷면 및 바닥면

바퀴 타입: 플라스틱

전원 제어: 제품상의 전자식

코드 길이: 7 m

노즐 및 액세서리

표준 노즐: 다용도 노즐

액세서리: 틈새 노즐, 소형 노즐

액세서리 보관: 연장관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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