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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고의 흡입력 유지*
PowerCyclone 4단계 기술 사용

새로운 필립스 파워프로 액티브(PowerPro Active) 싸이클론 진공청소기는 PowerCyclone 4 기술로 뛰어난 청소 성능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먼지통은 청소가 간편하고 먼지 날림을 방지합니다.

강력한 청소 성능

PowerCyclone 4 기술로 먼지와 공기를 한 번에 분리

고성능 2000W 모터

깨끗한 집안 공기

EPA 필터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미세 해충을 걸러냅니다.

손쉬운 세척

먼지통을 손쉽게 비울 수 있는 첨단 먼지통 디자인

구석구석까지 닿는 인체공학적 손잡이

긴 인체공학적 손잡이로 모든 틈새 청소 가능

카펫과 가구에도 탁월한 성능

머리카락과 먼지를 25%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터보 브러시 노즐



싸이클론 진공청소기 FC8634/01

주요 제품 사양

PowerCyclone 4 기술

PowerCyclone 4 기술로 먼지와 공기가 한 번에

분리되어 공기 흐름과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다음

과 같이 효율적인 단계를 거쳐 놀라운 청소 결과가

제공됩니다. 1) 일직선의 매끄러운 공기 흡입구를

통해 공기가 빠르게 PowerCyclone으로 들어옵니

다. 2) 공기 통로가 곡선형이므로 공기가 사이클론

챔버에서 신속하게 이동해 공기 중의 먼지를 분리

합니다.

2000W 모터

2000W 모터는 최고의 성능을 위해 최대 370W

흡입력을 발휘합니다.

EPA 필터 시스템

주름 잡힌 EPA 필터는 필터 표면이 크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싸이클론 방식과 결합된 이 필터는 막

힘을 방지하고 더 우수한 성능과 긴 수명을 제공합

니다.

손쉬운 먼지통 비우기

먼지를 날리지 않고 버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먼지

통이 설계되었습니다. 독특한 모양과 부드러운 표

면 덕분에 먼지가 한쪽 면에 모여 휴지통 안으로 고

르게 떨어집니다.

매우 긴 인체공학적 손잡이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손잡이로 사용하기에 편

리합니다. 긴 손잡이가 구석구석까지 닿기 어려운

곳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터보 브러시 노즐

터보 브러시 노즐을 사용하면 카펫에서 머리카락

과 잔털을 빨리 제거할 수 있으며, 카펫 깊숙이까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회전 브러시로 미세한 먼지와

머리카락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카펫 청소 성능

이 25% 향상됩니다. 딱딱한 바닥을 청소할 경우 노

즐의 바퀴가 바닥 손상을 방지합니다.

디자인

색상: 벨루가 메탈릭

성능

입력 전원(최대): 2000 W

입력 전원(IEC): 1800 W

흡입력(최대): 370 W

진공(최대): 33 kPa

바람(최대): 37 l/s

소음 등급(Lc IEC): 80 dB

필터링

먼지 용량: 1.7 L

배기 필터: 마이크로 필터

모터 필터: EPA 10 세척 가능 필터

사용편의성

청소 가능 반경: 9 m

코드 길이: 6 m

연장관 타입: 알루미늄 연장관

운반 손잡이: 상부와 전면

연장관 결합부: 원추형

바퀴 타입: 고무

전원 제어: 제품상의 전자식

노즐 및 액세서리

표준 노즐: 다용도 노즐

추가 노즐: 풀 터보 브러시

포함된 액세서리: 틈새 노즐, 소형 노즐

액세서리 보관함: 연장관 클립

지속 가능성

포장: > 90% 재활용 재료

사용 설명서: 100% 재활용 종이

크기 및 무게

중량: 6 kg

제품 규격(LxWxH): 473x304x301 mm

* * 필립스 파워프로 컴팩트(PowerPro Compact) FC8470과

흡입력 비교(내부테스트 시행,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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