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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9064/02 눈 깜짝할 사이에 놀라운 결과
독특한 3-in-1 액션의 TriActive 노즐

쥬얼 청소기는 빠르고 완벽한 청소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청소기입니다.

또한 한 번의 동작으로 세 가지 청소방식을 수행하는 특허받은 Tri-Active 노즐이 장착되

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깨끗하게 바닥 청소

최대 450W 흡입력을 제공하는 2000W 모터

깨끗한 집안 공기

수퍼 클린 에어 HEPA 12 필터, 99.5% 여과 기능

가구 주변도 손쉬운 청소

독특한 3-in-1 액션의 TriActive 노즐

신선하고 깨끗한 향 유지

향기조절 기능이 기분 좋은 향을 공급합니다.



먼지 봉투형 진공 청소기 FC9064/02

주요 제품 사양

2000W 모터

최대 450W 흡입력을 제공하는 2000W 모터로 보

다 효율적이고 완벽한 청소

수퍼 클린 에어 HEPA 12 필터

이 수퍼 클린 에어 HEPA 12 필터는 호흡기 알러지

를 유발하는 해로운 미세 해충을 99.5% 이상 걸러

냅니다.

향기 조절 기능

특별하고 상쾌하며 깔끔한 향을 발산하기 위해, 쥬

얼 청소기에는 조절이 가능한 향기조절 기능이 장

착되어 있습니다. 꽃향(FC8025)과 레몬 향

(FC8026)의 향기 알갱이를 별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iActive 노즐

TriActive 노즐은 한번에 세 가지 방식으로 바닥을

청소합니다. 1) 노즐 끝의 큰 흡입구가 큰 입자도 쉽

게 빨아 들입니다. 2) 노즐을 통한 최적의 공기 흐

름으로 청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양쪽의 측면

브러시가 먼지가 쌓이기 쉬운 가구와 벽 밑부분을

따라 움직여 먼지와 이물질을 청소해 줍니다.

디자인

색상: 딥 레드

필터링

먼지 봉투 종류: S-bag

배기 필터: 수퍼 클린 에어 HEPA 12 필터

먼지 용량: 3 l

노즐 및 액세서리

액세서리: 틈새 노즐, 소형 노즐

액세서리 보관함: 손잡이

표준 노즐: TriActive 노즐

성능

바람(최대): 43 l/s

입력 전원(IEC): 1800 W

입력 전원(최대): 2000 W

소음 등급(Lc IEC): 76 dB

흡입력(최대): 450 W

진공(최대): 32 kPa

사용편의성

향기 조절 기능

운반 손잡이: 전면

클린 컴포트 카세트

연장관 결합부: 버튼

먼지 봉투 교체 표시등

전원 제어: 제품상의 전자식

연장관 타입: 메탈 래커 2피스 길이 조절이 가능한

연장관

바퀴 타입: 고무

청소 가능 반경: 10 m

코드 길이: 7 m

크기 및 무게

중량: 5.7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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