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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빗질, 윤기 나는 머릿결
이제 새로운 필립스 이온 스타일링 브러쉬로 언제 어디서나 부드럽고 윤기 나는 머릿결

을 가꿀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스타일링된 헤어

이온 케어로 부드럽고 빛나는 머릿결

편리한 사용

표면이 최적화된 브러쉬 솔 쿠션은 사용하기 편합니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브러쉬 쿠션은 분리형이므로 세척이 간편합니다.

액세서리로도 훌륭한 작고 귀여운 디자인

퀵 스타트 배터리

모발 손상 최소화

매끄러운 라운드 브러쉬 솔 팁이 모발 및 두피에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이온 스타일링 브러쉬 HP4588/00

주요 제품 사양

이온 케어

정전기는 어디서나 발생하지만 건조한 날이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쉽게 곱슬거리고 지저

분해집니다. 이 성가신 문제를 간편히 해결하기 위

해 이온 스타일링 브러쉬를 개발했습니다. 이온기

에서 음이온을 생성하여 정전기의 양전하를 중화

시켜줍니다. 덕분에 곱슬거림이 완화되고 즉시 모

발의 윤기와 부드러움이 회복됩니다. 이온을 확산

시키기 위해, 쿠션을 이온기 가까이에 두어서 머리

를 빗으면 이온이 더 효율적으로 머리카락 사이로

전달됩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윤기있는 머리결

을 유지하세요.

부드러운 브러쉬 솔

모든 브러쉬 솔 팁 부분은 매끄럽게 되어 있어 두피

의 긁힘이나 사용 중 모발 엉킴을 방지합니다. 둥근

형태의 특수한 팁 부분은 닿는 면적이 더 넓으므로

민감한 두피에 더욱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브러쉬 쿠션

최적으로 설계된 브러쉬 솔 쿠션을 사용하면 힘이

더 고르게 분배되며 머리의 곡선에 자연스럽게 밀

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편안합니다. 컴팩트한

크기로도 머리결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부드러운 헤어 마사지로 언제 어디서든 윤

기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귀여운 디자인

컴팩트한 크기의 브러쉬는 메이크업 파우치 및 작

은 가방에도 딱 맞는 크기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

면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실

루엣과 매끈한 외관에 작고 여성적인 느낌으로 단

순한 브러쉬가 아닌 특별한 액세서리 역할 뿐만 아

니라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손잡이가 있는 브러쉬를 찾고 있다면 다른 브러쉬

를 찾을 필요 없이 필립스 이온 스타일링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립스는 언제나 사용자를 고

려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매끈하고 인체공학적인

곡선형 케이스는 여성의 손에 딱 맞아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브러쉬 쿠션

브러쉬 쿠션은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

로 물에 세척하여 브러쉬 솔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로 아름다운 헤어

스타일링을 빠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전압: 1.5 V

배터리: AAA 배터리 1개

액세서리

액세서리: AAA 배터리 1개

디자인

색상: 화이트 및 핑크

그래픽: 라일락 가든

LED 색상: 화이트

제품 크기: 12(L) x 6.5(W) x 4(H) cm

특징

브러쉬 솔 쿠션: 분리형, 방수 제품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

화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필립스는 친

환경을 위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을 개

선함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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