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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토르말린 열판

길어진 열판(100mm)

210C 전문가용 온도

 

HP8323/09

매끄럽게 반짝이는 머릿결
100mm의 긴 열판 장착

새로워진 에센셜 케어 스트레이트너의 더욱 길어진 열판은 쉽고 빠른 사용을 위해 특별

히 설계되어 모발에 부드럽게 작용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원하는 윤기나는 스트레이트 헤

어를 더욱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매끄러운 연출

완벽한 스타일을 위한 전문가 수준의 210°C 고온

빠르고 간편한 스트레이트를 위한 전문가용 길이의 열판

곱슬거림 없이 윤기나는 머릿결

모발 타입에 맞는 2단계 온도 설정

편리한 사용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간편한 보관 고리

안전하고 편리한 보관을 위한 밀폐형 잠금 장치

1.8m 전원 코드

빠른 예열 시간, 60초 내에 사용 준비 완료

범용 전압

코드선 엉킴을 방지하는 회전식 코드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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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긴 열판

열판이 길어져 모발과 더욱 효과적으로 접촉하고,

그 결과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한 스트레이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10°C의 전문 스타일링 온도

고온 설정이 가능해 원하는 스타일을 마음껏 스타

일링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완벽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단계 온도 설정

2단계 온도 설정(180°C 및 210°C)을 모발 타입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토르말린 코팅

세라믹 토르말린 열판이 음이온을 발산하므로 곱

슬거림과 정전기 없이 윤기나는 머릿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른 예열 시간

스트레이트너는 60초 내에 예열되어, 빠른 사용 준

비가 가능합니다.

1.8m 코드

1.8m 전원 코드

손잡이 잠금 장치

스트레이트너의 받침대에 위치한 잠금 장치로 보

관이 간편하며, 스트레이트너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회전식 코드

유용한 회전식 코드 기술이 코드를 회전하여 코드

선 엉킴을 방지합니다.

간편한 보관 고리

받침대에 있는 고무로 처리된 고리는 보관시 편리

하게 사용 가능하며 특히 가정에서나 호텔에서 거

치대 두고 사용할 때에 편리합니다.

범용 전압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범용 전

압 채택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2년 간 무상 애프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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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기술 사양

가열 시간: 60초

코드 길이: 1.8 m

색상/마감: 블랙과 핑크 가넷

최고 온도: 210 °C

긴 열판: 28X100mm

전압: 전세계 V

특징

온도: 210 °C

회전식 코드

손잡이 잠금 장치

열판 재질: 세라믹 전기석

회전식 코드

세라믹 토르말린 코팅

걸고리

서비스

2년 무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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