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뿔형 아이롱

 
원뿔형 몸체(13-25mm)

실키 스무드 세라믹 코팅

130-200C 온도

자동 전원 차단 기능

 

HP8618/00

완벽한 웨이브와 컬을 건강하게 연출하는 방법
헤어컬 완료 알람 기능

화려하면서도 부드러운 컬, 주위를 가득 채우는 빛나는 웨이브. 볼륨과 텍스쳐가 풍성하고 세련된 웨이브. 필립스의 새로

운 원뿔형 아이롱으로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컬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스타일링된 헤어

다양한 스타일의 컬과 웨이브를 위한 원뿔형 몸체

완벽한 헤어스타일링을 위한 최고 온도 200°C

모발 손상 최소화

컬 완료를 알려주는 알람 기능

모발을 두 배 더 부드럽게 만드는 실키스무드 세라믹 코팅

디지털 설정을 통해 헤어컬을 모발 타입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

60분 후 자동 전원 차단

키 잠금 기능으로 실수로 버튼 누름 방지

편리한 사용을 위한 안전한 받침대

LCD 화면으로 사용 준비 완료 표시

범용 전압



원뿔형 아이롱 HP8618/00

주요 제품 사양

컬링 완료 알림 기능

특별한 컬링 준비 표시등에서는 컬링이 준비되면

"알람"이 울려 알려줍니다. 이 알람 기능은 고온으

로 인한 모발 손상을 방지하면서 아름다운 컬과 웨

이브를 만들어 드립니다. 3가지 타임 중 원하는 시

간을 선택하고 모발을 몸체에 감은 후 버튼을 누르

기만 하면 됩니다. 모발 타입과 원하는 스타일에 따

라 컬링 시간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헤어 전문가

의 가이드는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실키스무드 세라믹 코팅

기존 세라믹 열판보다 두 배 더 부드러운 실키스무

드 세라믹 소재가 정전기는 줄이고 모발을 부드럽

게 만들어 더욱 빛나고 건강한 모발을 만듭니다.

디지털 설정

디지털 설정으로 모발 타입과 원하는 스타일에 따

라 온도(130 - 200°C) 및 헤어컬 시간(5초, 8초 또

는 10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뿔형 몸체

필립스 원뿔형 아이롱(Ø13-25mm)으로 강한 컬에

서 느슨한 컬, 자연스러운 컬과 웨이브까지 여러 가

지 스타일의 컬과 웨이브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빠

르고 쉬우며 모발 꼬임과 찝힘이 없습니다. 다양한

컬을 연출하여 모발에 볼륨감을 더해 보세요.

안전한 사용

일부 헤어 스트레이트너 및 컬러는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탑재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품을 켜진 상태로 두면 60분 후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키 잠금 기능

키 잠금 기능으로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러 온도가

변경되는 일을 방지합니다.

안전 받침대

기기 받침대를 통해 사용 중에도 헤어스타일러를

안전하게 내려 놓을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최고 온도: 200 °C

온도 범위: 130-200

코드 길이: 1.8 m

색상/마감: 블랙-화이트

히터 종류: PTC

가열 시간: 60초

전압: 전세계

배럴 직경: 13-25 mm

특징

세라믹 코팅

사용 가능 표시등

쿨 팁

회전식 코드

'컬링 완료' 알림 기능

걸고리

모발 타입

결과: 볼륨감 있는 컬과 웨이브

모발 길이: 롱 타입, 일반

모발 굵기: 일반, 굵음, 얇음

서비스

2년 무상 A/S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

화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또한 필립스

친환경 중심 분야인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

상의 개선함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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