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스타일러

EssentialCare

 

에센셜 케어

 

HP8661/09

모든 길이의 모발에 적합한 간

편한 드라이 및 스타일링
드라이와 스타일을 한 번에. 새로운 필립스 에센셜 케어 에어스타일러로 모발 보호와 동

시에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액세서리는 긴머리와 짧

은 머리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스타일링된 헤어

아름다운 스타일 연출을 위한 800W의 스타일링

부드러운 머릿결을 위한 38mm 가열 브러시

원하는 곳에만 바람을 불어넣는 집중 노즐

더욱 편리한 조절을 위한 3가지의 온도 및 속도 설정

더욱 부드러운 머릿결을 위한 22mm 가열 브러시

편리한 사용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간편한 보관 고리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코드선 엉킴을 방지하는 회전식 코드

유연한 사용을 위한 1.8m 코드

모발 손상 방지

모발 보호(Thermo Protect) 온도 설정으로 최적의 드라이 온도 제공

더 부드러운 드라이를 위한 냉풍 설정



에어스타일러 HP8661/09

주요 제품

1.8m 코드

1.8m 코드로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2년 간 무상 애프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2mm 가열 브러시

22mm의 작은 직경을 가진 가열 브러시는 짧은 머

리에도 부드러운 스타일링과 웨이브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스타일링 도구입니다.

38mm 가열 브러시

38mm의 넓은 지름의 볼륨 브러시는 부드러운 스

타일링과 웨이브를 완벽하게 만드는 스타일링 도

구입니다.

800W

이 800W 에어스타일러는 매일 아름다운 스타일

을 연출하기 위해 최적 수준의 풍량과 부드러운 드

라이를 제공합니다.

냉풍 설정

냉풍 설정을 사용하여 모발을 비교적 낮은 온도로

말릴 수 있으므로 손상이 최소화됩니다. 가늘고 건

조하거나 손상된 모발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무더

운 여름철을 위한 완벽한 설정입니다.

간편한 보관 고리

받침대에 있는 고무로 처리된 고리는 보관시 편리

하게 사용 가능하며 특히 가정에서나 호텔에서 거

치대 두고 사용할 때에 편리합니다.

집중 노즐

헤어 드라이어의 집중 노즐은 공기 흐름이 입구를

통해 특정 부위에 집중하도록 작동합니다. 보다 정

밀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으며, 손질 및 헤어 스타

일을 마무리하기에 좋습니다.

회전식 코드

유용한 회전식 코드 기술이 코드를 회전하여 코드

선 엉킴을 방지합니다.

모발 보호(Thermo Protect) 온도

써모프로텍트(모발보호기능)는 최적의 드라이 온

도를 제공하고 과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합니다. 동

일한 파워의 바람으로 최상의 모발 관리 효과를 얻

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온도 설정

완벽한 스타일을 위한 속도와 온도를 손쉽게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세 가지 설정은 사용자에

맞는 스타일링을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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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편리한 사용

보관 고리

회전식 코드

소비전력

전압: 220-240V

전력: 800W

액세서리

22mm 볼륨 브러시: 짧은 머리용

38mm 볼륨 브러시: 부드러운 스타일링 및 웨이브

용

노즐: 집중 드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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