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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Care+
 

1가지 모드

칫솔모 1개

 

HX3215/01

임상으로 입증된 탁월한 세정*
최대 3배 더 뛰어난 플라그 제거 효과*

일반 칫솔에서 음파 칫솔로의 전환에 적합하게 설계된 칫솔입니다. 지금까지의 양치질로

는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필립스 소닉케어의 고급 음파 기술

검증된 구강 건강 개선

일반 칫솔 대비 최대 3배 더 많은 플라그 제거 효과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2분의 권장 양치 시간을 독려하는 타이머

필립스 소닉케어를 사용하는 양치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지스타트 프로그램

최적의 양치질

배터리 수명

탈부착이 손쉬운 클릭온 칫솔모



음파칫솔 HX3215/01

주요 제품 사양

필립스 소닉케어 기술

필립스 소닉케어의 고급 음파 기술이 물살을 만들

어 치아 사이를 통과시키고, 칫솔모가 움직여 플라

그를 제거해, 놀라운 깨끗함을 선사합니다.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세요.

조밀하게 식모된 고품질 칫솔모가 일반 칫솔에 비

해 플라그 제거 성능을 최대 3배 높여줍니다. 치아

의 형태에 꼭 맞는 칫솔모로 닿기 힘든 부분의 플라

그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쿼드페이서 및 스마트 타이머

양치를 빈틈없이 하는 데는 2분이 걸립니다. 스마

트타이머는 총 시간이 지나면 신호를 보내주고 쿼

드페이서는 입 안 각 부분에서 최적의 시간 동안 사

용할 수 있도록 알려 줍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함

께 사용하면 양치할 때마다 권장 양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쉽게 길러지는 새로운 양치 습관

새로운 무언가에는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립스 소닉케어의 이지스타트 프로그램은 새로운

음파 칫솔의 사용 강도를 처음 14회에 걸쳐 점진적

이고 부드럽게 증가시키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수명

한 번 충전으로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이 손쉬운 클릭온 칫솔모

이 칫솔모는 칫솔 핸들에 클릭온 방식으로 안전하

게 고정되므로 유지 및 세정이 간편합니다. 필립스

소닉케어 파워업 배터리 및 에센스+/엘리트+핸들

과 호환됩니다.

모드

세정: 매일매일 깨끗한 양치

구성품

핸들: 클린케어+ 1개

칫솔모: C1 프로리절트 스탠다드형 1개

충전기: 1개

디자인 및 마감

색상: 미드 블루

세정 성능

타이머: 쿼드페이서 및 스마트 타이머

성능: 3배 더 우수한 플라그 제거 효과*

편리한 사용

핸들: 인체공학적 디자인

칫솔모 시스템: 탈부착이 손쉬운 클릭온 칫솔모

기술 사양

배터리: 충전식

배터리 유형: 니켈수소

작동 시간(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최대 14

일

소비전력

전압: 110-220V

서비스

보증: 구입 후 2년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절감할

까요? 필립스 친환경 집중 분야인 에너지 효율, 포

장, 유해물질, 무게, 재활용 및 폐기 그리고 수명

안전성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측면에서 중요한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 일반 칫솔 대비 플라그를 7배 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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