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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입

컴팩트한 사이즈

클릭온

어린이용 치아 세정

 
HX6032/35

몇 초 만에 깔끔하게 세정*
3세 이상 성장기 어린이의 밝고 깨끗한 미소를 지켜주는 세정 효과

어린이용 소닉케어 칫솔모는 치아가 자라고 있는 아이의 작은 입에 알맞습니다. 어린이

용 음파 칫솔에서만 작동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양치 경험을 선사하며 어린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능을 최적화한 디자인

3세 이상

더욱 효과적인 세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칫솔모 교체 시기 알림 기능

언제나 최대의 효과를 내는 뛰어난 세정

음파 진동을 최적화하도록 설계

검증된 구강 건강 개선

보다 나은 구강 건강 관리 습관의 일부분

다양한 종류의 필립스 소닉케어 핸들과 호환

모든 필립스 소닉케어 클릭온 칫솔과 호환



컴팩트형 음파 칫솔 칫솔모 HX6032/35

주요 제품 사양

3세 이상

필립스 소닉케어 키즈 스탠다드형 칫솔모는 3세 이

상 어린이의 치아에 맞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매끄러운 칫솔모이므로 부드러운 세정이 가능합니

다. 또한 칫솔모 뒷쪽이 고무로 마감되어 있어 더

안전하고 즐겁게 양치할 수 있습니다. 7세 이상 어

린이의 경우 크기가 더 큰 표준 크기로 이용하실 수

도 있습니다.

몇 초 만에 깔끔하게 세정

아이들이 음파 칫솔을 사용하면 양치질을 하는 제

한된 시간동안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건강한

습관과 올바른 양치 기술이 길러집니다.

최적화된 음파 진동

필립스 소닉케어 칫솔모는 높은 진동 횟수와 진폭

으로 분당 31,000번 이상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필

립스 소닉케어 음파 기술의 핵심입니다. 우수한 필

립스 소닉케어 음파 기술 덕분에 핸들에서부터 칫

솔모 끝까지 진동의 힘이 완벽하게 전달됩니다. 이

음파 진동은 잇몸 선을 따라 치아 사이 깊숙한 곳까

지 침투하는 역동적 유체 세정작용을 하므로 양치

할 때마다 보다 우수하면서도 부드러운 세정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이 손쉬운 클릭온 칫솔모

필립스 소닉케어 키즈 칫솔모는 칫솔 손잡이에 클

릭온하여 단단히 고정할 수 있으며 유지 관리 및 세

척이 용이합니다.

구강 건강 개선

이 칫솔모는 모든 필립스 소닉케어 브랜드의 정품

칫솔모와 같이 치아와 잇몸에 안전합니다. 각각의

칫솔모는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에 대한 품질 테스

트를 통과했습니다.

칫솔모 교체 시기 알림 기능

언뜻 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칫솔모는 일반적

으로 한 달 이상 사용하면 견고함이 무뎌지고 조금

씩 마모됩니다. 파란색의 칫솔모 교체 시기 알림이

하얀색으로 흐려지면 교체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최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십시오.

구성품

브러시 헤드: 소닉케어 키즈 스탠다드형 2개

호환성

칫솔모 시스템: 클릭온

호환 모델: 헬시화이트 플러스 (HealthyWhite+),

필립스 소닉케어 키즈(Kids)

디자인 및 마감

탄력 있는 칫솔모: 보통

색상: 새로운

칫솔모 교체 시기 알림 기능: 파란색 칫솔모 색이

옅어짐

크기: 컴팩트

칫솔모 재질: BPA free

치아 건강 관리 효과

플라그 제거 효과: 플라그 제거에 도움

우수한 품질 및 성능

교체용: 매 3개월마다

검증된: 최적의 사용을 위한

* 일반 칫솔과 비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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