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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세정력.* 더 하얀 치아.
착색 제거 및 더 하얀 치아를 위한 고급 세정

다이아몬드클린 칫솔모는 더욱 깊숙한 세정을 넘어서 치아 표면의 착색을 제거하여 광채

나는 하얀 미소를 짓고 싶어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칫솔모는 전문 미백 치료

중 치아의 밝기를 유지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탁월한 플라그 제거 효과

수동 칫솔에 비해 7배 더 우수한 플라그 제거

성능을 최적화한 디자인

단 1주 만에 치아 미백 효과 제공

1주 만에 치아를 100% 더 하얗게 만들어주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칫솔모

칫솔모 교체 시기 알림 기능으로 가장 효과적인 세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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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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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단 1주 만에 치아 미백 효과 제공

필립스 소닉케어 다이아몬드 칫솔모는 단 일주일

만에 치아의 얼룩을 최대 100% 더 제거해줍니다.

빠르게 나타나는 치아 미백 효과

다이아몬드클린의 착색 제거 패드는 빽빽한 다이

아몬드 형태의 칫솔모로 이루어져 있어, 식품과 음

료로 인해 생긴 표면 얼룩을 제거해 줍니다. 단 7일

만에 최대 100%* 더 밝아진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7배 더 우수한 플라그 제거

필립스 소닉케어 다이아몬드클린 칫솔모는 사용 4

주 후 수동 칫솔에 비해 플라그를 7배 더 제거하는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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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칫솔모는 칫솔 핸들에 클릭온 되기 때문에 안전

하게 고정되며 유지 및 세정이 쉽습니다. 파워업 배

터리 및 에센스를 제외하고 모든 필립스 소닉케어

핸들과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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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모는 정상적으로 몇 달 간 사용하면 성능이 감

소하고 점차 마모됩니다. 파란색 칫솔모가 흰색으

로 연해지면 칫솔모를 교체해야 합니다. 최상의 효

과를 얻으려면 3개월마다 칫솔모를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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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구성품

칫솔모: 다이아몬드클린 스탠다드형 4개

호환성

칫솔모 시스템: 클릭온

호환 모델: 헬시화이트 플러스 (HealthyWhite+), 2

시리즈 플라그 컨트롤, 3 시리즈 잇몸케어, 다이

아몬드클린(DiamondClean), 이지클린

(EasyClean), 플렉스케어(FlexCare), 플렉스케어

플래티넘(FlexCare Platinum), 플렉스케어+

(FlexCare+), 필립스 소닉케어 키즈(Kids), 헬시화

이트(HealthyWhite)

디자인 및 마감

탄력 있는 칫솔모: 보통

색상: 화이트

칫솔모 교체 시기 알림 기능: 파란색 칫솔모 색이

옅어짐

크기: 표준

치아 건강 관리 효과

잇몸 건강: 잇몸 건강 개선

플라그 제거 효과: 7배 더 우수한 플라그 제거*

치아 미백: 단 1주 만에 치아 미백 효과 제공

우수한 품질 및 성능

교체용: 매 3개월마다

검증된: 최적의 사용을 위한

* 일반 칫솔과 비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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