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닉케어 키즈 -충전
식 음파칫솔

For Kids

 

2가지 모드

칫솔모 2개

 

HX6311/02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양치 습관
어린이 전동칫솔

밝은 미소를 찾아주는 필립스 전동칫솔 소닉케어 HX6311/02

뛰어난 세정력

소닉케어의 물살파워 클렌징으로 치아 사이까지 깨끗한 양치

어린이의 밝고 깨끗한 미소를 지켜주세요.

부드러운 고무재질의 칫솔모 헤드는 어린이의 치아를 보호해 줍니다.

올바른 양치습관을 위한 기능

양치시간을 자연스럽게 증가시켜주는 키드타이머(KidTimer)

부드럽고 효과적인 세정 기능을 제공하는 2가지의 어린이용 강도모드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나이에 맞는 칫솔모

재미있고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 키드페이서(KidPacer)

재미있는 교체형 패널로 나만의 전동칫솔 만들기

굴림 방지 디자인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손잡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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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특허 받은 음파 기술

소닉케어 전동칫솔만의 역동적인 세정 기능이 잇

몸을 따라 치아 사이 깊숙한 곳까지 부드럽고 효과

적으로 세정합니다.

부드러운 고무재질의 칫솔모 헤드

부드러운 고무재질의 칫솔모 헤드는 어린이의 치

아를 보호해 줍니다.

키드타이머(KidTimer)

90일 동안 칫솔질 시간이 서서히 증가하며 치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2분의 칫솔질 시간에 도달

전원 모드

2가지의 어린이용 강도 모드를 통해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세 이상의 어

린이를 위한 저속 모드와 7세 이상 어린이를 위한

고속 모드가 있습니다.

연령에 맞춘 2가지 종류의 전동칫솔모

필립스 소닉케어 키즈에는 어린이 성장 단계에 맞

춰 부드럽게 세정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

별 설계된 두 가지 크기의 전동칫솔모가 제공됩니

다

키드페이서(KidPacer)

어린이가 윗니와 아랫니 그리고 위아래 안쪽니까

지 구강 4분면을 모두 즐겁게 양치질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미있는 사운드

교체형 패널

나만의 칫솔 만들기

굴림 방지 디자인

어린이가 손쉽게 칫솔을 바로 세워서 보관할 수 있

고 칫솔이 누워 있어도 치약을 바를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 디자인

멀티 손잡이 디자인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또는 혼자서 양치질 할 수 있

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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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세정 성능

Performance: 7-10세 어린이 사용 결과, 소닉케어

키즈를 사용할 경우 칫솔모가 닿기 힘든 부분의 플

라그를 일반칫솔[Oral-B : Stages 4]보다 탁월하

게 제거하였습니다

모드: 2가지의 어린이용 파워 모드를 통해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칫솔모: 4-6세 어린이용 짧은 칫솔모 1개 및 7

세 이상 어린이용 긴 칫솔모 1개

속도: 분당 62,000번의 칫솔모 움직임

타이머: 스마트타이머 및 쿼드페이서

편리한 사용

배터리 표시등: 충전 시기가 되면 전원 버튼의 표시

등이 깜박입니다.

칫솔모 시스템: 최적의 위생 관리를 위한 간편한 스

냅 형태의 칫솔모

칫솔질 시간: 2분 사용 기준으로 42회 또는 3주 사

용 가능

핸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또는 혼자서 양치질 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 핸들 디자인

구성품

충전기: 다중 전압 충전기 1개

충전기 덮개: 칫솔모 꽂이가 있는 충전기 덮개 1개

기술 사양

배터리: 충전식

작동 시간(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완전히

충전시킨 후 1회 2분 사용 기준으로 42회 칫솔질

가능(약 3주)

디자인 및 마감

색상: 빨간색, 3 종류의 교체 가능한 패널 포함

서비스

보증: 구입 후 2년

소비전력

전압: 다중 전압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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