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V 살균기

UV Sanitizer
 

UV 살균 기술

칫솔모 2개 살균**

화학물질 없이 살균

칫솔 1개 충전***

 

HX6907/01

칫솔모의 박테리아와 세균 살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까지 살균*

특별히 설계된 UV 살균 기술로 소닉케어 칫솔모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걱정을 덜어 보세

요.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까지 살균합니다.*

칫솔모의 세균 살균

살균 조명이 칫솔모 주위를 감쌉니다.

버튼 하나로 칫솔모 살균**

안전하고 손쉬운 사용

10분 살균 후 자동 꺼짐

칫솔모 살균과 동시에 칫솔 충전

소닉케어 칫솔모의 세균 살균을 위한 특별한 설계*



UV 살균기 HX6907/01

주요 제품 사양

살균 UV 조명

살균 조명으로 칫솔모 주위를 감싸보세요. UV 살균

기의 반사경이 칫솔모 상단부 전체에 살균 조명을

골고루 비추어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살균

버튼 하나만 누르면 UV 살균기가 켜집니다.

자동 꺼짐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 10분의 살균 과정이 끝나면

UV 살균기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간편합니다.

소닉케어 충전기 포함

소닉케어 칫솔의 칫솔모를 새것처럼 살균하는 동

시에 충전하세요. (다이아몬드클린, 다이아몬드클

린 9000 또는 다이아몬드클린 스마트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칫솔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닉케어를 위한 설계

칫솔을 사용할 때마다 깔끔하게 살균해보세요. 필

립스 UV 살균 기술은 소닉케어 칫솔모의 세균 살

균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구성품

UV 살균기: 1개

디자인 및 마감

색상: 화이트

세정 성능

속도: 분당 최대 62,000회의 칫솔모 움직임

편리한 사용

칫솔모 맞춤: 모든 스냅온 칫솔모에 사용 가능

UV 살균 시간: 10분

소닉케어 칫솔 충전기: 와(과) 호환되지 않음, 다이

아몬드클린(DiamondClean), 다이아몬드클린

9000, 다이아몬드클린 스마트(DiamondClean

S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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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 E-콜리, S 뮤탄스, SV-1. 인터케어(i), 다이아몬드클린

(W2), 센서티브(S), 프로리절트(C1), 프리미엄 플라그 디펜스

(C3)와 함께 사용

* * 모든 클릭온 성인용 칫솔모와 호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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