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식 전기 면도기

PowerTouch

 
트리플 트랙 피봇 헤드

8시간 충전 시 최대 40분간 무선 사
용

팝업 트리머

충전대 및 파우치

 

PT920

트리플 트랙
50% 더 넓은 면도범위

파워터치가 아침을 활기차게 해드립니다. 보다 길어진 사용 시간, 세척 가능한 헤드 그리

고 검증된 트리플 트랙 면도날이 적용된 파워터치는 더욱 신속한 밀착 면도로 아침 준비

시간을 여유롭게 만들어 줍니다.

간편한 밀착 면도

한 번에 면도할 수 있는 면적이 50% 더 넓은 트리플 트랙 면도날

가볍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헤드

긴 수염과 짧은 수염 모두에 적합한 듀얼프리시즌 헤드

수퍼 리프트 앤 컷 면도날로 완벽한 밀착 면도

구레나룻 또는 콧수염 손질에 적합

바쁜 아침 시간에 빠르게

60분 이상 면도 (1시간 완전 충전 시)

유선 및 무선으로 사용 가능

간편한 물 세척이 가능

LED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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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트리플 트랙 블레이드

3개의 면도날 링으로 구성된 트리플 트랙 헤드로

한 번에 50% 더 넓은 면적을 면도할 수 있습니다.

듀얼프리시즌의 슬롯 및 홀로 긴 수염과 짧은 수염

자국 모두 편리하게 면도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헤드

피부에 밀착되는 유연함과 더 넓게 움직일 수 있는

회전력을 갖춘 헤드로 빠르고 편안하게 밀착 면도

할 수 있습니다.

듀얼프리시즌 면도날

듀얼프리시즌 면도날은 수염 길이에 상관 없이 부

드럽게 면도해 줍니다. 긴 수염을 면도하는 홈과 짧

은 수염을 면도하는 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수퍼 리프트 앤 컷 액션

첫 번째 면도날이 수염을 들어 올려주고 두 번째 면

도날이 피부 표면에 남지 않게 깊숙이 면도하여 매

끄러운 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팝업 트리머

팝업 트리머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콧수염 및 구

레나룻 손질에 완벽합니다.

60분 이상 사용

에너지 절약형의 강력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

되어 한 번 충전으로 기존보다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충전으로 약 20회 사용 가능하며

60분 이상 면도할 수 있습니다. 면도기는 면도 방

식에 맞춰 전력을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실제

면도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3분만 충전해도 1회

사용에 충분합니다.

효율적인 전원 시스템

유선 및 무선으로 사용 가능

물세척이 가능한 방수 면도기

간편하게 헤드를 열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

세요.

LED 디스플레이

표시: 배터리 완전 충전, 배터리 부족, 충전, 면도헤

드 교체, 고속 충전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아벤트의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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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면도 성능

면도 시스템: 수퍼 리프트 앤 컷, 트리플 트랙 헤드

곡면 밀착 시스템: 유연하게 움직이는 헤드

스타일링: 팝업 트리머 내장

편리한 사용

면도 시간: 60분 이상, 최대 21회 사용

충전 시간: 1시간, 1회 면도를 위한 3분 고속 충전

디스플레이: 충전 표시, 배터리 전력 부족 표시등,

배터리 완전 충전 표시등, 고속 충전 표시, LED 표

시등 2개

세척: 빠른 수염받이 세척, 물세척이 가능한 방수

면도기

디스플레이 표시: 배터리 완전 충전, 배터리 부족,

충전, 고속 충전

작동: 유선 및 무선, 충전식 배터리

디자인

손잡이: 미끄럼 방지, 인체공학적 이지그립

액세서리

유지관리: 청소용 브러시, 보호 캡

파우치: 여행용 파우치

받침대: 충전대

소비전력

배터리 유형: 리튬 이온

자동 전압: 100-240V

대기 전력: < 0.25 W

최대 전력 소비량: 5.4 W

서비스

보증: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교체용 헤드: HQ9로 2년마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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