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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피부 보호 효과, 부드러운 면도감
쉐이빙 젤 또는 폼과 함께 습식 면도 가능

이제 피부 자극 걱정 없이 상쾌한 면도를 즐기십시오. 아쿠아텍 씰이 편안한 건식 면도 및

상쾌한 습식 면도를 보장합니다. 자극 없는 편안한 피부를 위해 쉐이빙 폼 또는 젤과 함께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편안한 면도

간편한 건식 면도 및 상쾌한 습식 면도가 모두 가능한 아쿠아텍

원형 모서리가 피부 위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안전한 면도

얼굴과 목의 모든 굴곡에 맞게 조절

어떤 곡면도 손쉽게 면도하는 4방향 플렉스 헤드

편리한 사용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는 최대의 성능

8시간 충전 후 45분 무선 면도 가능

세척이 간편한 원터치 오픈

코드 없는 무선 전용

최고의 면도감을 느껴보세요

구레나룻 또는 콧수염 손질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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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습식 및 건식 면도가 가능한 아쿠아텍 기능

선호하는 면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습식 및

건식 아쿠아텍 씰을 사용해 빠르고 편안하게 건식

면도를 하거나, 샤워 시에도 젤 또는 폼을 사용해

습식 면도를 할 수 있습니다.

컴포트 컷 면도날 시스템

건식으로 편안하게 면도할 수 있습니다. 컴포트 컷

면도날 시스템의 원형 헤드가 피부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베이거나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4방향 플렉스 헤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4방향 플렉스 헤드가 얼굴의

모든 곡선을 따라 조정되므로 목이나 턱 라인에서

도 손쉬운 면도가 가능합니다.

45분 무선 면도

8시간 충전으로 45분 이상 작동하므로 약 15회 정

도 면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면도기는 무선 모

드에서만 작동합니다.

리튬 이온 전원

충전해서 사용해도 오래오래 면도를 할 수 있습니

다.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 덕분

에 시간이 지나도 면도기의 성능이 유지됩니다.

원터치 오픈

간편하게 헤드를 열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

세요.

팝업 트리머

팝업 트리머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콧수염 및 구

레나룻 손질에 완벽합니다.

무선 사용

이 면도기는 무선 모드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면도 전에는 항상 플러그를 뽑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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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면도 성능

면도 시스템: 컴포트 컷 면도날 시스템

얼굴 굴곡에 따라 밀착: 4방향 플렉스 헤드

액세서리

팝업 트리머 포함

유지관리: 보호캡

편리한 사용

디스플레이: 배터리 부족 표시등, 면도헤드 교환 표

시등

세척: 세척 가능

작동: 무선 사용, 사용 전 전원 코드 뽑기

디자인

손잡이: 인체공학적인 손잡이와 그립감

색상: 프리시젼 블랙 블랙

소비전력

배터리 유형: 리튬 이온

작동 시간: 45분/15회 면도

충전: 8시간 완충

자동 전압: 100-240V

최대 소비 전력: 9 W

대기 전력: 0.1 W

서비스

2년 무상 보증

교체용 헤드: SH30으로 2년마다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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