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이빙 헤드
Shaver S9000
Prestige
나노테크 프리시젼 면도날
SP98xx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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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면도기를 새 제품처럼
최상의 면도 효과를 위해 2년에 한 번씩 쉐이빙헤드 교체
2년 동안 면도기는 900만 개의 수염을 면도합니다.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쉐
이빙헤드를 교체하세요. Series 9000 Prestige와 호환됩니다.
호환성
S9000 Prestige 교체용 헤드
가장 밀착된 전기 면도
최상의 밀착력을 위해 더욱 강력해지고 날카로워진 면도날
마찰 횟수가 적어 피부에 더욱 편안한 면도
우수한 활주력을 위해 금속 안료로 코팅된 링
편리한 사용
간편한 교체
면도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두 단계면 완료되는 쉐이빙 헤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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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S9000 Prestige와 호환

나노테크 프리시젼 면도날

탁월한 스킨 컴포트 링

SH98 교체용 헤드는 S9000 Prestige와 호환됩니
다.

나노 입자로 더욱 강력해진 나노테크 프리시젼 면
도날은 날의 날카로움이 오래 갑니다. 덕분에 정확
한 면도 뿐만 아니라 피부에 극도로 밀착된 면도 또
한 가능해집니다.

탁월한 스킨 컴포트 링 덕분에 피부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면도할 수 있습니다. 금속 안료로 코팅
된 링에는 마찰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 뛰어난 활주
력을 자랑합니다.

뛰어난 스킨 컴포트 시스템

교체 알림

뛰어난 스킨 컴포트 시스템을 활용하면 오래 기른
(최대 7일) 수염도 매우 효율적으로 면도할 수 있습
니다. 더 넓고 둥글어진 개구부가 한 번 지날 때마
다 더 많은 수염을 잡아주므로 느껴지는 피부의 편
안함이 다릅니다.

최신 필립스 면도기에는 쉐이빙 유닛 표시등 형태
의 교체 알림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쉐이빙 헤
드의 교체 시기가 되면 이 표시등이 켜집니다.

간편한 교체

1. 쉐이빙 유닛의 상판을 분리합니다. 2. 새로운 쉐
이빙 헤드 브래킷 솔루션으로 교체합니다. 3.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눌러 면도기를 재설정합니
다.
업그레이드된 솔루션

업그레이드된 솔루션으로 필립스 면도기를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만으로 새로운 쉐
이빙 헤드를 설치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솔루션을 통
해 면도기를 깨끗이 세척하고 날마다 최적화된 면
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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