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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9256/01

최대의 편안함, 최소의 노력
몸의 구부림을 최대 70%까지 줄여 자세 보호

더 편한 자세로 안정감 있게 사용하세요! 이 필립스 진공 청소기는 청소 시 몸의 구부림을

확연히 줄여주어 보다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등과 손목의 통증 방지

독특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자세 보호 손잡이

구부리지 않고도 제어 가능

손잡이의 원터치 컨트롤

손쉬운 조작

쉬운 조작을 위한 회전식 호스 연결부

뛰어난 흡입력

최대 375W 흡입력을 제공하는 2000W 모터

사용 시마다 최상의 청소 성능 발휘

위생적인 반자동 필터 청소 시스템



싸이클론 진공 청소기 FC9256/01

주요 제품 사양

자세 보호 손잡이

특허 받은 자세 보호 손잡이는 4배나 안정된 자세

를 제공합니다. 청소하는 동안 몸의 구부림을 방지

하고, 손목을 편안한 자세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탱

하는 것은 물론, 양쪽 손잡이로 사용이 간편하고 원

터치 컨트롤로 진공 청소기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

습니다.

원터치 컨트롤

손잡이에 있는 버튼으로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청

소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회전식 호스 연결부

손잡이에 회전식으로 연결되는 호스 연결부가 보

다 손쉬운 조작을 가능하게 하며 손목 통증을 덜어

줍니다.

뛰어난 청소 성능

최대 375W 흡입력을 제공하는 고효율 2000W 모

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필터 청소 시스템

손에 먼지를 묻히지 않고도 필터를 청소할 수 있어,

편리하게 최적의 흡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저소음

다른 청소기에 비해 소음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디자인

색상: 아이스 화이트

재질: Luxe

필터링

먼지 용량: 1.5 l

배기 필터: 울트라 클린 에어 HEPA 13 세척 가능

필터

필터 청소 시스템: 수동 진동 시스템

필터 유형: 고어텍스 HEPA 10

HEPA AirSeal

노즐 및 액세서리

액세서리: 틈새 노즐, 소형 노즐

액세서리 보관함: 손잡이

표준 노즐: TriActive 노즐

성능

바람(최대): 37 l/s

입력 전원(IEC): 1800 W

입력 전원(최대): 2000 W

소음 등급(Lc IEC): 76 dB

흡입력(최대): 375 W

진공(최대): 33 kPa

사용편의성

청소 가능 반경: 11 m

운반 손잡이: 상부와 전면

코드 길이: 8 m

연장관 결합부: 버튼

손잡이: 자세 보호 손잡이

전원 제어: 전자식 손잡이

연장관 타입: 메탈 래커 2피스 길이 조절이 가능한

연장관

바퀴 타입: 고무

크기 및 무게

중량: 7.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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