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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Health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필립스 소형가전은 2년간 무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립스 제품은 전국 유명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philips.co.kr
㈜필립스코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2길 30(남대문로 5가, T타워)
소비자 상담실 080. 600. 6600(수신자 부담)

필립스 B2B 솔루션
www.philipsB2B.co.kr

B2B CATALOGUE
필립스 B2B 카달로그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혁신

innovation

you

최초에 가장 가까운 필립스 혁신 히스토리

120년이 넘도록 이어 온 의미 있는 혁신

Philips Key Inventions

Royal Philips

1891

1892

1924

1927

1939

필립스는 헬스 테크놀로지 분야 선도 기업으로,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필립스 설립

탄소 필라멘트
전구 출시

세계 최초 상업용
금속 엑스레이 기기 출시

첫 상업용
라디오 출시

세계 최초 회전식 헤드
전동 면도기 필라쉐이브 출시

있도록 건강한 생활에서부터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 가정 내 관리에 이르는
헬스케어 전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헬스케어 솔루션(Health Continuum) 을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연간 30억 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6년 필립스는 헬스케어 및 조명 시장의 빠른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헬스케어 부문과 소비자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조명

1950

1963

1971

1982

2011

첫 상업용
텔레비전 출시

카세트 테이프 개발 및
전 세계 표준으로 채택

세계 최초
가정용 VCR 출시

세계 최초
CD 개발

세계 최초 디지털 브로드밴드
MRI 인제니아 출시

사업은 독립 법인 ‘필립스라이팅’으로 분리했습니다. 필립스는 헬스케어 영역의 선진
기술력 및 소비자 분야에서 축적한 인사이트를 활용해 헬스테크(HealthTech)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필립스라이팅은 첨단 조명 솔루션(Lighting Solutions)을
통해 조명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부
2011
신개념 저유분 조리기
에어프라이어 출시

2013

2013

2014

2015

LED 스마트 조명
Hue 출시

세계 최초 디지털 PET/CT
시스템 베레오스 출시

비자퓨어 맨 출시

I Clon Spectral CT

진단용 영상 시스템(X-ray, CT, MR PET/CT, 초음파 등), 헬스케어 정보 기술 솔루션, 환자 모니터링 및
중환자, 응급솔루션 등 전문 헬스케어 부문에서 홈 헬스케어까지 아우르며 전방위적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밖에 금융 솔루션 컨설팅, 유지보수 등의 고객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헬스 사업부
‘건강과 웰빙' 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일상생활에서부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솔루션과 제품을 제공합니다. 필립스는 남성용 면도기, 진동클렌저, 음파 칫솔, 여성용 제모기 등
개인 가전에서부터 에어프라이어,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청소기 등 주방 및 생활가전 분야의 혁신 제품들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Health Continuum)

HealthTech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립스는 건강한 생활에서부터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 치료, 일상에서의 관리에 이르는
전방위적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수준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Healthy living

건강한 생활
Healthy living

Prevention

Diagnosis

예방

Treatment

진단

Prevention

Diagnosis

치료

Treatment

Home care

가정 내 관리
Home care

필립스는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과

필립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필립스는 의료진이 빠르고

필립스는 보다 안전하고

필립스는 노년층이 가정에서

위생 관리를 바탕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새로운 치료 기술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위해

돕습니다.

개발합니다.

돕습니다.

돕습니다.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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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GROOMING

GROOMING 9

Shaver Series 9000/ 7000/ 6000/ 5000

Shaver Series 3000/ 1000/ Aquatouch

2008~2017 10년 연속 한국 1위 전기 면도기 브랜드 (출처 : 유로모니터, 바디면도기 카테고리 소매점 판매량 기준)
면도기 9000/ 7000/6000/ 5000시리즈

편리하고 간편한 면도기 3000/1000/Aquatouch 시리즈

S9751/33

S9186/26

S3110/41

S1320/04

무선사용(100~240V)

무선사용(100~240V)

무선사용(100~240V)

무선사용(100~240V)

습식 및 건식 사용가능한 아쿠아텍

습식 및 건식 사용가능한 아쿠아텍

8시간충전 / 45분사용

클로즈컷 면도날로 오래도록 깔끔한 면도

1시간충전 / 60분사용

1시간충전 / 60분사용

파워터치3헤드

4방향 플렉스헤드

스마트클릭 클렌징 브러쉬,
턱수염 스타일러

8방향 무빙헤드로 완벽한 면도 가능

최대 12일 면도 가능

원터치 오픈과 전용솔로 간편한세척

배터리부족, 면도기헤드교체, 청소표시등
스마트클린시스템, 프리시젼 트리머

LED배터리 충전표시등

8방향 무빙헤드로 완벽한 면도 가능

노즈트리머 추가 구성

배터리부족, 면도기헤드교체, 청소표시등
스마트클린시스템, 프리시젼 트리머

S9031/12

S7720/26

무선사용(100~240V)

무선사용(100~240V)

습식 및 건식 사용가능한 아쿠아텍

습식 및 건식 사용가능한 아쿠아텍

1시간충전 / 50분사용

1시간충전 / 50분사용

V트랙 정밀면도헤드
8방향 무빙헤드로 완벽한 면도 가능

정전기방지 Micro bead
코팅으로 부드러운 밀착면도

배터리부족, 면도기헤드교체,
청소표시등, 프리시젼 트리머

배터리부족, 면도기헤드교체, 청소표시등

S321/02

AT751/16

무선사용(100~240V)

무선사용(100~240V)

건식, 습식 면도 가능

8시간충전 / 40분사용

클로즈컷 면도시스템

파워터치3헤드

쿠션형 헤드

최대 12일 면도 가능
LED배터리 충전표시등

5방향 플렉스헤드
스마트클린시스템, 프리시젼 트리머

NEW

S6630/11

S5650/12

Nose Trimming

무선사용(100~240V)

무선사용(100~240V)

코털, 귀털, 눈썹을 빠르고 안전하게 트리밍. 코털 제거기

습식 및 건식 사용가능한 아쿠아텍

습식 및 건식 사용가능한 아쿠아텍

1시간충전 / 50분사용

1시간충전 / 60분사용

피부마찰 방지 코팅 헤드

터보모드 20% 파워증가

5방향 플렉스헤드

5방향 플렉스헤드로 빠른 밀착면도

3단계 LED 배터리 표시등

배터리부족, 면도기헤드교체, 청소표시등

원터치 오픈 헤드, 프리시젼 트리머

S5360/06
무선사용(100~240V)
습식 및 건식 사용가능한 아쿠아텍
1시간충전 / 45분사용
터보모드 10% 파워증가
5방향 플렉스헤드로 빠른 밀착면도
배터리부족, 면도기헤드교체, 청소표시등

NT3160/10
완전방수로 샤워 중 사용 가능
헤드보호캡
미끄럼 방지 손잡이
트리머, 눈썹빗

ORAL HEALTHCARE 11

Sonicare Toothbrush
이제 힘 대신 음파로 케어하세요. 소닉케어 음파 칫솔

모든 제품 공통 기능
치아부터 잇몸까지 관리해주는

분당 31,000회 왕복 음파기술

양치 시간 관리로 놓치는 곳 없이 꼼꼼하게

처음 전동칫솔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스마트 타이머 및 쿼드페이서

이지스타트 모드

최상의 디자인과 편리함!
완벽을 추구하는 프리미엄

힘이 아닌 빛나는 음파를 경험하다!

HX9382/04

HX9315/08

다이아몬드클린 화이트 핸들 1개
다이아몬드클린 칫솔모 2개
여행용 USB 충전케이스

다이아몬드클린 블랙 핸들 1개
어뎁티브클린 칫솔모 1개
다이아몬드클린 칫솔모 1개
TongueCare+혀클리너 1개
무접점 충전컵, 여행용 USB 충전케이스

[임상효과]
최대 X7 뛰어난 플라그 제거*
최대 X2 뛰어난 착색 제거*
2주 내 잇몸 건강 개선*
* 일반칫솔 대비

[임상효과]
최대 X7 뛰어난 플라그 제거*
최대 X2 뛰어난 착색 제거*
2주 내 잇몸 건강 개선*
* 일반칫솔 대비

음파케어, 혀세정, 칫솔모 살균까지
3단 세균 솔루션

슬림한 핸들로 그립감을 더하다

HX6908/84

HX6511/43

플렉스케어 화이트 핸들 1개
어뎁티브클린 칫솔모 1개
다이아몬드클린 칫솔모 1개
TongueCare+혀클리너 1개
UV 칫솔모 살균기(99.9%) 살균 효과
여행용 케이스

이지클린 핸들 1개
다이아몬드클린 스탠다드 칫솔모 1개
[임상효과]
최대 X7 뛰어난 플라그 제거*
최대 X2 뛰어난 착색 제거*
* 일반칫솔 대비

[임상효과]
최대 X7 뛰어난 플라그 제거*
최대 X2 뛰어난 착색 제거*
2주 내 잇몸 건강 개선*
* 일반칫솔 대비

NEW

힘 대신 음파로 케어하세요
필립스 소닉케어
첨단 음파기술이 치아 사이의 플라그를 제거하고,
미세 공기방울이 더욱 부드럽고 상쾌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양치 때마다 치르는 전쟁은 이제 끝!
소닉케어 키즈 블루투스 에디션

쉽고 간편하게 시작하는
음파 덴탈 케어

HX6329/14

HX3265/13

키즈 블루투스 에디션 핸들 1개
키즈 스탠다드 칫솔모 1개
패널 스티커 8종 / 추가스티커 2매
2단계 강도 조절
소닉케어 키즈 전용 어플리케이션(무료)
어린이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디자인

엘리트플러스 핸들 1개
잇몸케어 칫솔모 1개

[임상효과]
충치예방 → 칫솔모가 닿기 힘든 부위에서
최대 75% 더 많은 플라그 제거*
* 일반칫솔 대비

[임상효과]
최대 X2 뛰어난 플라그 제거*
* 일반칫솔 대비

KITCHEN 13

Blender
하루 종일 갓 만든 듯 신선하게 즐기세요. 믹서기

건강을 요리하다
NEW

진공기능으로 24시간 2배 이상 영양소 보존
하루종일 벨벳 식감의 신선한 스무디

HR3752/00

1,400W의 초강력 파워로
50% 더 고와진 블렌딩

HR3652/00
소비전력 : 1,400W

소비전력 : 1,400W

프로 블렌드 6각 3D 칼날

프로 블렌드 6각 3D 칼날

최대 35,000rpm의 빠른 회전 속도

최대 35,000rpm의 빠른 회전 속도

분리형 블렌더 칼날

Tritan 소재 2L

자유로운 속도조절

블렌딩 속도 조절 다이얼

더 맛있게, 더 쉽게
필립스가 바꾸다
모든 주방에는 좋은 주방 가전이 필요합니다.
믹서, 핸드 블렌더 등의 도구가 있으면 맛있는 레시피를 훨씬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는 더 쉽고 맛있게 건강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동 중에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스무디

단단한 재료도
쉽게 갈리는 강력한 파워

HR3556/00

HR3553/00

소비전력 : 700W

소비전력 : 700W

프로 블렌드 6각 칼날

프로 블렌드 6각 칼날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600ml 텀블러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600ml 텀블러

재료에 맞춤 블렌딩 속도조절 다이얼

재료에 맞춤 블렌딩 속도조절 다이얼

매일 건강한 스무디, 소스,
얼음 분쇄 기능까지!

매일 건강한 스무디, 소스,
얼음 분쇄 기능까지!

HR2056/00

HR2056/90

소비전력 : 350W

소비전력 : 350W

4각 스타칼날

4각 스타칼날

순간작동 모드

순간작동 모드

파손 방지 용기

파손 방지 용기

분쇄기 액세서리

분쇄기 액세서리

식기세척기사용 가능

식기세척기사용 가능

매일 건강한 스무디, 소스,
얼음 분쇄 기능까지!

매일 건강한 스무디, 소스,
얼음 분쇄 기능까지!

HR2051/00

HR2051/90

소비전력 : 350W

소비전력 : 350W

4각 스타칼날

4각 스타칼날

순간작동 모드

순간작동 모드

파손 방지 용기

파손 방지 용기

식기세척기사용 가능

식기세척기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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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작지만 강한 파워
얼음까지 갈리는 미니 블렌더

NEW

작지만 강한 파워
얼음까지 갈리는 미니 블렌더

HR2605/80

HR2603/90

소비전력 : 350W

소비전력 : 350W

용량 : 0.6L(글래스 소재)

용량 : 0.6L(플라스틱 소재)

2가지 스피드 세팅 모드

2가지 스피드 세팅 모드

멀티 쵸퍼 / 텀블러 악세서리

멀티 쵸퍼 / 텀블러 악세서리

Juice extractors
손쉽게 만드는 맛있는 주스. 주서기

신선한 스무디와
음식을 뚝딱!

HR2106/90
소비전력 : 400W
NEW

Jar : 유리재질

맛있는 주스를 간편하게!
1분만에 빠르게 세척하는 퀵클린 기술

혁신적인 4각 스타칼날
순간작동 모드

HR1916/72

자유로운 속도조절

매일 즐기는 신선한 주스!

HR1833/00

소비전력 : 900W

소비전력 : 400W

용량 : 1.0L

콤팩트한 디자인 / 누수방지 기능

플라스틱 소재

1분이면 세척 가능한 퀵클린 기술

XXL 사이즈 쥬서 튜브

한번에 최대 1.5L 추출 가능

Hand-Blender

퀵클린 거름망 / 내장형 과육 용기
투명 과육 용기

원터치 스피드 조절 버튼으로 다양한 기능. Promix 핸드 블렌더

Kettle
장기간 사용해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무선주전자

스피드터치로
간편하게! 완벽블렌딩!

쉽고 빠른 요리를 위한
만능 핸드 블렌더

HR2642/40

HR1625/00

소비전력 : 700W

소비전력 : 650W

스테인레스 스틸 무선주전자

스테인레스 스틸 무선주전자

손끝에서 속도 조절 가능한
스피드터치 기능

프로믹스 블렌딩 기술

HD9357/13

HD9352/90

Promix 기술로 재료는
고르고 빠르게 블렌딩

튐 방지 칼날 보호대
터보 기능

소비전력 : 2,200W
용량 : 1.7L

소비전력 : 1,850W
용량 : 1.7L
스테인리스 스틸 스프링 뚜껑
360도 무선 받침대
마이크로 미세 필터

초대형 다지기(1L), 거품기,
대용량 프로믹스 비커(1L)

다지기 액세서리(300ml),
비커용기(0.5L), 휘핑(0.5L)

쉽고 빠른 요리를 위한
만능 핸드 블렌더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쉽고
빠르게 즐기세요

HR1623/00

HR1604/00

소비전력 : 650W

소비전력 : 550W

프로믹스 블렌딩 기술

Promix 블렌딩 기술

튐 방지 칼날 보호대

2단계 속도 조절

터보 기능

2 버튼 분리 시스템으로
분리 및 보관이 편리

다지기 액세서리(300ml),
비커용기(0.5L)

비커용기(0.5L)

LED표시등
스테인리스 스틸 스프링 뚜껑
360도 무선 받침대
마이크로 미세 필터

견고한 디자인의 메탈 주전자

스테인레스 스틸 무선주전자

HD9302/93

HD9305/22

소비전력 : 2,200W
용량 : 1.5L
완전 분리 뚜껑
360도 회전식 무선 받침대
석회질 방지 필터
스테인리스 스틸 평면열판

소비전력 : 2,200W
용량 : 1.5L
완전 분리 뚜껑
360도 회전식 무선 받침대
물때 방지 필터
스테인리스 스틸 평면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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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fryer
기름을 넣지 않고도 빠르고 쉽고 건강하게 다양한 튀김요리를 만드는 에어프라이어

한 번의 터치로 진짜 편리해진
디지털 터보 에어프라이어

최대 80%까지 지방을 줄인
맛있는 튀김요리

HD9643/95

HD9227/20

터보스타 기술

소비전력 : 1,425W

그릴팬 액세서리

건강한 튀김요리를 위한
에어스톰 기술

4가지 프리셋 기능
30분 보온기능

시간조절, 온도조절 가능
퀵클린 바스켓 탑재, 편리한 세척

최대 80%까지 지방을 줄인
맛있는 튀김요리

HD9220/22
소비전력 : 1,425W
건강한 튀김요리를 위한
에어스톰 기술
시간조절, 온도조절 가능
퀵클린 바스켓 탑재, 편리한 세척

Toaster

Drip Coffee

Coffee Machine

신선하게 갓 내린 커피의 맛과 향
드립 커피메이커

열을 발생시키지 않아 원두의 향미를
그대로 보존해주는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모든 빵을 언제나 바삭한 토스트로 만들 수 있는 토스터기

언제나 최고의 토스트를 만들어주는
필립스 선샤인 메탈 토스터기

신선하든 냉동이든 모두
최고의 토스트로!

HD2628/89

HD4826/90

소비전력 : 950W

7단계 굽기 온도조절

7단계 굽기 온도조절

재가열, 해동, 취소 기능
하이 리프트 기능

재가열, 해동, 취소 기능,
하이 리프트 기능
본체가 뜨거워지지 않는 쿨월 기능
자동 전원 차단

빵 부스러기 받침대

최적의 커피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드립 필터 커피

HD7447/20
소비전력 : 1,000W
용량 : 1.2L 대용량
아로마 소용돌이로 커피의 최상의
커피향 추출 (추출용량 : 10~15컵)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부품
누수방지 기능

빵 부스러기 받침대 / 먼지덮개
최적의 커피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드립 필터 커피

거품을 뺀 합리적인
가정용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HD7436/00

HD8651/15

소비전력 : 700W

추출 가능 음료 : 3가지 (에스프레소, 클래식 커피, 스팀밀크)

용량 : 0.92L

소비전력 : 1,400W

2개 슬롯

아로마 소용돌이로 커피의
최상의 커피향 추출

원두 용량 : 180g

재가열, 해동 기능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부품

자동 전원 차단

누수방지 기능

세라믹 그라인더 / 클래식 우유거품기
5단계 원두 굵기 분쇄 / 커피추출 메모 기능
손쉬운 추출그룹 탈부착 / 자동청소 기능

매일 아침 취향저격
브런치를 위한 필수품

HD2582/00
8단계 굽기 온도조절

빵데우기 받침대 / 먼지덮개

물탱크 용량 :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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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Care

Quick Steamer

모발 보호(ThermoProtect) 기술의 최적화된 온도로 빠르게 드라이. 헤어 케어

빠르게 주름을 펴서 새 옷처럼 만들어 보세요. 퀵 스티머

NEW

NEW

HP8238/00

HP8233/00

소비전력 : 2,200W

소비전력 : 2,200W

모발보호 기능 / 써모프로텍트
세팅으로 57도의 일정한 온도유지

모발보호 기능 / 써모프로텍트
세팅으로 57도의 일정한 온도유지

4배 더 강력한 음이온 컨디셔닝

음이온 컨디셔닝

쿨샷 기능(냉풍)

터보부스트로 더 빠른 드라이기

2단계 속도 조절

쿨샷 기능(냉풍)
2단계 속도 조절

HP8232/00

HP8230/00

소비전력 : 2,200W

소비전력 : 2,100W

모발보호 기능 / 써모프로텍트
세팅으로 57도의 일정한 온도유지

모발보호 기능 / 써모프로텍트
세팅으로 57도의 일정한 온도유지

음이온 컨디셔닝

음이온 컨디셔닝

쿨샷 기능(냉풍)

쿨샷 기능(냉풍)

쉽고 편리한 스탠드형 다리미
25% 커진 열판

쉽고 간편한 다림질!
모든 옷감에 안전한 스팀 다리미

쉽고 간편한 다림질!
모든 옷감에 안전한 스팀 다리미

2단계 속도 조절

2단계 속도 조절

GC514/48

GC300/28

GC350/48

3단계 스팀 분사로 어떤
옷감에도 쉬운 다림질

입력 전원 : 1,000W

입력 전원 : 1,000W

별도의 다리미판이
필요 없는 간편함

별도의 다리미판이 필요 없는 간편함

99% 박테리아 살균 효과

콤팩트한 사이즈로 휴대 용이

대용량 물탱크, 쉬운 리필
높이 조절 가능한 옷걸이 포함

HP8199/09
소비전력 : 2,100W
모발보호 기능 / 써모프로텍트
세팅으로 57도의 일정한 온도유지
음이온 컨디셔닝
쿨샷 기능(냉풍)

BHC111/49

청소용 브러쉬 제공

소비전력 : 1,600W
모발보호 기능 / 써모프로텍트
세팅으로 57도의 일정한 온도유지
쿨샷 기능(냉풍)

Iron
변함없는 놀라운 기능의 다리미로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다리미

3단계 온도 & 2단계 속도 설정

NEW

BHD007/09

BHC010/09

소비전력 : 1,500W

소비전력 : 1,200W

모발보호 기능 / 써모프로텍트
세팅으로 57도의 일정한 온도유지

모발보호 기능 / 써모프로텍트
세팅으로 57도의 일정한 온도유지

음이온 컨디셔닝

쿨샷 기능(냉풍)

쿨샷 기능(냉풍)

99% 박테리아 살균 효과

이지스피드 어드밴스
무선 스팀다리미

GC3671/20
물 떨어짐 방지와
자동전원차단 기능으로 안전
무선 충전 기술로
선 없이 가벼운 다림질
수직 스팀 분사
특수코팅 세락믹 열판

어떤 옷감도 태우지 않는 옵티멀템프 기능
(Wool Mark Guaranteed)

GC3920/28
물 떨어짐 방지와
자동전원차단 기능으로 안전
수직 스팀 분사
스팀글라이드 플러스 열판으로
강한 긁힘 방지 및 최강 활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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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160g 순간 스팀
분사로 강력한 주름 제거

강력한 200g 순간 스팀
분사로 강력한 주름 제거

GC2995/38

GC2999/88

이지 스피드 플러스

물 떨어짐 방지와 자동 전원
차단 기능으로 안전

물 떨어짐 방지
수직 스팀 분사
스팀글라이드 플러스 열판으로
강한 긁힘 방지 및 최강 활주력

수직 스팀 분사
스팀글라이드 플러스 열판으로
강한 긁힘 방지

NEW

분당 최대 25g 연속 스팀
분사로 손쉬운 주름 제거

강력한 140g 순간 스팀
분사로 강력한 주름 제거

GC2142/20

GC2990/28

입력전원 : 2,000W

입력전원 : 2,000W

순간 스팀분사 100g

물 떨어짐 방지

물탱크 용량 : 270ml

수직 스팀 분사

달라붙지 않는 Non-stick 열판

스팀글라이드 플러스 열판으로
강한 긁힘 방지 및 최강 활주력

간편하고 효과적인 다림질

매일매일 편리한 다림질

GC1431/38

GC1426/38

입력전원 : 1,400W

순간 스팀분사 65g

연속 스팀분사 / 스프레이

물 스프레이 기능

물탱크 용량 : 220ml

달라붙지 않는 Non-stick 열판

달라붙지 않는 Non-stick 열판

닿기힘는 구석까지 완벽한 청소
필립스 청소기
매일 하는 청소가 빠르고 쉬워집니다.
마룻바닥과 카펫에서도 더욱 많은 먼지를 빠르게 제거해 보세요.

건식다리미

GC160/22
입력 전원 : 1,200W
최고의 활주력을 자랑하는 열판
DynaGlide 열판

완벽한 성능.
스마트한 청소

FC8794/01
세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5.8cm)로
침대 밑 청소 가능

Fabric Shaver

사각 디자인으로 구석 청소도 꼼꼼하게
물걸레 장착으로 미세먼지 제거도 OK

스웨터든 담요든 상관없이 모든 옷감을 다시 새것처럼. 보풀 제거기

최고 속도로 경험하는
무선청소기

FC6812/01

탁월한 청소 효과를 보장하는
강력한 핸디형 진공청소기

쉽고 간편하게 모든 옷감을 새것같이!

강력한 모터로 빠른 보풀제거

360도 흡입 노즐

GC027/00

GC026/30

PowerBlade 디지털 모터

FC6152/01

3가지 크기의 보풀제거망

AA배터리 2개

PowerCyclone 8 기술

배터리 타입 : NiMH 3.6V

신속한 제거를 위한 칼날이
분당 8,800회 회전

옷감손상을 최소화하는
2단계 시스템

USB 충전식 배터리,
제품세척에 용이한 청소용 브러쉬 제공

18V 리튬 이온 배터리 /
최대 45분의 작동시간
3중 입체 초미세먼지 필터

이중 필터 / 반투명 먼지통
무선 충전식 / 슬립충전거치대
브러쉬 노즐 / 틈새청소 도구

일체형 액세서리

액세서리 제공

전국 필립스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세요!
필립스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금 바로 전국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세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필립스 뷰티 페이스북

facebook.com/PhilipsBeauty.kr

필립스 맘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hilipskitchen

필립스 맨 페이스북

facebook.com/PhilipsMen.kr
필립스 홈리빙 페이스북 facebook.com/Philips.HomeLiving.kr

본사

서울

아기와 함께하는 그 어떤 순간도 소중하게
엄마와 아기용품
편안하게 앉아서 유축할 수 있는 휴대용 전동유축기
모유수유(의료기기)

아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맛있는 음식을 쉽고 간편하게
이유식 마스터

SCF332/01

SCF875/02

마사지 쿠션으로 더욱 부드럽고
편안한 유축이 가능

짜고 뒤집어서 갈아주며 영양만점
홈메이드 이유식 준비끝

220V 어댑터 및 AA건전지
4개로 작동 가능

4-in-1 이유식 마스터기

경기

소비전력 : 400W
스팀기 용량 : 1,050ml

고객상담실

080-600-6600

송 파

0505-771-0201

용 산

0505-771-0202

노 원

0505-771-0203

광 진

0505-771-0204

가 산

0505-771-0205

강 서

0505-671-0206

서 초

0505-720-0207

인 천

0505-771-0321

부 천

0505-771-0323

수 원

0505-771-0311

분 당

0505-771-0312

안 양

0505-771-0314

일 산

0505-771-0315

평 택

0505-771-0316

춘 천

0505-771-0331

원 주

0505-771-0332

블렌더기 용량 : 750ml
물탱크 용량 : 250ml

강원

6분이면 열탕소독하듯 뜨거운 스팀으로
골고루 소독이 완료되는 3-in-1 스팀소독기

영양소 파괴없이 안전하게
모유 및 이유식을 균일하게 데워주는 패스트 보틀 워머

SCF284/02

SCF355/00

열탕 소독원리의
천연스팀 소독방식

150ml의 모유를 3분 만에 데움

소비전력 : 650W

제주

제 주

0505-771-0641

충남

충북

부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카카오톡
상담센터

서 해

0505-771-0411

천 안

0505-771-0412

대 전

0505-771-0421

청 주

0505-771-0431

중부산

0505-771-0511

동 래

0505-771-0512

북부산

0505-771-0513

울 산

0505-771-0521

통 영

0505-771-0551

마 산

0505-771-0552

진 주

0505-771-0555

대 구

0505-771-0531

서대구

0505-771-0532

구 미

0505-771-0541

포 항

0505-771-0542

순 천

0505-771-0611

광 주

0505-771-0621

전 주

0505-771-0631

군 산

0505-767-0632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필립스코리아 소형가전은 2년간 무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부터 적용되며 해외로 이주해서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형가전업계 최장기간
무상 서비스 제공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고객의 이익으로 보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단, 영상 및 음향기기는 1년간 무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소모성 액세서리나 충전지 부품은 제외) 기타 문의 사항 및 제품 사용에 관한 문의는
(주)필립스코리아 고객상담실이나 홈페이지(http://www.philips.c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전력 : 300W

소비자상담실
080-600-6600

※ 본 제품 안내서에 명기된 제품은 (주)필립스코리아가 인증한 공식 대리점 제품으로 (주)필립스코리아가 판매,
A/S를 직접 지원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 안내서는 특판 목적으로 제안드리며, 필립스 특판대리점과 특판 고객간의 약정에 의하여 판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