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간 클리너 - 노즐
AirFloss
노즐 2개 포함
HX8012/35

치간 세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에어플로스로
규칙적인 치간 세정을 시작해보세요.
칫솔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의 플라그를 한번에 제거
가장 효과적인 치간 세정을 위해 6개월마다 노즐을 교체하십시오. 소닉케어 치간 클리너
로 일반 칫솔만으로 양치질하는 것보다 최대 5배 더 치아 사이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습
니다.
편리한 사용
치아 깊숙한 곳 구석구석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된 노즐
버튼 하나로 세정하는 기술
가이던스 팁은 치간에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효율적인 치간 세정을 위한 간편한 방법

치간 클리너 - 노즐

HX8012/35

주요 제품

사양

공기와 물방울의 미세분사 기술

니다. 가이던스 팁을 치아 사이에 안착됐다고 느낄
때까지 잇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밀어 자리를 잡아
주세요.
슬림하고 각진 노즐
슬림하고 어금니 구석까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고
안된 노즐

편리한 사용
노즐 시스템: 간편한 탈부착
구성품
에어플로스 노즐: 2 개
세정 성능
노즐: 최상의 효과를 위해 6개월마다 교체 권장

쉽고 간편한 세정
디자인 및 마감
노즐 색상: 핑크 팁의 핑크, 화이트 팁의 핑크

치간 클리너는 공기와 물방울을 미세분사하는 특
수한 기술을 이용하여 치아 사이에 압축된 공기와
물 또는 구강 세정액을 분사합니다. 원터치 작동 버
튼은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가이던스 팁

치간 세정은 구강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
다. 에어플로스를 사용하면 치아 사이 칫솔모가 닿
지 않는 부분까지 쉽고 간편하게 양치할 수 있어 건
강한 치간세정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불규칙적
으로 치실을 사용하던 사용자 중 96%가 에어플로
스 3개월 사용 후 일주일에 4일 이상 에어플로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슬림하고 어금니 구석까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고
안된 노즐과 가이던스 팁은 에어플로스가 정확한
위치에 놓여 치간세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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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칫솔만 사용 시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