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유 메이커

Avance Collection

 

0.9~1.1L

5가지 프로그램

850W

필터 필요 없음

 
HD2079/05

통대두의 모든 영양 섭취
필터링 없이 바로 섭취

바쁜 아침 찌꺼기를 걸러내고 처리하느라 불편하셨습니까? 새로운 필립스 건강식메이커의 급속 회전 분쇄 초강력 스팀

조절 기술로 이제 필터로 걸러내지 않은 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즐겨 보세요.

편리한 사용

즐겨 마시는 음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프로그램

필터링 없이 영양소 유지

콩을 잘게 분쇄하여 걸러낼 필요 없는 급속 분쇄 기술

두유 맛을 높이는 초강력 스팀 기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 사용

100% 식품 등급 오일

끓이지 않아도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이중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

저소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회전식 뚜껑 설계

손쉬운 세척

더욱 손쉽게 세척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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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즐겨 마시는 음료 손쉽게 만들기

즐겨 마시는 음료를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대두 가

루/두유 및 오곡 두유뿐만 아니라 영양죽, 과일/야

채쥬스, 수프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속 분쇄 기술

더욱 우수해진 급속 회전 분쇄 기술이 콩을 더욱 잘

게 분쇄하여 찌꺼기를 걸러낼 필요가 없으며 대두

에서 용해된 단백질을 20% 더 추출할 수 있습니다.

초강력 스팀 기술

초강력 스팀 기술이 용기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

지해 주며 대두 추출을 촉진하여 두유 맛이 더욱 좋

아집니다.

100% 식품 등급 오일

100% 식품 등급 오일

이중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

끓이지 않아도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이중 스

테인리스 스틸 외관

저소음

회전식 뚜껑

회전식 뚜껑 설계로 떨어뜨려도 내용물이 새지 않

으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

다.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스틸 후드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스틸 후드로 세척이 간편하

고 녹이 슬지 않아 더욱 위생적으로 두유 메이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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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디자인 사양

외관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내부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중량: 2 kg

기술 사양

용량: 1.1 L

전압: 220 V

진동 횟수: 60 Hz

모터 전력: 140 W

가열 전력: 850 W

크기 및 무게

F-box 크기: 230 x 230 x 340.5 mm

F-box 중량: 2.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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