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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 와이드 2개의 슬롯으로
더욱 넓어진 토스터

Bun Warmer 장착

블랙

뚜껑 덮개

 

HD2638/90

미리 썰어둔 빵이든 직접 썰어낸 빵이든 언제나 바삭

한 토스트

두께에 상관 없이 손쉽게 구울 수 있도록 더 넓어진 슬롯

자체 중심 랙과 10% 더 넓어진 슬롯 크기* 덕분에 두께에 상관 없이 언제나 빵이 정 가운

데에 고정되므로 한결 고르게 구워집니다.

쉬운 컨트롤

7단계 굽기 조절

재가열과 해동을 한 번에

편리한 사용

신선한 빵이든 얼려둔 빵이든 두께에 상관없이 구울 수 있도록 더 넓어진 슬롯

롤, 패스트리 또는 번을 데울 수 있는 크로와상 빵 거치대 내장

청소가 용이한 분리형 빵 부스러기 받침대

뛰어난 안전성

추가적인 자동 전원 차단 보호

작은 빵 조각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하이 리프트

취소 버튼으로 언제든지 굽기 중단

뜨거워지지 않는 벽면



토스터 HD2638/90

주요 제품

넓은 슬롯

자체 중심 매커니즘을 통해 빵이 정 가운데에 고정

되므로 두께에 상관없이 고르게 구워집니다.

7단계 굽기 조절

편리하게 온도를 조절하여 딱 원하는 정도로 토스

트를 구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하이 리프트 기능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작은 빵 조각도 안전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크로와상 빵 거치대 내장

크로와상 빵 거치대가 내장되어 있어 패스트리, 롤

또는 번을 간단하게 데울 수 있습니다.

재가열과 해동을 한 번에

냉동된 토스트/빵을 한 번에 토스트해주는 재가열

및 해동 기능

굽기를 중단할 수 있는 취소 버튼

중지 버튼으로 언제든지 굽기 중단

분리형 빵 부스러기 받침대

분리형 빵 부스러기 받침대 덕분에 청소가 용이합

니다.

추가적인 자동 꺼짐 보호

추가적인 자동 꺼짐 보호로 누전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합니다.

뜨거워지지 않는 벽면

열을 차단해주는 벽면 디자인 덕분에 토스터 외부

는 뜨거워지지 않으므로 만져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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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액세서리

포함됨: 먼지 뚜껑

원산지

원산지: 중국

디자인 및 마감

색상: 블랙

본체 재질: 금속 및 플라스틱

일반 사양

굽기 단계: 7

제품 특징: 편리한 굽기 조절, 자동 전원 차단, 취소

버튼, 뜨거워지지 않는 본체(쿨 월), 코드 보관, 해

동 기능, 하이 리프트 기능, 미끄럼 방지 받침

서비스

2년 무상 보증: 가능*

지속 가능성

사용 설명서: 100% 재활용 종이

기술 사양

코드 길이: 0.85 m

진동수: 50-60 Hz

전압: 240 V

크기 및 무게

포장 크기(LxWxH): 334x200x221 mm

제품 규격(LxWxH): 300x172x201 mm

빵 투입구 크기(LxWxH): 138x33x125 mm

무게(포장 포함): 2.04 kg

중량: 1.57 kg

 

* 이전 제품(HD2630) 대비 10% 더 넓어진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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