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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이 있는 열판(두꺼움)

높은 온도의 그릴 열판

 

HD4417/20

더 맛있게
음식 고유의 맛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높은 온도

강력하면서도 컴팩트한 필립스 전기그릴(HD4417/20)은 재료 고유의 맛과 영양을 유지해줍니다. 열판이 매우 빠르게 뜨

거워져 재료의 수분과 양분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며, 이 온도가 두꺼운 열판 덕분에 오래도록 유지됩니다. 또한 온도 조절

장치가 완벽한 요리를 보장합니다.

더 다양하고 더 맛있게

맛은 살리고 영양분은 유지하는 높은 온도의 그릴 열판

두꺼운 그릴 열판이 냉동음식을 올려도 뜨거운 상태 유지

음식 맛을 살리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빠르게 가열시키고 열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강한 파워

더 편리하게

논스틱 그릴 열판

세워서 간편하게 보관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부품

보관이 쉬운 컴팩트한 크기

스마트 기능

기름 배출



전기그릴 HD4417/20

주요 제품 사양

높은 온도의 그릴 열판

높은 온도의 필립스 전기 그릴 열판은 음식이 가진

고유한 맛과 즙을 유지해줍니다. 음식이 그릴 표면

에 닿는 순간,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노

릇노릇하게 구워지고 맛과 영양소가 빠져 나가지

않은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두꺼운 그릴 열판

필립스 전기그릴의 두꺼운 열판은 표준 그릴보다

더 많은 열을 보존하므로 냉동된 음식을 두어도 열

판이 뜨거운 상태로 오래도록 유지됩니다. 일정하

게 유지되는 온도는 음식을 보다 빠르게 골고루 익

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그릴에 맨 처음 올렸

을 때 열판이 뜨겁기 때문에 재료의 수분과 영양분

을 보존해줍니다.

온도 조절 장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 더욱 잘 구워집니다.

세로 보관

세워서 보관하기 쉽고, 코드와 트레이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부품

부품을 식기세척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 세척이 간

편합니다.

기름 배출

탈부착 가능한 트레이는 과도한 기름이 배출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 사양

내장된 전원 스위치

온도 표시등

열 전도 방지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받침

코드 보관

기름 트레이 보관대

기술 사양

코드 길이: 1 m

소비전력: 2000 W

전압: 220-240 V

진동 횟수: 50/60 Hz

디자인 및 마감

색상: 메탈/블랙

재질: 스테인리스 외관 / 알루미늄 그릴 열판 / 플

라스틱 부품

크기 및 무게

제품 크기(WxHxD): 445.9 x 73 x 312 mm

제품 중량: 3.7 kg

열판 크기(WxD): 300 x 3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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