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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만큼만 끓이세요.
최대 66% 에너지 절감

세련된 디자인의 메탈 무선 전기주전자는 독창적인 ''컵 단위 수위표시기'' 기능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물만 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66%의 에너지를 손쉽게 절감하고 이

를 통해 에너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끓이세요.

컵 단위 수위표시기로 필요한 만큼만 끓이세요.

편리한 사용

간편한 물 채우기 및 청소를 위한 넓은 주입구의 스프링 뚜껑

보기 편한 수위 표시기

무선 전기주전자가 켜지면 불이 들어옴

간편한 코드 보관을 위한 코드 보관 장치

들고 내리기 편리한 360° 회전식 무선 받침대

빠른 가열 및 쉬운 세척

빠른 가열 및 편리한 청소를 위한 평면 열판

스테인리스 마감의 견고한 메탈 무선 전기주전자

물을 깨끗하게 제공하기 위한 석회질 방지 필터

사용이 안전함

안전을 위해 뜨거워지지 않는 본체

4단계 안전 시스템



무선 전기주전자 HD4664/20

주요 제품 사양

컵 단위 수위표시기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물만 끓일 수 있어 최대

66%의 전력과 물을 절약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합

니다.

표시등

켜기/끄기 스위치에 부착된 우아한 청색 표시등이

주전자가 켜졌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스프링 뚜껑

넓은 주입구의 스프링 뚜껑으로 물 채우기 및 청소

가 간편하며 뜨거운 스팀에 닿는 것을 방지해 줍니

다.

평면 열판

스테인리스 스틸 열판으로 빠른 가열 및 간편한 세

척

석회질 방지 필터

석회질 방지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물과 주전자가

모두 깨끗합니다.

360° 회전식 무선 받침대

들고 내리기 편리한 360° 회전식 무선 받침대.

 

디자인 사양

색상: 표면 처리된 메탈

재질: 열판: 스테인리스, 본체: 스테인리스 및 PP,

스위치 및 도구 거치대: 폴리프로필렌

일반 사양

무선

미끄럼 방지 발판

인체공학적 손잡이

편리한 주입구 물 보충

넓은 주전자 뚜껑

코드 보관

자동 전원 차단

건조 상태 가열 방지 기능

360도 받침대

뚜껑 물 보충/배출구 물 보충

평면 열판

기술 사양

용량: 1.7 l

소비전력: 2400 W

코드 길이: 0.75 m

전압: 220-240 V

진동 횟수: 50-60 Hz

규격

제품 규격(WxDxH): 16.3x24.4x25.6 cm

포장 크기(WxDxH): 27.4x18.5x27.8 cm

서비스

2년 무상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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