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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용기 포함

Boil & Brew 시스템

블랙

 

HD5407/60

1988년부터 손으로 직접 추출한 커피의 맛
필립스 카페 고메 커피 메이커

필립스 카페 고메 커피머신은 최적의 커피 추출을 보장하는 특별한 Boil & Brew 시스템

으로 93°C 이상의 고온에서 커피를 추출하여 깊은 맛과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뛰어난 맛과 향

풍부한 향과 맛을 내는 Boil & Brew 시스템

추출 후에도 따뜻하게 유지되는 커피의 온도

아로마 소용돌이로 커피의 최적의 맛 계산

편리한 사용

원할 때마다 커피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누수 방지 기능

에너지 절약과 안전을 위해 30분 후 자동 전원 차단

스윙 필터 홀더로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커피

부엌에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케이블

간편한 세척을 위한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부품



커피메이커 HD5407/60

주요 제품

아로마 소용돌이

용기 내부의 이 스마트 노즐은 용기로 유입되는 커

피를 고르게 계산하여 첫 번째 잔에서 마지막 잔까

지 최적의 일관된 향을 유지합니다.

Boil & Brew

필립스 커피메이커는 고유한 Boil & Brew 시스템

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완전히 끓인 물을 내리고

커피를 추출하면 93°C 이상의 고온에서 커피가 추

출되어 커피의 깊은 맛과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습

니다.

따뜻하게 유지되는 커피

커피가 추출된 후 열판이 커피 온도를 유지시켜 주

므로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누수 방지

누수 방지 기능으로 전체 추출 과정이 끝나기 전에

커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케이블 보관

남은 길이의 케이블을 커피 메이커 아래에 잇는 케

이블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므로 부엌에 커피 메

이커를 근사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스윙 필터 홀더

측면으로 밀면 필터 홀더가 열리므로 커피를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 홀더를 분리할 수

있어 세척이 간편합니다.

자동 전원 차단(30분 후)

커피를 추출한지 30분이 지나면 커피메이커가 에

너지 절약과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는

EU 규제에 따른 기능으로 EU의 모든 커피 메이커

에 적용됩니다. 보다 오랫동안 커피를 따뜻하게 유

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필립스에서는 보온 용

기가 포함된 커피 메이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부품

용기와 필더 홀더는 식기세척기에서 간편하게 세

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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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원산지

원산지: 폴란드

지속 가능성

에너지 절약 추출: 1300 W

크기 및 무게

제품 규격(WxDxH): 195 x 225 x 510 mm

중량: 2.3 kg

포장 크기(WxDxH): 240 x 240 x 569 mm

일반 사양

커피 음료: 드립 필터 커피

사용 가능한 제품: 분쇄 커피 가루

특수 기능: Boil & brew

쉬운 사용 및 편리함: 자동 전원 차단, 반투명 물 탱

크, 수위 표시선, 누수 방지

쉬운 세척 및 유지관리: 분리형 필터 홀더, 식기세

척기 사용가능 부품

마감

물 탱크 재질: 글래스

본체 재질: 플라스틱

서비스

2년 무상 보증

디자인

색상: 블랙

액세서리

포함됨: 유리 용기

기술 사양

코드 길이: 0.8 m

보일러: 0

물 탱크 용량: 최대 10 컵

추출 시간(용기 1개 분량): 10 min

물 탱크 용량: 1 L

전압: 220 - 240 V

진동 횟수: 50 - 60 Hz

펌프 압력: 해당 없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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