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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하나로 맛있는 커피 추출
즐겨 사용하는 컵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추출구

더 파드 식스 비바카페(Viva Café) 커피머신으로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을 만끽하세요. 이 대표적인 디자인의 파드커피머

신은 버튼 하나로 맛있는 커피를 추출합니다. 또한 조절식 추출구, 석회질 표시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으로 최고의 편의성

을 자랑합니다.

언제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커피

맛있는 커피 크레마

커피 맛을 최상으로 끌어 올려주는 필립스 파드 커피머신의 특별한 추출 기술

매 순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커피

취향에 따라 즐기는 다양한 향의 원두 커피

빠르고 간편한 조작

1분 내에 한 잔 또는 두 잔의 커피 추출

좋아하는 컵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추출구

머신이 예열되면 커피를 만들어주는 바로 시작 기능

30분 주기 자동 전원 차단으로 에너지 절약

석회질 제거 시기를 알려주는 표시등

버튼 한 번으로 커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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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사양

맛있는 커피 크레마

맛있는 커피 크레마로 더 파드 식스 커피머신이 최

고의 커피 맛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석회질 제거 표시

더 파드 식스 커피 머신은 석회질 제거 시기를 알려

줍니다. 정기적으로 석회질을 제거하면 커피의 맛

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으며 물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추출구

추출구를 올리거나 내려 좋아하는 컵이나 머그의

크기에 맞게 더 파드 식스 커피 머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향의 원두를 마음대로 추출

필립스 더 파드 식스 커피머신을 이용하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한 향의 원두

커피를 마음대로 추출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자동 전원 차단(30분 후)

더 파드 식스 커피머신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30분

후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성능

추출 시간(1잔): 30초

추출 시간(2잔): 60초 미만

편리한 사용

2잔 동시 추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추출구

자동 전원 차단 시간: 30분

물 부족 표시

추출 중단

바로 시작

분리형 물 탱크

손쉬운 세척

석회질 표시기

식기세척기 세척가능 부품

디자인

색상: 딥 블랙

메탈 물받이

스테인리스 스틸 추출구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인증: Green tick

에너지 소비량: 0.36W(대기 시), 1450W(추출 시)

재활용 자재로 제조: 90%(문서 및 포장)

서비스

2년 무상 보증

기술 사양

원산지: 원산지: 폴란드, 디자인: 네덜란드

소비전력: 1450 W

진동 횟수: 50 Hz

전압: 220-240 V

코드 길이: 80 cm

지원되는 커피 종류: 파드 커피머신 커피 파드

펌프 수압: 1바(필터 커피 및 크레마)

크기 및 무게

물탱크 용량: 0.9 L

제품 중량: 1.75 kg

포장 크기(LxDxH): 232 x 370 x 380 mm

제품 규격(LxDxH): 190 x 310 x 340 mm

최대 컵 높이: 100 ~ 120 mm

커피 잔 단위 최대 용량: 최대 6잔

포장 무게: 0.6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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