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
신

 

엑스스몰

블랙

 

HD8743/15

이탈리안 아로마의 발견
원터치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엑스스몰은 디자인과 기능을 결합한 최소형의 전자동 머신입니다. 버튼 한 번이면 커피

원두가 풍성한 향을 내며 신선하게 분쇄되고 훌륭한 에스프레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

납니다.

가장 좋아하는 원두커피를 분쇄하세요.

원터치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크기는 작고 에너지 효율은 높습니다.

조절 가능한 분쇄기

편리한 사용

작동하기 편리한 인체공학적 설계

손쉬운 세척 및 유지관리

커피 추출관 자동 세척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HD8743/15

주요 제품 사양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매번 커피를 추출할 때마다 원두를 신선하게 갈아

서 제공하므로 풍부한 커피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립스 세코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은 매일 신선한 고품질 커피를 제공합니다.

커피 추출관 자동 세척

자동 세척 기능이 언제나 신선한 커피를 제공합니

다. 커피를 내리기 전 그리고 대기 모드에서 돌아올

때 머신이 커피 추출관을 자동으로 세척합니다.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커피 추출 그룹은 머신의 심장부라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

지해야 합니다. 필립스 세코 제품만큼 편리하게 세

척할 수 있는 커피 머신은 없습니다. 추출 그룹을

분리해서 헹구고 다시 장착하면 그만입니다.

크기는 작고 에너지 효율은 높습니다.

전면에서 모든 기능에 접근 가능한 소형 엑스스몰

라인은 모든 주방에 적합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높은 에너지 효율(스위스 규정에 따라 A등급)과 자

동 전원 차단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편리한 인체 공학적 설계

필립스 세코는 편리함의 대명사입니다. 손쉽게 커

피 원두나 물을 채울 수도 있고 커피 찌꺼기통이나

물 받이를 비울 수 있습니다.

조절 가능한 분쇄기

조절 가능한 분쇄기

 

완벽한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기술: 아로마 시스템: 추출 전 처리

편리한 사용

세척 및 유지관리: 커피 추출관 자동 헹굼

용도: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분리형 물통

기술 제원

보일러: 스테인리스 스틸

진동 횟수: 60 Hz

소비전력: 1400 W

전압: 220 V

펌프 압력: 15 바

크기 및 무게

제품 규격(LxDxH): 295x325x420 mm

커피 원두 용량: 180 gr

커피 찌꺼기통 용량: 8 개

물탱크 용량: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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