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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커피를 만들어주는 아로마 컨트롤
Saeco의 최신 라떼 뻬로페토 기술

Saeco 인텔리아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만이 제공하는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경험하십시오. 사용, 설정 및 세척이 편리합

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완벽한 카푸치노 또는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정통 이탈리아 커피

듀얼 챔버 우유통으로 우유거품을 두번 생성하여 완벽한 우유 거품

고속 히팅 시스템 덕분에 기다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커피

100% 세라믹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열을 발생시키지 않아 원두 고유의 맛을 지켜줍니다.

당신의 입맛에 맞는 커피

자주 사용하는 커피 설정을 저장

커피 농도에 따라 조절 가능한 그라인더

모든 종류의 컵에 적합하며 열 손실이 적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추출구

손쉬운 세척 및 유지관리

자동 세척 및 석회질 제거로 항상 머신의 청결 유지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식기세척기로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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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100% 세라믹 그라인더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100% 세라믹 그라인더를 탑

재하고 있습니다. 세코는 완벽한 에스프레소 맛을

위하여 과열되지 않고 항상 일정한 분쇄가 가능한

세라믹 그라인더를 사용합니다. 또한, 세라믹은 성

능이 오래 지속되며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속 히팅 시스템

세코의 고속 히팅 시스템 기술 덕분에 언제든 바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에스프레소 한 잔

을 추출할 때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추출이 가

능합니다.

듀얼 챔버 우유통

특허 받은 듀얼 챔버 기술이 적용된 전자동 우유통

으로 특별한 우유 거품을 즐겨보세요. 우유통에 우

유를 따른 다음 머신에 연결하고 원하는 커피를 선

택하면 됩니다. 듀얼 챔버 기술이 깊은 맛을 내는

이상적인 온도의 우유를 머신에서 추출해 전문가

의 손길이 느껴지는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만의 커피 설정을 저장

커피 양, 농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메

모 기능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완벽한 에스프레

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한번으로 최고의 커

피를 즐겨보세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추출구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조절식 추출구는 어떤 종류

의 컵에도 적합하며, 커피를 추출하는 동안 커피가

튀거나 식는 일이 없도록 방지합니다. 따라서 청결

하게 커피 머신이 유지되는 동시에 항상 적절한 온

도로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부품

편의를 위해 세코 물받이와 우유 거품기 또는 우유

통을 식기세척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도 절약하고 위생적으로 세

척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조절 가능한 그라인더

다양한 커피종류에 따라 가장 풍부한 맛이 우러 나

오려면 각기 다른 크기의 원두분쇄굵기가 필요합

니다.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그라인더 입상 설정이

5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원두를 곱게 분쇄하여

진하게 추출하는 단계에서부터 굵게 분쇄하여 연

한 커피를 즐기는 단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세코가 발명한 커피 추출 그룹은 자동화가 가능한

필립스 에스프레소 머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커피 추출 그룹은 사용하기 편리하며, 쉽게 분

리하여 위생적이면서도 편리하게 물로 헹구어 세

척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

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필립스는 친환경

을 위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

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의 개선함

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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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지속 가능성

자동 대기 옵션

완벽한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기술: Saeco 맞춤 시스템, 아로마 시스

템: 추출 전 처리

서비스

2년 무상 A/S

편리한 사용

세척 및 유지관리: 커피 추출관 자동 헹굼, 물때 제

거 과정

용도: 높낮이 조절 가능한 커피 추출구, 컵 예열판,

급속 스팀,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일반/룽고 에스

프레소 옵션

크기 및 무게

물탱크 용량: 1.5 l

우유통 용량: 0.5 l

제품 중량: 8.9 kg

제품 규격(LxDxH): 256 x 340 x 444 mm

커피 원두 용량: 300 gr

찌꺼기 용기 용량: 10 개

특징

동시 추출

Brita 필터 호환 가능: 옵션 선택 가능

열수 완드

디자인

색상: 블랙 실버

소재와 마감: ABS 플라스틱 몸체, 스테인리스 스틸

분쇄, 스테인리스 스틸 컵 받침대

기술 사양

보일러 수: 보일러 1개

펌프 수압: 15바(완벽한 에스프레소)

지원되는 커피 종류: 분쇄 커피, 통원두 커피

원산지: 디자인: 이탈리아, 원산지: 유럽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소비전력: 1900 W

코드 길이: 80 cm

보일러 재질: 이녹스 스테인리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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