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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찜 요리
아로마 인퓨저가 포함된 찜기

완벽한 설정을 갖춘 필립스 찜기는 모든 요리에 적합합니다.

맛있고 몸에 좋은 요리 만들기

허브와 향신료의 풍미를 살리도록 설계된 아로마 인퓨저

음식의 영양소를 유지하는 건강한 찜 요리

생선, 채소, 쌀 등을 위한 요리 설정 타이머

한 번에 뚝딱 간편하게 만드는 완벽한 요리

여러 재료를 한 번에 찔 수 있는 2개의 바스켓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5L 용량

달걀 받침대

스마트하고 편리한 사용

누수 방지 뚜껑

부품은 식기세척기에서 세척 가능

채우기 쉬운 물통

겹쳐 보관할 수 있는 바스켓으로 간편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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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아로마 인퓨저

필립스 찜기의 독특한 아로마 인퓨저는 음식에 허

브와 향신료의 풍미를 살려 스팀 요리의 진정한 맛

을 살려줍니다. 선호하는 허브와 향신료를 부스터

에 넣고 나머지는 스팀에 맡깁니다. 스팀의 열이 허

브와 향신료에서 나는 맛있는 향을 살려서 음식에

맛깔스러운 향이 스며들도록 해줍니다.

건강식 찜 요리

음식의 영양소를 유지하는 건강한 찜 요리

요리 설정 타이머

생선, 채소, 쌀 등을 위한 요리 설정 타이머

2개의 바스켓

여러 재료를 한 번에 찔 수 있는 2개의 바스켓

5L 용량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5L 용량

달걀 받침대

바스켓 당 계란 6개가 적합합니다.

누수 방지 뚜껑

누수 방지 뚜껑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부품

부품은 식기세척기에서 세척 가능

간편한 물보충

사용 중에도 급수통을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겹쳐 보관할 수 있는 바스켓

겹쳐 보관할 수 있는 바스켓으로 간편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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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사양

재질: 플라스틱

색상: 화이트 및 그린

포함된 액세서리

달걀 받침대

일반 사양

미끄럼 방지 받침

전원 표시등

열 전도 방지 손잡이

수위 표시기

찜 용기 수: 2 개입

과열 및 건조 과열 방지

코드 보관

기술 사양

소비전력: 900 W

전압: 220-240 V

진동 횟수: 50/60 Hz

코드 길이: 80 cm

용량(최대): 2.5 + 2.9 L

물 탱크 용량: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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