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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맛있게
향 부스터로 더욱 풍부한 맛을 느끼세요

이 찜기에는 독특한 향 부스터가 포함되어 있어 허브와 향신료의 맛있는 향으로 음식의

맛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60분 타이머, 외부 물 주입구와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부품과 같

은 다양한 스마트 기능으로 찜요리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더 맛있게

허브와 향신료의 풍미를 살리도록 설계된 향 부스터

더 편리하게

준비등과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을 갖춘 60분 타이머

쉬운 세척을 위한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부품

사용 중 급수통 물 보충을 위한 외부 물 주입구

스마트 기능

주방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코드 보관

조리 후 물 배출이 용이한 착탈식의 500ml 잔 받침대

보다 작은 공간에 저장이 가능하도록 겹쳐서 보관할 수 있는 찜 용기



찜기 HD9120/55

주요 제품 사양

향 부스터

독특한 향 부스터는 음식에 허브와 향신료의 풍미

를 살려 스팀 요리의 진정한 맛을 살려줍니다. 선호

하는 허브와 향신료를 부스터에 넣고 나머지는 스

팀에 맡깁니다. 스팀의 열이 허브와 향신료에서 나

는 맛있는 향을 살려서 음식에 맛깔스러운 향이 스

며들도록 해줍니다.

60분 타이머

준비등과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을 갖춘 60분 타이머

입니다.

식기세척기 사용가능 부품

부품을 식기세척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 세척이 간

편합니다.

외부 물 주입구

사용 중에 급수통 물을 보충할 수 있는 외부 물 주

입구입니다.

겹쳐 보관할 수 있는 찜 용기

겹쳐서 보관할 수 있어서 작은 공간에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일반 사양

찜 용기 수: 3 개입

수위 표시기

과열 및 지나친 가열에 의한 건조 방지

열 전도 방지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받침

전원 표시등

기술 사양

소비전력: 900 W

전압: 220-240 V

진동 횟수: 60 Hz

코드 길이: 100 cm

찜 용기 용량: 2.5 / 2.6 / 3.5 l

물 탱크 용량: 1.1 l

디자인 사양

재질: 플라스틱

색상: 오렌지색 하이라이트가 있는 흰색

포함된 액세서리

쌀/국/음식 용기: 1.2 l

달걀 받침대

크기 및 무게

제품 중량: 2.3 kg

제품 크기(WxHxD): 312 x 450 x 22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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