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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성분 유지
향 부스터가 탑재된 찜기

“찜은 환상적인 요리법입니다. 이 요리는 음식의 모든 영양소와 좋은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요리 중 재료에서 나오는 모

든 즙과 향이 음식에 골고루 배게 됩니다." 제이미 올리버

한 번에 뚝딱 완성되는 가장 간편한 요리법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 가는 9L 용량의 착탈식 트레이 바닥

달걀 받침대

2.5L 그을음 방지 배출구가 있는 중탕 냄비 용기

맛있고 몸에 좋은 요리 만들기

조리 시 음식에 함유된 모든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

향 부스터 - 맛있는 허브를 이용한 요리

나만의 신선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비결

제이미 올리버만의 창의적인 레시피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www.philips.com/jamieoliver를 방문하세요.

스마트한 디자인의 세트

작은 공간에 겹쳐 보관할 수 있는 찜 용기

준비등 및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탑재된 60분 타이머

과열 및 건조 과열 방지



제이미 올리버 찜기 HD9132/00

주요 제품 사양

2.5L 중탕 냄비 용기

대형 2.5L 중탕 냄비 용기가 제공되는 필립스 찜기

는 맛 좋은 수프, 디저트 및소스 조리에 적합하며

폭넓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사 안

전 배출구가 따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손가락 데일

일이 없습니다.

향 부스터

독특한 향 부스터는 음식에 허브와 향신료의 풍미

를 살려 찜 요리의 진정한 맛을 살려줍니다. 선호하

는 허브와 향신료를 부스터에 넣고 나머지는 스팀

에 맡깁니다. 스팀의 열이 허브와 향신료에서 나는

맛있는 향을 살려서 음식에 맛깔스러운 향이 스며

들도록 해줍니다.

겹쳐 보관할 수 있는 찜 용기

이 필립스 찜 용기들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각

트레이 손잡이에서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 위치한 찜 용기는 1, 중간은 2, 가장 위에 있는

용기는 3입니다. 찜 요리 시 하나, 둘 혹은 세 개의

용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큰 숫자의 용기를 용기 1

위에 올려 놓으세요. 사용이 끝난 후 용기를 겹쳐

보관할 수 있어 작은 공간에서도 보관이 가능합니

다.

60분 타이머

60분 수동 타이머는 정말 편리합니다. 조리할 시간

에 맞춰 다이얼을 돌리고 나면, 나머지는 찜기에게

맡기고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야채

는 10~20분이면 완벽하게 쪄지기 때문에 한 두 번

시범 요리를 해보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시간을

알게 됩니다. 찜기는 찜 요리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

로 전원이 꺼집니다.

달걀 받침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중 어느 때 요리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편리한 찜기는 폭넓고 다양한 방

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걀 받침대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아침식사용으로

완벽한 삶은 달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달걀 마다

작은 구멍을 내어(안전핀 작용) 그 구멍이 위쪽을

향하도록 받침대에 올리세요!

제이미 올리버만의 레시피

필립스 제이미 올리버 제품군에서 제공하는 제이

미의 요리 도구 제품들에는 모든 가족이 좋아할 간

편하고 신선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제이미 올리버

만의 레시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사양

재질: 플라스틱

색상: 스타 화이트 및 호라이즌 블루

포함된 액세서리

달걀 받침대

특대형 스팀 용기: 2.5 l

일반 사양

미끄럼 방지 받침

전원 표시등

수위 표시기

과열 및 건조 과열 방지

기술 사양

소비전력: 900 W

전압: 220-240 V

진동 횟수: 50/60 Hz

코드 길이: 100 cm

용량(최대): 2.5/2.6/3.5 l

물 탱크 용량: 1.1 l

크기 및 무게

포장 크기(L×W×H): 30.5x30.5x33.8 cm

제품 크기(L×W×H): 360.4x252.8x433.9 mm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

화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필립스는 친

환경을 위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의 개

선함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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