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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디자인
부식 방지 스테인리스 스틸

HD9305 메탈 무선주전자는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었으며 영국에서 설계된 전기주전자 조절기를 갖추

고 있고, 오랫동안 뛰어난 안전성 및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메탈 무선주전자

부식 방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뛰어난 안전성 및 내구성

영국에서 설계된 전기주전자 조절기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빠른 가열 및 쉬운 세척

빠른 가열 및 편리한 청소를 위한 평면 열판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물때 방지 필터

편리한 사용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완전 탈착이 가능한 경첩식 뚜껑

편리한 뚜껑 및 주입구 물 보충

읽기 쉬운 수위 표시기

간편한 보관을 위한 전원 코드 감기

들고 놓기 편한 360° 회전식 무선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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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내구성이 뛰어난 메탈 무선주전자

부식 방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련된 메탈 무선주전자는 오랫동안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주전자 조절기

영국에서 설계된 전기주전자 조절기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평면 열판

스테인리스 스틸 열판으로 빠른 가열 및 간편한 세

척

경첩식 뚜껑, 완전 탈착 가능

경첩식 뚜껑은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완전 탈

착이 가능합니다.

수위 표시기

읽기 쉬운 뒷면 수위 표시기

편리한 뚜껑 및 주입구 물 보충

주전자의 주입구나 경첩식 뚜껑을 열어서 물을 채

울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 감기

코드를 바닥에 감아 둘 수 있어 주전자를 주방에 놓

아 두기에 편리합니다.

360° 회전식 무선 받침대

들고 놓기 편한 360° 회전식 무선 받침대

물때 방지 필터

탈착식 물때 방지 필더로 깨끗한 물을 따라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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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개선함

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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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디자인 사양

색상: 블랙

열판: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스위치 재질: 폴리프로필렌(PP)

일반 사양

편리한 주입구 물 보충

넓은 주전자 뚜껑

코드 보관

360도 받침대

뚜껑 물 보충/배출구 물 보충

평면 열판

기술 사양

소비전력: 2200 W

서비스

2년 무상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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