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미 올리버 핸드블
랜더

 
650W

메탈 바

다지기 및 액세서리 1개

 

HR1680/00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혁신적인 ProMix 기술이 적용된 믹서기

"핸드블랜더의 장점은 팬이나 솥은 물론이고 두꺼운 로스팅 팬에서도 바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에서 페스토까지 한 끼 식사를 뚝딱 만들어 보세요."

제이미 올리버

복잡한 기능이 필요 없는 핸드블랜더

전원 및 터보 버튼이 있는 강력한 650W 모터

양파 다지기 또는 페스토 만들기를 위한 다지기

휘핑 크림, 마요네즈 용 거품기 액세서리

음식 준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최고의 제품

샐러드 드레싱에서 페스토까지 모든 요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

스무디와 반죽을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뚜껑 포함 1.0L 용기

나만의 신선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비결

제이미 올리버만의 창의적인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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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디자인의 세트

오래 가는 티타늄 코팅 칼날

최고의 결과물을 위한 혁신적인 딥블렌딩 기술

식기세척기에서도 세척이 가능한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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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1.0L 용기

용기는 핸드블랜더로 홈메이드 소스, 팬케이크 반

죽 또는 스무디를 만들 때 매우 유용합니다. 반죽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보관하

십시오. 정말 간편하답니다.

혁신적인 딥블렌딩 기술

혁신적인 딥블렌딩 기술은 가장 곱고 균일하게 재

료를 커팅할 수 있는 최적의 스피드와 효과를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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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핑용 거품기 액세서리

거품기 액세서리는 핸드블랜더 본체에 쉽게 부착

할 수 있으며 폭신한 휘핑 크림을 만들거나 홈메이

드 마요네즈를 만드는데 좋습니다. 사용한 후에는

거품기를 본체에서 분리해야 하며 거품기는 식기

세척기에서 세척할 수 있습니다. 연결 부위는 식기

세척기에 넣지 말고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오래 가는 티타늄 코팅

요리를 도와주는 최고의 조리기구인 새로운 필립

스 제이미 올리버 핸드 블랜더는 더욱 오래 예리함

을 유지하는 강력한 티타늄 코팅 칼날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650W 모터

요리를 도와주는 최고의 조리기구인 새로운 필립

스 제이미 올리버 핸드 블랜더는 강력한 650W 모

터와 간단한 "전원" 버튼 및 터보 버튼이 부착되어

있어 바쁜 생활 속에도 가족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매일 저녁 즐길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제이미의 요리 도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트를 사용해서 요리를 편

안하게 즐기고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

실은 제 부엌에 두고 사용하고 싶은 제품들을 디자

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필립스 제이미 올리버 제품

에서 제공하는 제이미의 요리 도구 세트는 예전의

깔끔한 복고풍 모양에 어울리도록 제가 선택한 사

랑스러운 청보라색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찬장에

감춰두기 보다 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제품들입니

다."

다지기 액세서리

컴팩트한 다지기는 어떤 부엌 싱크대에도 안정되

게 세워지며 적은 양의 양파, 허브, 치즈 등을 다질

때 유용합니다. 홈메이드 페스토, 살사 등은 만들기

도 정말 간단하며 요리에 신선함을 더해주는 양념

이 됩니다. 사용한 후에 칼날과 다지기는 쉽게 분리

할 수 있으며 식기세척기에서 세척이 가능합니다.

윗부분의 연결 부분 뚜껑은 식기세척기로 닦지 말

고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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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스타 화이트 및 호라이즌 블루

막대 재질: 메탈

외관 재질: PP 및 고무

칼날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 재질: SAN

일반 사양

탈부착 가능한 핸들: 버튼 2개 포함

속도 설정: 2

터보 기능

액세서리

용기: 1L

다지기

거품기

기술 사양

코드 길이: 1.2 m

진동 횟수: 50/60 Hz

전압: 220-240 V

전력: 650 W

크기 및 무게

포장 크기(L×W×H): 24x13x44 cm

제품 크기(L×W×H): 91x68x38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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