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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의 양은 최대로, 간편하게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컴팩트형 디자인

반으로 작아진 컴팩트한 디자인의 주서기로 주스 추출량은 많아지고 세척은 1분 안에 끝

낼 수 있어 원하시는 모든 조건이 충족됩니다*. 건강한 홈메이드 주스를 매일 즐겨보세요.

매일 즐기는 신선한 주스

주방에 놓고 항상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팩트형 주서기

컵으로 바로 추출

한 번에 최대 1.5L까지 추출되는 주스

1분 안에 세척!

QuickClean 기술

QuickClean 거름망

모든 과육을 모아 더욱 손쉽게 처리

매끈하여 손쉽게 세척할 수 있는 표면

편리한 사용

투명 과육 용기를 통해 쉽게 확인

주스가 흘러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누수 방지

분리 가능한 모든 부품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주서기 HR1832/40

주요 제품

컴팩트한 디자인

반으로 작아진* 주서기 사이즈로 공간을 거의 차지

하지 않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 놓거나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바로 추출

주서기에 집에 있는 컵(최대 12cm 높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꼭지 바로 밑에 컵을 놓고 주

스를 따르면 됩니다.

한 번에 최대 1.5L까지 추출되는 주스

과육 용기를 비우지 않고도 한 번에 최대 1.5L의 주

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QuickClean 기술

필립스 주서기는 QuickClean 기술로 쉽게 세척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내장된 과육 용기와 매

끄러운 표면 덕분에 1분이면 세척이 완료됩니다.

QuickClean 거름망

일반적으로 과육 찌꺼기가 거름망에 끼어 청소하

기가 매우 힘듭니다. 혁신적인 QuickClean 기술이

적용된 거름망은 표면이 매끄러워 일반적인 주방

용 스펀지로도 찌꺼기를 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과육 용기

과육 찌꺼기는 필립스 주서기의 과육 용기에 모두

모아집니다. 덕분에 뚜껑과 같은 다른 부분에서 과

육 찌꺼기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석진

곳이나 구멍이 없는 둥근 모양에 표면이 매끄러우

므로 과육을 손쉽게 꺼내어 처리할 수 있고 용기를

세척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매끄러운 표면 및 편리한 세척

주서기는 모양이 둥글고 표면이 매끈하여 수돗물

에도 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투명 과육 용기

진정한 양방향 주서기로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뚜

껑과 과육 용기가 투명해 과일과 야채가 주스가 되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기가 가득 차서 비워야

할 때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누수 방지 기능이 있는 추출구

누수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면 주서기에서 주스가

흘러 나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누수 방지 기능이 있

는 추출구를 분리할 수 있고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

능한 재질로 만들어져 세척이 간편합니다. 한 번만

움직이면 주스가 흘러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조리

대 위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분리 가능한 모든 부품은 식기세척기를 통해 세척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쉽고 빠른 세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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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서기 HR1832/40

사양

디자인 사양

색상: 피스틸 레드

외관 재질: ABS 플라스틱

용기 재질: PP 플라스틱

과육 용기 및 누름봉 재질: ABS, SAN

일반 사양

미끄럼 방지 받침

안전 걸쇠

내장형 코드 보관

최적화된 한 가지 속도: 모든 과일용

기술 사양

소비전력: 400 W

전압: 220/240 V

진동 횟수: 50/60 Hz

코드 길이: 0.80 m

과육 용기: 1 L

재료 투입구 너비: 55 mm

주스 용기 용량: 500 ml

* Avance 컬렉션 주서기(HR1869/70, HR1869/71,

HR1869/73)와 비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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