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Masticating 주
서기
Avance Collection
최대 90% 추출
60초 만에 끝나는 빠른 세척
슬림한 디자인
2가지로 선택 가능한 주스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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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양분을 한 컵에 담아보세요
최대 90%*의 과즙을 추출해주는 MicroMasticating
필립스의 혁신적인 MicroMasticating 기술은 과일과 채소의 세포를 열어 과즙을 최대한
으로 추츨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욱 커진 투입구로 준비 시간도 줄어 들었습
니다. 주스를 만든 후에는 모든 부품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모든 영양을 담아내는 기술
최대 90%*의 과즙을 추출해주는 MicroMasticating
바나나와 망고와 같은 좋아하는 재료로 만드는 맛있는 주스
주스에 잎 채소와 녹색 채소, 견과류를 넣어보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추출하는 사전 세척 기능
깨끗하게 헹궈낼 수 있는 착즙쥬서
2배 넓어진 투입구로 더 짧아진 추출 시간
간편한 분리형으로 주방 도구 없이도 깨끗하게 세척
거름망이 없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1분이면 세척 완료
혁신적인 누수 방지로 조리대를 깨끗하게
부엌을 위해 세심하게 고려한 디자인
모든 부품이 내장된 슬림한 쥬서기
컵으로 바로 추출
유용한 레시피 북 포함
과육 용기에 보관할 수 있는 분리형 부품

MicroMasticating 주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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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MicroMasticating 기술

사전 세척 기능

혁신적인 누수 방지

과일과 채소의 수많은 조직에는 과즙과 비타민, 필
수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필립스의 혁신적인
MicroMasticating 기술을 이용하면 이러한 조직에
침투해 좋아하는 재료로부터 과즙을 최대로 추출
할 수 있으며 최대 90% 과즙이 추출됩니다.

사전 세척 기능은 주서기 내부를 청소함과 동시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추출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
램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청소 과정에서 소중
한 주스가 찌꺼기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일
과 채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 통합형 누수 방지를 활용해 착즙 중간에 멈출
수 있으므로 조리대 위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스 배출구 아래를 누르기만 하면 손가
락을 적시지 않고도 과즙이 흐르지 않도록 할 수 있
습니다.

부드러운 과일에서 단단한 채소까지

1분 만에 끝나는 퀵클린 기능

슬림한 디자인
너비가 11cm인 최적의 디자인 덕분에 조리대 위에
항상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전 통합형 디자인으로 사용 시
는 물론 보관 시에도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주스 추
출 시 다른 외부 보관함이 필요 없습니다.

부드러운 과일이나 단단한 채소로 건강한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본 제품을 사용하면 좋아하는 모든
조합을 활용하여 주스를 만들 수 있으며, 녹말 함유
량이 특히 높아 주스를 만들기가 까다로운 바나나
및 망고와 같은 재료로도 주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주서기는 쉽게 분리되는 설계와 테가 없는 부품
으로 수돗물만으로도 빠르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서 재료의 섬유질이나 입자
가 눈 깜짝할 새에 씻겨 내려갑니다.
거름망 없는 디자인

잎 채소, 녹색 채소 및 견과류

잎 채소와 녹색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하므로 건강
주스를 만들기 좋은 재료입니다.
MicroMasticating 기술이 적용된 이 주서기를 사
용하면 이들 채소는 물론 밀싹, 시금치 등 건강에
좋은 다양한 재료를 주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몬
드와 같은 견과류를 사용하면 아몬드 밀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유의 거름망 없는 디자인으로 원하지 않는 부분
을 걸러내 신선한 주스만 컵에 자연스럽게 흘러 내
리도록 하며, 브러시 없이도 손쉽게 세척할 수 있습
니다.

주스를 컵으로 바로 추출
컵에 바로 추출할 수 있어서 가족의 입맛에 맞게 주
스의 맛을 조절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부품을 사용
하거나 세척할 필요가 없어 조리대를 깔끔하게 유
지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레시피 북
주스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레시피와 재료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 레시피 북에서는 창의적인
40가지 레시피와 건강상 이점에 대한 전체적인 가
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F Design 디자인 어워드 수상
IF 어워드 수상 제품, 프로젝트, 컨셉 등은 권위 있
는 디자인 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되었습니다.매년
iF International Forum Design GmbH에서는 세
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주최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수
한 디자인의 상징으로 인정 받고 있는 iF 디자인 어
워드는 매년 70여개 국에서 5,000점 이상의 디자
인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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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액세서리
포함됨: 필터, 레시피 북

지속 가능성
포장: > 90% 재활용 재료
사용 설명서: 100% 재활용 종이

원산지
원산지: 중국
일반 사양
제품 특징: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미끄럼 방지 받
침, on/oﬀ(켜짐/꺼짐) 스위치, 안전 잠금 장치, 퀵
클린

기술 사양
대용량 과육 용기: 1 개 L
코드 길이: 1 개 m
진동수: 50-60 Hz
소비전력: 200 W
전압: 220-240 V

서비스
2년 무상 보증: 가능*

디자인
색상: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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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액세서리 재질: 금속 안전 잠금 장치
본체 재질: 플라스틱
재료 찌꺼기 용기: 플라스틱

* 1000g의 포도, 사과, 블랙베리, 딸기, 토마토, 수박, 오렌지,
석류로 내부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