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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처럼 다져 보세요.
양파, 육류 다지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

이제 여러분도 요리사처럼 재료를 다질 수 있습니다. 필립스 OnionChef 다지기는

ChopDrop 기술로 양파와 다른 재료를 물기 없이 균일한 크기로 다져줍니다. 별도의 고

속 칼날을 사용하여 고기를 갈고 허브를 다지거나 그 밖의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리사처럼 다져 보세요.

ChopDrop 기술

강력한 500W 모터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스틸 칼날

매일 다용도로 사용 가능

ChopDrop으로 굵게 다지기

HS 칼날로 곱게 다지기

더 이상 힘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잘라줘야 함

자동 속도 선택

사용이 간편한 원터치 방식

1.1L 대용량 용기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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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ChopDrop 기술

양파 다지는 일이 어렵고 냄새 때문에 힘드신가요?

필립스의 ChopDrop 기술이 적용된 OnionChef 다

지기를 이용하면 요리사처럼 쉽게 양파를 다질 수

있습니다. 독특하게 설계된 챔버 덕분에 세 개의 날

카로운 칼날이 다지는 동안에도 재료가 밖으로 튀

어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물기 없이 균일한 크기로

다져지며 양파 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 과일, 치즈,

견과류 등도 문제 없습니다.

강력한 500W 모터

필립스 OnionChef 다지기의 강력한 500W 모터

로 딱딱한 재료도 쉽고 빠르게 다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스틸 칼날

필립스 OnionChef 다지기에는 날카로운 스테인리

스 스틸 칼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ChopDrop 기

술이 적용된 세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부드러운 재

료도 으깨지지 않고 없이 물기 없이 균일한 크기로

다져줍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고속 칼날을 사용하

면 딱딱한 재료도 갈 수 있습니다.

ChopDrop으로 굵게 다지기

필립스 OnionChef 다지기는 ChopDrop 기술에 가

장 적합한 낮은 단계의 속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양파와 애호박, 삶은 계란, 고추, 모짜렐라 치즈와

같은 무른 재료뿐만 아니라, 견과류, 당근과 같은

딱딱한 재료도 항상 물기 없이 균일한 크기로 다져

줍니다. 매일 즐겨먹는 일상식 뿐 아니라 에피타이

저(살사, 차지키), 소스, 리조토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HS 칼날로 곱게 다지기

필립스 OnionChef 다지기에 별도로 제공되는 고

속 다지기 칼날을 이용하면 육류, 견과류, 말린 과

일, 허브, 파마산 치즈, 초콜렛 등 부피가 큰 다양한

재료를 요리사처럼 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

크 타르타르, 미트볼, 볼로네제 소스 또는 타코 소

스에 넣을 육류나 수제 페스토와 후무스, 스낵바 또

는 간단한 샐러드 드레싱에 넣을 재료를 곱게 다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라줘야 함

필립스 OnionChef 다지기의 대용량 ChopDrop 챔

버를 이용하면 반으로 자른 큰 양파도 넣을 수 있으

므로 이제는 양파 껍질만 벗겨서 칼로 한 번만 잘라

주면 됩니다. OnionChef가 나머지 작업을 모두 처

리해 주므로 더 이상 양파 다지는 일로 힘들일 필요

가 없습니다.

자동 속도 선택

필립스 OnionChef 다지기는 자동 속도 선택 기능

과 함께 2단계 속도 조절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

다. 다지기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속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ChopDrop 기술로 굵게 다지려면 낮은 단

계의 속도를 선택해야 하고 별도의 고속 칼날로 곱

게 다지려면 높은 단계의 속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이 적절한 기능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므로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이 간편한 원터치 방식

필립스 OnionChef만큼 작동이 쉬운 기기가 없습

니다. 제품 상단에 있는 버튼을 용기 쪽으로 눌러주

면 됩니다. 이 버튼 외에 다른 버튼이나 설정 또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버튼을 한 번만 눌러 요리사처

럼 재료를 멋지게 다질 수 있습니다.

1.1L 대용량 용기

필립스 OnionChef 다지기는 1.1L 대용량 용기가 제

공되므로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필요한 양만큼 모

두 넣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필립스 OnionChef 다지기는 세척 방법이 간편합

니다. 모든 부품을 물로 세척할 수 있으며 식기 세

척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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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액세서리

포함됨: 굵은 분쇄 칼날, 미세 분쇄 칼날

원산지

원산지: 중국

디자인 및 마감

색상: 블랙

칼날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일반 사양

제품 특징: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서비스

2년 무상 A/S

지속 가능성

포장: > 90% 재활용 재료

사용 설명서: 100% 재활용 종이

기술 사양

용기 용량: 1.1 L

소비전력: 50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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