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 블렌더
 

250W

0.6L 플라스틱 용기

필터, 분쇄기, 다지기 포함

2단계 속도

 

HR2870/00

빠르고 신선하고 건강하게
다른 복잡하고 큰 주방기구와 달리 필립스의 미니 블렌더 HR2870/00은 주방의 모든 복

잡함을 없애줍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로 빠르게 2인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즐겁게 요리해 보세요!

손쉬운 세척

세척이 용이한 분리형 칼날

보관 및 이동

두 개의 용기와 뚜껑 한 개 제공

2인분에 적합

600ml 용량의 용기

스무디 비이커

어떤 요리도 완벽한 결과

저속 및 고속 진동

다양한 재료를 다질 수 있는 다지기 기능

맑은 주스 및 두유용 필터

재료를 빠르게 갈아주는 분쇄기



미니 블렌더 HR2870/00

주요 제품

2단계 속도 조절

속도 조절 기능을 이용해 고속, 저속 또는 순간작동

중 원하는 방식으로 재료를 혼합.

600ml 용량의 용기

2인분 분량을 담을 수 있는 600ml 용량의 용기

뚜껑이 있는 용기

보관 및 휴대하기 좋은 두 개의 용기와 뚜껑 한 개

분리형 칼날

용기에서 칼날을 분리하여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세척 가능

다지기

필립스 블렌더 액세서리는 블렌더의 기능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지기용 액세서리를 이

용하면 양파, 허브, 견과류, 고기 등을 손쉽게 다질

수 있습니다.

맑은 주스 및 두유용 필터

필립스 블렌더로 간편하게 두유 또는 씨 없는 과일

주스 만들기

분쇄기

필립스 믹서기의 분쇄기 액세서리로 커피 원두, 말

린 멸치, 견과류 및 고추와 같은 마른 재료 및 젖은

재료를 빠르게 분쇄해 보세요.

스무디 용기

나만의 스무디를 만들어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

는 스무디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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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액세서리

다지기

필터

분쇄기

스무디 비이커

디자인 사양

색상: 파란색 액센트가 있는 흰색

외관 재질: ABS 플라스틱

칼날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블렌더 용기 재질: SAN

일반 사양

속도 설정: 2

코드 보관

기술 사양

블렌더 용기 용량: 0.75 l

다지기 용량: 350 ml

분쇄기 용량: 350 ml

진동 횟수: 50/60 Hz

소비전력: 250 W

전압: 220-24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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