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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할 수 있는 더 많은 영양소
과일과 채소에서 97%의 영양소를 추출

프로블렌드 익스트림 뉴트리언트 릴리즈 기술을 사용한 고속 블렌더가 과일과 채소에서 97%의 영양소를 추출합니다.*

몸에 흡수될 영양소를 세포로부터 추출

강력한 2000W 전력과 45,000 RPM

프로블렌드 익스트림 기술

부드러운 블렌딩으로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스무디

영양사가 엄선한 40가지의 맞춤형 스무디 레시피

매일 영양소와 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L 용량의 트리탄 용기

5개의 사전 프로그램 모드를 갖춘 디지털 UI 스크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동 모드

쉬운 사용, 보장되는 품질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제공

손쉬운 세척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본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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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강력한 블렌딩

2000W와 45,000 RPM으로 실현되는 강력한 블

렌딩

프로블렌드 익스트림 기술

‘프로블렌드 익스트림’ 뉴트리언트 릴리즈 기술로

우리 몸에 흡수될 영양소를 세포에서 추출해 줍니

다.

건강을 위한 팁과 레시피

영양사가 엄선한 40가지의 맞춤형 스무디 레시피

2L 용량의 트리탄 용기

매일 영양소와 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2L 용량의 트리탄 용기

디지털 UI 스크린

디지털 UI 스크린은 5개의 사전 프로그램 모드와

속도 조절 선택이 가능한 수동 모드를 갖추고 있습

니다.

수동 모드

다양한 속도 옵션이 지원되는 수동 모드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2년 무상 애프터 서비스 제공

손쉬운 세척

손쉬운 세척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본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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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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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액세서리

포함됨: 탬퍼

원산지

원산지: 중국

일반 사양

속도 설정 수: 10

메뉴설정 프로그램: 5

제품 특징: 자동 전원 차단, 코드 보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LED 디스플레이, on/off(켜짐/꺼짐) 스

위치, 순간작동, 다양한 속도, 분리형 뚜껑

서비스

2년 무상 보증

지속 가능성

포장: > 90% 재활용 재료

사용 설명서: 100% 재활용 종이

기술 사양

코드 길이: 1.2 m

소비전력: 2000 W

RPM 블렌더(최대): 45000 rpm

전압: 200 ~ 230 V

효과적인 용량: 2.0 L

마감

액세서리 재질: 플라스틱 ABS

용기 재질: 트라이탄

본체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 2016년 5월, 독립 실험 기관에 의해 배, 딸기, 비트뿌리, 토마

토로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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