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프로세서

Daily Collection

 
500W

2가지 기능을 한 번에 담고도 컴팩
트한 크기

2L 용기

 

HR7625/70

공간 차지를 적게, 수고를 적게
블렌더가 포함된 초소형 푸드프로세서

필립스의 수직형 디자인 다용도 조리기 HR7625/70으로 공간과 수고, 조리 시간을 절약

하세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더욱 강력하고 뛰어난 필립스 다용도 조리기로 어떤 음식 재

료도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블렌더도 함께 제공됩니다.

강력한 정밀 설계

블렌더 포함

많은 양의 재료 및 무거운 재료 반죽을 위한 500W 모터

25가지 기능을 손쉽게 사용

2단계 속도 및 순간작동

간편한 보관

모든 액세서리를 용기 안에 집어 넣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35% 이상 공간을 덜 차지하는 수직형 디자인



푸드프로세서 HR7625/70

주요 제품 사양

MicroStore

모든 액세서리를 용기 안에 집어 넣어 깔끔하게 보

관할 수 있습니다.

수직형 디자인

수직형 디자인으로 일자형 음식 조리기에 비해

35%나 더 적게 공간을 차지합니다. 조리대 공간이

절약되므로 좁은 주방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0W 모터와 2단계 속도 조절 및 순간작동

500W 모터와 2단계 속도 설정 및 순간작동 버튼

으로 재료에 알맞는 속도를 선택하세요.

25가지 기능

이 음식 조리기는 25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7개의 액세서리가 제공됩니다. 식기세척기로 세척

할 수 있는 이 액세서리에는 반죽을 혼합하거나 무

거운 재료를 반죽할 수 있는 반죽기, 고기와 야채를

요리하는 데 적합한 스테인리스 다지기 칼날, 채썰

기 및 강판기용 메탈 디스크 칼날, 각기 다른 재료

의 으깨기 및 휘젓기를 위한 1.5L 깨짐 방지 블렌

더, 휘핑 크림 및 마요네즈 만들기에 적합한 거품기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 사양

소비전력: 500W, 중국: 460 W

진동 횟수: 50-60, 중국: 50 Hz

코드 길이: 120 cm

모터: 범용, 라디오/TV 간섭 억제

색상: 밝은 흰색 및 진한 파란색

용기 용량 밀가루: 500 g

용기 용량 반죽: 830 g

블렌더 용량 액체: 1 L

용기 용량 건조: 2 L

용기 용량 액체: 1.2 L

안전: 뚜껑 및 용기 감지 안전 잠금 시스템, 도구

거

치대의 기계식 제동 장치로 1.5초 이내 중지

속도: 2 + 순간작동

전압: 220-240V, 중국: 220V

디자인 사양

외관: ABS

스위치 및 도구 거치대: ABS & POM

용기, 뚜껑, 누름봉: SAN & ABS

유화 디스크: ABS

금속 칼 및 칼날: 스테인리스

칼날 거치대: PP & PET

블렌더 용기, 덮개 및 컵: SAN, PP

블렌더 용기 칼날 거치대: 나일론 60

블렌더 칼날: 스테인리스

액세서리

칼날/디스크 수: 3

중간 채썰기용 칼날: 야채, 과일, 치즈의 중간 크기

채썰기용

중간 슬라이스용 칼날: 야채, 과일의 중간 크기 슬

라이스

중간 다지기용 칼날: 감자, 치즈의 다지기용

반죽 도구: 반죽 및 무거운 재료 반죽

스테인리스 다지기 칼날: 다지기, 젓기, 크리밍, 부

수기, 자르기, 접기, 혼합하기, 갈기, 믹싱, 반죽하

기

유화 디스크: 휘젓기, 거품 내기 및 유화

블렌더: 블렌딩, 균질화하기, 휘젓기, 으깨기, 거품

내기, 갈기, 퓨레 만들기, 걸죽한 퓨레 만들기, 즙

내기, 제분하기, 쉐이크 만들기

원산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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