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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lux Catalogue
일렉트로룩스 주방가전 카탈로그



아이들이 지나간 자리를 웃으며 청소하는 여유,

맛과 영양을 살려 요리 하는 기쁨,

집안에서 건강하게 숨쉴 수 있는 자유.

일렉트로룩스는 100여 년간 가전의 혁신을 통해

가정에 편안함과 지속가능한 삶을 선사해 왔습니다.

1912 세계 최초 가정용 진공 청소기 LUX1 발명

1940 세계 최초 푸드프로세서 발명

1959 세계 최초 카운터탑 식기세척기와 최초 냉장/냉동고 출시

2001 세계 최초 로봇 청소기 트릴로바이트 발명

스웨덴 100년의 헤리티지
삶의 가치를 더하다.

일렉트로룩스 가전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디자인을 영위하고,

삶의 철학을 가꾸는 스웨덴 사람들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셰프 50% 이상이 일렉트로룩스 가전을 사용합니다. 

일렉트로룩스는 셰프나 호텔, 항공사 등 깐깐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진 프로페셔널들을 대상으로 100여 년간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최상의 효율과 위생을 구현해온 노하우와 전문가들로부터 획득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머무르고 싶은 최상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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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Axel Wenner-Gren 악셀 웨너 그렌에 의해

스웨덴에서 AB Elektrolux가 설립

일렉트로룩스 그룹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최대 가전 그룹이자 리딩 가전 그룹으로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강국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 즐거운 삶,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Taste, Care 그리고 Wellbeing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갑니다.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49,0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6,0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 1,190억 SEK (한화 약 14조 8,30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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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15조 연 매출기록 / 2019년도 기준 전 세계 120개국 지사

연간 6,000만 개 이상의 제품 판매 전 세계 임직원

120개국

49,000명6,000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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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

인덕션

대형 주방가전



Brand History
일렉트로룩스, 새로운 시대를 열다.

1919년
1919년, 기업가 Axel Wenner-Gren에 의해 

스웨덴에서 설립된 Electrolux는 최초의 

가정용 진공청소기를 선보인 이래,  항상 혁신을 

추구하며 세계 가전 시장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100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taste, care 그리고 wellbeing에 대한 보다 

나은 경험을 전달하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19
기업가 Axel Wenner-Gren에 의해 

스웨덴에서 AB Elektrolux가 설립되었다.

1921
일반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 Model V가 출시되었다.

1925
세계 최초의 흡수식 냉장고

‘디프리지 I(D-fridge I)’가 출시되었다.

1940
일렉트로룩스의 베스트셀러, 

푸드 프로세서 ‘어시스턴트(Assistent)’ 출시,
이 제품은 수많은 가정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어 주었다.

1962
일렉트로룩스의 새로운 로고가

발표되었다.

1984
일렉트로룩스는 이탈리아 가전 업체인 
자누시(ZANUSSI)를 인수하며 가정 및

기업용 가전 리딩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86
일렉트로룩스는 미국의 3대 가전 업체인

White Consolidated INC을 인수하였다.

1994
일렉트로룩스는 독일 가전 브랜드인

아에게(AEG)를 인수하였다.

1996
일렉트로룩스가 브라질 Refripar를

인수합병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브라질은
그룹에서 2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다.

2004
최초의 스틱형 진공청소기 에르고라피도를

런칭하였고, 이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2011
이집트의 가전업체 올림픽 그룹 인수를

통해 중앙아시아 내 일렉트로룩스 입지를
확대하였다.

2016–2018
일렉트로룩스는 고객 경험 혁신에 
집중하며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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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일렉트로룩스의 베스트셀러

푸드 프로세서 ‘어시스턴트’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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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최초의 가정용 세탁기

W20 출시



일렉트로 헤리오스 인수를 통해 일렉트로룩스는 컴프레션 냉장고 외 

다양한 주방 가전들을 출시해 내며 주방 가전 리딩 브랜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일렉트로룩스 최초의 카운터탑 식기세척기와
최초의 냉장/냉동고 출시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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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100년 동안 쌓아온 혁신은 Electrolux를 독보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누구나 갖고 있는 ‘보다 나은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100년을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시작할 일렉트로룩스를 

기대하여 주십시오.

더 나은 삶을 위한 
100년의 혁신

1959글로벌

최초의 식기세척기 출시
‘원형 항아리'로도 불리는 D10

세계 최초 로봇 청소기 
트릴로바이트 출시

세계 최초 플렉스리프트 탑재!
퓨어 F9 출시

초당 1,000만 레이저
포인트의 퓨어 i9.2 출시
세계최초 컴포트 리프팅
식기세척기 출시

빈틈없이 강력한 밀착흡입
퓨어Q9  파워프로 출시
독보절 불조절의 인덕션 출시

최초의 증기 텀블 건조기 출시
아이언 에이드 건조기. 다우존스
생활가전 지속가능지수 1위로 평가됨

열펌프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워셔 드라이어

AEG 브랜드로 주방 가전의
마스터 레인지 및 세탁기,건조기 출시

2016글로벌2013글로벌

1975 글로벌

빌트인 오븐 출시 CFC-free 냉장고
(냉장고와 냉동고 콤비) 출시

2001글로벌 2006글로벌

1993글로벌

2018 한국 2020 한국2019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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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일렉트로룩스의 새로운 로고 출시



여성들의 가사 노동해방의 첫걸음,
에바 괴트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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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 괴트베르크 여사는 1940년대 중반 훗날 일렉트로룩스가 인수하게 되는 스웨덴 가전회사 일렉트로-헬리오스에 입사하게 된다. 

그녀는 주부들의 견해를 대변하는데 전념하며 35년간 실용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제품 개발에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직접 소비자를 

교육하고 마케팅하는 등 여성들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950년대 초 급격한 경제성장과 소비자들이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준에 이르자 

그녀는 소비자들 앞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시연하며 여성들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 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사 분담을 위한 재단이 마련되었고, 에바 여사와 일렉트로룩스는 

여성들의 가사노동 해방의 첫걸음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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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키친을 위한
일렉트로룩스
소비자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매일의 요리가

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일렉트로룩스의 다양한 기술들은

홈 키친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1970
전기레인지 오븐 ‘마이크로룩스(Microlux)’ 출시



주방의 혁명을 가져온 
일렉트로룩스 
1940년대, 주방의 혁명을 가져온 일렉트로룩스의

푸드 프로세서 ‘어시스턴트 (Assistent)’ 제품이 

출시되었다. 

주부들의 조리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방에서의 시간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며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어 냈다.

이어 1960년대엔 일렉트로룩스에서 오븐과 다른 

주방용품들을 선보이며 통합적인 주방 가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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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룩스는 불편함을 줄여주는 제품들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주부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24

26

28

식기세척기 800

식기세척기 700

식기세척기 500

식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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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통 100년의 역사와 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일렉트로룩스  식기세척기!

사각지대 없이 세척하는 360도 멀티 분사 기술과 유해균을 99.9% 제거하는

익스트림 살균기능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주
방

가
전

 
 

10개 이상의 세척모드로
맞춤 세척
5개의 세척 옵션과 7개의 다양한 세척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그릇의 오염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동 세척 모드부터

70°C 고온과 강한 수압으로 세척하는 집중 케어모드까지

원하는 세척 프로그램을 선택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rogram
프로그램 버튼

P 버튼을 눌러 세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lay start
예약 버튼

선택한 세척 코스에 대해
예약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My favorite
나만의 모드 설정

자주 쓰거나, 좋아하는 세척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Time manager
단축 세척

세척 결과를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Xtradry
집중 건조

마지막 헹굼 시 식기세척기용 세제를
소량 사용함과 동시에 온도를 높여주어
물 때, 물 얼룩이 남지 않게 보다 완벽한
건조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Hygiene Plus
안심 행굼

최종 헹굼 단계에서 온도를 70°C까지
높이고 최소 10분 이상 유지하여
세균 박멸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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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균을  99.9 %*  제거하는
익스트림 살균 기능으로 안심 세척
손 세척 시에는 불가능한 70도의 온도로 유해균을

99.9%* 제거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국내 KCL 시험기관 실험 결과

저소음 및 저전력 설계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탑재하여 도서관 수준의

저소음(33.8dB)이며, 국내 식기세척기 동급 모델 중

최저 소음으로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 에너지 등급 A+++를 받은 저전력 설계로 

부담 없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 때 없이 건조되는 
에어 드라이 설계
세척 완료 후 작동되는 10cm 자동 문 열림 기능인

에어 드라이 설계가 물 때, 물 얼룩을 방지하고

기존 식기세척기 대비 최대 3배* 더 완벽하게 건조해 줍니다.

또한 내추럴 에어 플로우 설계가, 주방 조리대에

어떠한 손상도 주지 않고 건조해 줍니다.

*10년 동안 3,000번의 내부 테스트 결과

주
방

가
전일렉트로룩스 식기세척기 800

제품 사이즈 및 설치 공간

프리스탠딩 설치 시 크기
605 x 610 x 850 (mm)

빌트인 설치 시 크기 (상판 제거)
605 x 610 x 820 (mm)

605 mm

610 mm

850 mm

850 mm

596 mm

820 mm

820-850 mm

45 mm

610 mm

170 mm
605 mm

596 mm

360도 멀티 분사
세척 기술
5중의 강력한 허리케인 세척수가 사각지대 없이

빠르고 강력하게 세척해 줍니다. 또한 하단 회전

휠이 강력한 허리케인 세척수를 분사하여 기존

식기세척기 대비 최대 3배 더 깨끗하게 세척해

줍니다. 

허리 부담을 덜어주는
25cm 리프팅
세계 최초 리프팅 시스템이 탑재되어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식기 적재가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모션으로 선반을 허리 부담 없는

높이로 끌어올려서 식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타임 빔, 잔여 시간
알림 기능
바닥에 투사되는 레이저 빔을 통해 잔여 시간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 구모델 식기세척기 800

ESF8730ROX
메탈 실버

프리스탠딩 설치 시 크기 : 605 x 610 x 850mm
빌트인 설치 시 크기(상판제거) : 605 x 610 x 820mm 

1550-2200w

13인용

· 360도 멀티 분사 기술
· 25CM 리프팅 시스템
· 다용도 선반 & TimeBeam
· Glass 전용걸이 
· 에어드라이
· Auto Mode + 10개 이상  다양한 모드
· 70도 살균
· 저소음/저전력 설계
· 연수기능
· 원터치 간편높이 조절
· 레드닷, IF 골드 어워드 수상
· Made in Italy

모델명

컬러

사이즈

소비전력

용량

특장점  



일렉트로룩스 식기세척기 700

 

ESF7552ROX
메탈 실버

프리스탠딩 설치 시 크기: 600 x 610 x 850mm
빌트인 설치 시 크기(상판제거): 600 x 610 x 820mm

1550-2200w

13인용

· 360도 멀티 분사 기술
· Glass 전용걸이 
· 에어드라이
· Auto Mode + 8개 이상  다양한 모드
· 70도 살균
· 저소음/저전력 설계
· 연수기능
· 원터치 간편높이 조절
· Made in Italy

모델명

컬러

사이즈

소비전력

용량

특장점

제품 사이즈 및 설치 공간

프리스탠딩 설치 시 크기
600 x 610 x 850 (mm)

빌트인 설치 시 크기 (상판 제거)
600 x 610 x 820 (mm)

600 mm

610 mm

850 mm

850 mm

596 mm

820 mm

820-850 mm

45 mm

610 mm

170 mm
600 mm

596 mm

360도 멀티 분사 세척 기술
5중의 강력한 허리케인 세척수가 사각지대 없이 빠르고 강력하게 

세척해 줍니다. 또한 하단 회전 휠이 강력한 허리케인 세척수를 분사하여

기존 식기세척기 대비 최대 3배 더 깨끗하게 세척해 줍니다.

자사 구모델

식기세척기 700

10개 이상의 세척모드로 맞춤 세척
5개의 세척 옵션과 7개의 다양한 세척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그릇의 오염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동 세척 모드부터

70°C 고온과 강한 수압으로 세척하는 집중 케어모드까지

원하는 세척 프로그램을 선택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rogram /프로그램 버튼

P 버튼을 눌러 세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y favorite/나만의 모드 설정

자주 쓰거나, 좋아하는 세척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Xtradry/집중 건조

마지막 헹굼 시 식기세척기용 세제를
소량 사용함과 동시에 온도를 높여주어
물 때, 물 얼룩이 남지 않게 보다 완벽한
건조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Delay start /예약 버튼

선택한 세척 코스에 대해
예약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Time manager/단축 세척

세척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세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Start/시작 버튼

버튼을 눌러 선택한
세척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유해균을  99.9%* 제거하는
익스트림 살균 기능으로 안심 세척
손 세척 시에는 불가능한 70도의 온도로 유해균을

*99.9% 제거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국내 KCL 시험기관 실험 결과

저소음 및 저전력 설계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탑재하여 저소음(37.6dB)만이

발생하며, 유럽 에너지 등급 A++를 받은 저전력 설계로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때 없이 건조되는 에어 드라이 설계
세척 완료 후 작동되는 10cm 자동 문열림 기능인 에어 드라이 

설계가 물 때, 물 얼룩을 방지하고 기존 식기세척기 대비 최대 

3배 더 완벽하게 건조해줍니다. 또한 내추럴 에어 플로우 설계가, 

주방 조리대에 어떠한 손상도 주지 않고 건조해 줍니다.

* 10년 동안 3,000번의 내부 테스트 결과

37.6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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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룩스 식기세척기 500

 

ESF5512LOX
메탈 실버

프리스탠딩 설치 시 크기: 600 x 610 x 850mm
빌트인 설치 시 크기(상판제거): 600 x 610 x 820mm

1550-2200w

13인용

· 에어드라이
· Auto Mode
· 70도 살균
· 저소음/저전력 설계
· 연수기능
· 원터치 간편높이 조절
· Made in Poland

모델명

컬러

사이즈

소비전력

용량

특장점

제품 사이즈 및 설치 공간

프리스탠딩 설치 시 크기
600 x 610 x 850 (mm)

빌트인 설치 시 크기 (상판 제거)
600 x 610 x 820 (mm)

600 mm

610 mm

850 mm

850 mm

596 mm

820 mm

818-850 mm

60 mm

610 mm

150 mm
600 mm

596 mm

유해균을  99.9%* 제거하는
익스트림 살균 기능으로 안심 세척
손 세척 시에는 불가능한 70도의 온도로 유해균을

*99.9% 제거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국내 KCL 시험기관 실험 결과

다양한 세척모드로 맞춤 세척
총 9개의 다양한 세척 옵션과 프로그램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릇의 오염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동 세척 모드부터

70°C 고온과 강한 수압으로 세척하는 집중 케어모드까지

원하는 세척 프로그램을 선택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100년의 헤리티지와 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식기세척기

저소음 및 저전력 설계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탑재하여 저소음(47dB)만이

발생하며, 유럽 에너지 등급 A+를 받은 저전력 설계로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때 없이 건조되는 에어 드라이 설계
세척 완료 후 작동되는 10cm 자동 문열림 기능인 에어 드라이 

설계가 물 때, 물 얼룩을 방지하고 기존 식기세척기 대비 최대 

3배 더 완벽하게 건조해줍니다. 또한 내추럴 에어 플로우 설계가, 

주방 조리대에 어떠한 손상도 주지 않고 건조해 줍니다.

*10년 동안 3,000번의 내부 테스트 결과

Program /프로그램 버튼

P 버튼을 눌러 세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Xtradry/집중 건조

마지막 헹굼 시 식기세척기용 세제를
소량 사용함과 동시에 온도를 높여주어
물 때, 물 얼룩이 남지 않게 보다 완벽한
건조를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Delay start /예약 버튼

선택한 세척 코스에 대해
예약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Start/시작 버튼

버튼을 눌러 선택한
세척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에어 드라이 전 에어 드라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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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룩스는 1929년부터 전기레인지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며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과 헤리티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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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6

CIS64383

CIV65344

CIV60344

인덕션

37

37

EHF6232FOK

EHF6231FOK

하이라이트



일렉트로룩스 인덕션 센스프라이

요리별 온도를 맞춰주는 독보적 불조절 기술

 

요리별 온도를 맞춰주는 일렉트로룩스만의
쿠킹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맞춤 온도 설정

요리별 재료별 맞춤 온도를 자동 설정해 주는 일렉트로룩스만의 

독보적 불조절 기술인 쿠킹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완벽하고 

맛있는 요리 결과를 선보입니다.

CIS64383
다크그레이

590mm x 520mm

560mm x 490mm x 44mm

3

6.9KW 

· 요리별 맞춤 온도가 설정되는 쿠킹가이드 프로그램
· 파워부스트 신속 가열
· 10단계 섬세한 화력 조절
· 와이드존으로 큰 화구 사용
· EUROKERA社 세라믹 글라스
· 터치 스크린
· 차일드락, 타이머

독일(Made in Germany)

모델명
컬러

제품 크기

타공 치수

화구수

소비전력

특장점

생산

매립 빌트인
(w/o 타공, with 타공)

프리 스탠딩

하부가전

8.5cm
15cm

화구위치

좌측 전면

좌측 후면

우측 정면 

출력

2300

2300

1800
3500

파워부스트 사용 시

3200

3200

2800
3600

적정 조리 용기 지름(mm)

125 - 210

145 – 210

145 - 245
245 –280

제품 유형

모델명

제품 치수 (W x D x H)

가구장 타공 치수
 (W x D x H)

구분
Induction Radiant

CIS64383  / EIS62344 / CIV65344
CIV63344 / CIV60344 / CIV60334 EHF6232FOK / EHF6231FOK

590 x 520 x 44 (mm)

560 x 490 x 44 (mm)

590 x 520 x 44 (mm)

560 x 490 x 44 (mm)

min
500mm min

50mm

60 260 44

min. 55

max. R5

520590

490+1 560+1

 

 

 

 

쿠킹 가이드 프로그램
요리별 맞춤 온도 조절 기능으로 요리 중 

불 조절 걱정 없이 맛있는 요리 완성

10단계 섬세한 화력조절
보온에서부터 파워부스트의 강력한 

화력까지 섬세한 불 조절

2개의 화구를 한 번에 
2개의 화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브릿지 기능으로 전골, 그릴 요리 가능

안전과 편의 기능
사용 후 3단계 잔열 표시 기능, 차일드락, 

타이머 기능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프랑스 EUROKERA 
프랑스 EUROKERA社 세라믹 글라스는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충격, 스크래치, 고온에 

강해 오래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

독일 자체 공장 생산
독일 로텐부르크의 일렉트로룩스 자체 공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

파워부스트
강력한 화력을 만들어 요리 시간 단축

Made in
Germany

10

 

센스프라이 없을 때 센스프라이 사용 시

* 조리 환경과 방식에 따라 프라이 기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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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슬라이드 컨트롤
다이렉트 슬라이드 컨트롤 패널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손쉬운 조작

안전과 편의 기능
사용 후 3단계 잔열 표시 기능, 차일드락, 

타이머 기능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

프랑스 EUROKERA 
프랑스 EUROKERA세라믹 글라스는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충격, 스크래치, 고온에 

강해 오래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

독일 자체 공장 생산
독일 로텐부르크의 일렉트로룩스 자체 공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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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65344
블랙

590mm x 520mm

560mm x 490 x 44mm

3

3.4KW 

· 파워슬라이드로 쉽고 빠른 화력 조절
· 플렉스브릿지로 조리공간 활용
· 파워부스트 신속 가열
· 15단계 섬세한 화력 조절
· 와이드존으로 큰 화구 사용
· EUROKERA社 세라믹 글라스
· 다이렉트 슬라이드 컨트롤
· 차일드락, 타이머

독일(Made in Germany)

모델명
컬러

제품 크기

타공 치수

화구수

소비전력

특장점

생산

매립 빌트인
(w/o 타공, with 타공)

프리 스탠딩

하부가전

8.5cm
15cm

한 손으로 밀고 당기기만 해도 
불조절이 되는
일렉트로룩스 인덕션 플렉스브릿지

 

 

파워부스트
강력한 화력을 만들어 요리 시간 단축

15단계 섬세한 화력조절
보온에서부터 파워부스트의 강력한 

화력까지 섬세한 불 조절
15

파워슬라이드 
밀고 당기기만 하면 센불, 중북, 약불로 바뀌어 

터치 패널 조작 없이 화력 컨트롤

플렉스브릿지
브릿지에서 한 단계 진화된 플렉스 브릿지로 

조리도구 크기에 맞춰 3가지 레이아웃으로 

화구 설정

· 최대 3.4KW 출력 제품입니다.

·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콘센트 규격을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화구를 동시 사용 시 최대 출력 범위 내에서 화구 별 온도 설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 후, 3단계 잔열 표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 손대지 마십시오.

· 인덕션 사용 시 문의사항이 계시면 일렉트로룩스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화구위치

우측 정면

좌측
플렉스브릿지존

출력

1800
3200

2300

파워부스트 사용 시

2800
3300

3200

적정 조리 용기 지름(mm)

145 - 245
245 - 280

최소 100



큰 화구가 필요한 요리도 걱정없이
일렉트로룩스 인덕션 브릿지

파워부스트
강력한 화력을 만들어 요리 시간 단축

다이렉트 슬라이드 컨트롤
다이렉트 슬라이드 컨트롤 패널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손쉬운 조작

15단계 섬세한 화력조절
보온에서부터 파워부스트의 강력한

화력까지 섬세한 불 조절

독일 자체 공장 생산
독일 로텐부르크의 일렉트로룩스 자체 공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

프랑스 EUROKERA 
프랑스 EUROKERA社 세라믹 글라스는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충격, 스크래치, 고온에 

강해 오래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

안전기능
사용 후 잔열 표시 기능, 차일드락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

15

2개의 화구를 한 번에
2개의 화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브릿지 기능으로 

전골, 그릴 요리 가능

· 최대 3.4KW 출력 제품입니다.

·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콘센트 규격을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화구를 동시 사용 시 최대 출력 범위 내에서 화구 별 온도 설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 후, 3단계 잔열 표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 손대지 마십시오.

· 인덕션 사용 시 문의사항이 계시면 일렉트로룩스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편리함에 안전함을 더한
일렉트로룩스 하이라이트

다이렉트 터치 컨트롤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불 조절이 

가능하고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독일 자체 공장 생산
독일 로텐부르크의 일렉트로룩스 자체 공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 생산

프랑스 EUROKERA 
프랑스 EUROKERA社 세라믹 글라스는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제품으로 충격, 스크래치, 고온에 

강해 오래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

안전기능
사용 후 잔열 표시 기능, 차일드락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

9단계 화력조절
9단계 화력 조절로 미세한 온도 조절이 필요한 

요리도 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보온에서부터 

강력한 화력까지 섬세한 화력 조절로 더욱 맛있게 

요리하세요.

확장형 화구
조리 용기 크기에 따라 화구를 확대할 수 있어 

27cm까지 확장하여 대형 전골냄비 사용 가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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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

가
전

EHF6232FOK
블랙

590mm x 520mm

560mm x 490 x 44mm

3

3.3KW 

· 9단계 섬세한 화력 조절
· 확장형 쿠킹존
· EUROKERA社 세라믹 글라스
· 잔열 표시 기능
· 다이렉트 터치 컨트롤
· 차일드락

독일(Made in Germany)

모델명
컬러

제품 크기

타공 치수

화구수

소비전력

특장점

생산

EHF6231FOK
블랙

590mm x 520mm

560mm x 490 x 44mm

3

3.0KW 

· 9단계 섬세한 화력 조절
· 확장형 쿠킹존
· EUROKERA社 세라믹 글라스
· 잔열 표시 기능
· 다이렉트 터치 컨트롤
· 차일드락

독일(Made in Germany)

모델명
컬러

제품 크기

타공 치수

화구수

소비전력

특장점

생산

CIV60344
블랙

590mm x 520mm

560mm x 490 x 44mm

3

3.4KW 

· 두개의 화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브릿지 기능
· 파워부스트 신속 가열
· 15단계 섬세한 화력 조절
· 와이드존으로 큰 화구 사용
· EUROKERA社 세라믹 글라스
· 다이렉트 슬라이드 컨트롤
· 차일드락, 타이머

독일(Made in Germany)

모델명
컬러

제품 크기

타공 치수

화구수

소비전력

특장점

생산



일렉트로룩스는 외산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은 90개 A/S 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직영 콜센터를 구축하는 등 편리한 고객서비스를 운영하며, 고객 만족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외산 브랜드 중 최다 90개 A/S 센터 운영, 고객 편의 제공

일렉트로룩스,

가까운 서비스센터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electroluxconsumer.co.kr/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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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로룩스 프리미엄 멤버십 울트라클럽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myelectrolux.co.kr/pages/ultracl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