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기 쉬운 최고급 세라믹 상판으로
더욱 편리하고 깔끔하게!

프랑스 EUROKERA社의 친환경 상판으로 열과 충격에 강하고
오랜기간 색상이 변질되지 않으며 돌출부가 없어 손쉽게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 뛰어난 유럽의 기술력!

일렉트로룩스
하이라이트 3구
전기레인지

스마트한 조작 기능

표시창

~

- 숫자

설명

쿠킹존이 작동 해제됩니다.

쿠킹존이 작동합니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쿠킹존이 아직 뜨겁습니다.(잔열 표시)

잠금/어린이 안전장치 기능이 작동합니다.

브랜드명 일렉트로룩스

제 품 명  일렉트로룩스 3구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모 델 명 EHF6232XSK
소비전력 5.7Kw
색

1,188,000원 (일시불 구매가)

월 33,000원 (36개월 할부 이용시)

상 블랙(세라그라피) &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규격 576(W) x 516(D) x 38(H) mm

(스탠드 높이: 75mm/150mm)

발 열 체 EGO(독일)
상

※ 삼성카드 이용시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판 EUROKERA(프랑스)

※ 일렉트로룩스 유럽 본사 정품 제품입니다.

※ 설치 현장에 따라 추가 공사 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수령 후, 제품 불량의 경우 1년 무상 A/S 가능(고객과실제외)하며 현대렌탈케어 고객만족센터 
1800-8888로 접수 바랍니다.

란?
현대큐밍에서 제품 구매하고
H포인트 적립 받으려면?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 받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 적립 : 결제금액의 0.1% 적립 - 적립제외 : 등록비, 설치비, 위약금 외
- 결제일로부터 7일 후 포인트 적립 - 사용 : 100P 이상 보유 시, 1P 단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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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프리미엄 가전 1위
명품 가전의 원조

모던한 디자인과 뛰어난 유럽의 기술력
Made in EU

고품격 디자인과 유해가스 걱정 없는
3구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HILIGHT CERAMIC RANGE로

직수입한 100% 정품입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상판과 밀착형 구조의 스테인리스 프레임으로

일렉트로룩스의 노하우를 담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요리를 즐기세요!

하이라이트 3구 전기레인지는 일렉트로룩스 유럽 본사에서

유럽의 감성을 담았습니다!

※ 빌트인

유럽 대표 가전기업 일렉트로룩스!

독일 EGO社

비트로 세라믹 상판

발열체 적용

01 건강하다 세라믹 상판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음식의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일렉트로룩스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라 좋은 이유!
대(2.7kw)
중(1.9kw)
소(1.5kw)

02 안전하다 가스사용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안전하며 유해가스 및 실내 그을음 걱정이 없습니다.

글로벌 리딩 가전 브랜드 일렉
트로룩스는 세계최초로 가정
용 진공청소기를 개발하여 여
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
품 혁신을 위해 100년간 연구
를 거듭한 유럽 프리미엄 가전
부문 1위 브랜드입니다.

일렉트로룩스는 산과 호수 등
자연의 곡선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제품에 반영, 유선형의 라인과
실용성을 강조한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는 이런점이 좋아요!

생활가전에 대한
100년의 노하우

사람을 향하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 프리스탠딩

프랑스 명품 글라스
EUROKERA社

강한 내구성에 고품격 디자인까지!

03 편리하다 고
 강도 세라믹 글라스 상판 사용으로 열과 충격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합니다.

요리가 쉬워지는 즐거운 주방!

고급스럽고 세련된 OptiFit 프레임

테두리 스테인리스 OptiFit 프레임 적용으로 충격에 더욱 강하며
대리석 상판과 일체감을 이루는 듯한 감각적인 디자인이 주방을
더욱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연출해줍니다.

전 세계 셰프들이
사랑한 브랜드

유럽 미슐랭 가이드 스타 셰프들
의 50%가 사용할 만큼 전문성
을 검증 받은 일렉트로룩스는 지
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합
니다.

스트라이프 
패턴 디자인

원터치로 간편하게
터치식 조작 버튼

전자식 원터치 패널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전원자동꺼짐
기능으로 조리시 음식물이 흘러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을 방지합
니다.

유해가스 無배출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일렉트로룩스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는 원적외선으로 조리하므로
Co, Co2 등 유해가스 배출이 없고 가스화재 위험도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조리기구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용기의 크기에
따라 화구의 크기를 3단계로 조절
할 수 있어 열효율을 극대화 시켜
주며 조리가 보다 편리합니다.

음식에 따라 맞춤온도 설정
9단계 온도 조절 기능

각 화구별 1~9단계로 설정 온도
에 따라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열전도 효율이 높아 요
리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자동
전원차단

프랑스 EUROKERA社 명품 글라스 세라믹 상판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열 강화 세라믹 상판으로 생활 스크래치에 매우
강하며, 상판에 적용된 스트라이프 패턴이 이물질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고급스러운 주방 연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1~3단까지 조절 가능한
확장형 화구

화상 방지를 위한
화구별 잔열 경고등

잔열이 남아 뜨거울 때 화구별 잔
열표시 기능(H)이 세라믹판 표면
의 뜨거움을 알려주어 화상의 위
험을 방지합니다.

화재위험 NO
SAFE 과열 방지 기능

사용중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
너지 절약과 과열 방지를 위해 자
동으로 전원을 차단하여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안전 잠금 장치
기능으로 더욱 안전하게

어린이 부주의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 ‘-’ 버튼을 동
시에 약 4초간 누르면 모든 조작
부 기능 작동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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