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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I-340A,RIH-B33A)

동작









낮은열량 버너(소버너)
커피의 보온
미세한 온도를 요하는 요리
출력 : 1,300W

조작부
손으로 가볍게 터치하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열량 버너(중버너)
출력 : 1,400W
(부스터 작동시 : 1,800W)

높은열량 버너(대버너)
많은 양의 요리
강한 화력이 필요한 요리
냉동식품의 가열요리
볶음 등의 요리
출력 : 1,800W
(부스터 작동시 : 2,000W)



화력조절

버너 선택키 및 화력표시부

부스터

일시정지

타이머가 설정된 버너 표시부
타이머 선택키 및 표시부

인덕션레인지의 전원을 켜거나 끌 때 사용하십시오. 전원표시 램프가 점등됩니다. 이 키를 누를 경우 동작중인
버너의 모든 스위치가 꺼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최고화력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기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현재 타이머가 설정된 버너 표시부 옆에 LED가 켜지면서 표시됩니다.

설정을 원하는 버너의 타이머의 선택과 시간을 표시합니다.

부스터(      )

일시정지(      )

버너 선택 키 및 화력 표시부(      )

타이머 선택 키 및 표시부(      )



우측 대버너로 하십시오.

우측 대버너로 하십시오.

전원표시 램프가 점등되고, 각 버너 화력표시부에    
    으로 표시되고    이 점멸됩니다. 

선택된 버너의 화력표시부에     이 켜집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버너선택 키를 눌러 버너를 선택
하십시오.

유리 상판이 뜨거운 상태이면 화력표시부에     가
표시됩니다.



대버너와 중버너에는 부스터 기능이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전력제어 제품으로 대버너와 중버너
   동시에 부스터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① 전원이 켜고 대버너 또는 중버너 중 원하는 버너를
    버너를 선택합니다.

② 부스터 키(    )를 누릅니다.

화력조절 키(                  )로 원하는 화력을 조절
하십시오. 

선택한 버너의 표시부에     가 표시되면서
작동됩니다.  

부스터 기능

0~9 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① 조리가 끝나면 화력조절 키(                     ) 좌측
    끝부분을 눌러 버너를 끕니다.
 ※ 모든 버너를 동시에 끄고자 할 때는 전원 키(      )를
   누르면 됩니다.

③

1 2 3

②

중버너

대버너

중버너

대버너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타이머 및 표시부 키(      )를 
누릅니다.
   타이머 표시부에 (      )이 표시됩니다.

타이머 기능 설정

화력조절 키(                    )로 0~9분을 설정합니다.

③ 설정 후, 잠시 기다리거나 타이머 및 표시부 키를 
    한번 더 누릅니다.
       타이머 표시부에 (      )이 표시됩니다.
  
   

1

②

②

③



④ 화력조절 키(                     )로 0~90분을 
    설정합니다.

   전원 키를 두번 누르면 알람 기능이 해제됩니다.

1

④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여 버너를 자동으로 끌 수 있습니다.
 - 예약된 조리 시간이 끝나면 부저가 울리며 자동으로 버너의 전원이 꺼집니다.
 - 각 각의 버너마다 선택이 가능하며 1~99분까지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버너만 타이머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버너동작 타이머 기능

전원을 켜고 설정하고자 하는 버너의 버너선택 키를 
눌러 선택합니다.

타이머 및 표시부 키를 누릅니다.
타이머 표시부에       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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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②



⑤ 화력조절 키(                     )로 10~90분을 
    설정합니다.

   타이머를 해제할 때는 00으로 설정하십시오.
전원 키를 누르면 모든 동작이 꺼질 수 있습니다.

1

④

④ 설정 후, 잠시 기다리거나 타이머 및 표시부 키를 
    한번 더 누릅니다.
       타이머 표시부에 (      )이 표시됩니다.
  
   

③

③ 화력조절 키(                    )로 0~9분을 설정합니다.

1

13



14

9단을 한번 더 누르면     가 표시됩니다.

 4단을 누르면    와    단이 번갈아 표시되면서
 Heat-up 기능이 작동됩니다.

④

③

1 9532 4 6 87

④

1 32 4

전원을 켜고 원하는 버너를 선택합니다.

화력조절 키(                     )로 9단을 선택합니다.

②

1 9532 4 6 87



  전원을 켜고 보온 기능을 사용할 버너를 선택합니다.

  동작 중 일시정지 키(      )를 누릅니다.
 램프가 커지면서 버너표시부에     가 뜨고 
 가열이 중단됩니다.

 해제는 일시정지 키를 한번 더 누릅니다.
 일시정지 램프가 점멸되면 버너선택 키를 
 누릅니다.

 ※ 버너선택 키를 누르지 않을 경우 일시정지가
    해지되고 전원이 꺼집니다. 

일시정지 기능

보온 기능

일시정지 해제

  
 화력조절기 키(                        )의 0과 1 사이를
 누릅니다.
②

②

보온 기능을 끌 경우에는 사용중인 버너를 선택
하고, 화력조절 키를 누르면 됩니다.

15

②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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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용 스테인레스

뜨면서 깜박입니다.



17

0
0

- 2개의 버너를 동시 사용시 1개의 버너가의 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능 최대화력 이상의 셋팅을 할 경우 ‘삐빗’음과 함께
   셋팅이 되지 않습니다.

대버너 160 ~ 220mm
140 ~ 180mm

적당한 용기 크기

중 • 소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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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손질 시는 반드시 파워코드를 뽑은 상태에서
장갑을 끼고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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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mm

대

1.8kW
부스터 2.0kW

1.4kW
1.3kW 3.3kW부스터 1.8kW

중 소

510mm

8.5 11.0

RBI-340A, RIH-B33A

55mm

510

55

595 55

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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