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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코드가 파손될 경우에는 위험요소를 피하기 위해 제조자나 그 대리점 또는 유자격자가 교체해야 합니다.

560±0 480±0600

이 기기는 신체, 감각,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볶음, 프라이 등 소량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조리의 경우 식용유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지시 없이는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어린이 포함)이 사용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흡기홀, 배기홀이나 제품의 틈에 수저, 나이프, 포크, 금속물 등 이물질을 넣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의 흡기홀, 배기홀을 막거나 막히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제품 내부가 과열되어 화재 및 제품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린나이 인덕션레인지 사용설명서

다른 조리용기에서 미리 가열된 기름(식용유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온도 감지를 못하게 되므로 이상 동작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빈 조리용기를 올려놓고 가열하거나, 소량의 조리물을 지나치게 가열하지 마십시오.
화상, 조리물의 발화, 냄비의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조리용기가 변형되어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플러그 및 전원코드부를 반려 동물이 물어 뜯거나 못과 같이 날카로운 금속 물체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충격으로 인한 파손은 합선, 감전, 화재 등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플러그와 전원코드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조리중에는 제품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특히 기름(식용유 등)을 사용하는 요리 시
주의하십시오.
기름량이 적은 경우기름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발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려 동물이 제품 가까이 가거나 제품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조작부 터치로 인한 제품 작동으로 화상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잡아당거나 비틀거나 묶지 마십시오. 또한 금속부에
걸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 좋거나 사이에 끼워 넣거나 제품 뒷쪽으로 밀어 넣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단, 가스관, 플라스틱 수도관, 전화선 등에는
접지하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를 임의로 연장하지 마십시오.
멀티탭이나 다른 기기와 병행 및 전원코드를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전, 화재의 원인이됩니다.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변압/주파수/정격 전류 조건이 다르면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에 손이나 발, 기타 물체가 걸려 조리용기가 이탈 및 제품이 낙하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화상 및 감전, 제품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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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 인덕션레인지 사용설명서8

조리 시 기름으로 인한 연기가 많이 발생하면 곧바로 전원을 끄고 제품 및 기름을
냉각시켜 주십시오.

제품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름이 과열되면 발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리 시 내용물이 튀거나 조리용기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화상의 위험과 상판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튀김 요리 중에는 기름이 튀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기름이 튀어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물기가 많은 조리물이나 물을 붓지 마십시오.

튀김 요리는 뚜껑을 열고 요리하십시오.
뚜껑을 닫고 조리 시 용기 내부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1,500W

3,000W
크기 : 180 X 375mm
길이가 긴 조리물(생선, 갈비 등)

듀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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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설정된 조리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하거나 잠금상태를 해제합니다.
잠금/해제(      )

잠금/해제

일시정지6

10

좌, 우 대버너로 하십시오.

좌, 우 대버너로 하십시오.

0~P

최초 콘센트 연결 시 잠금상태로 되어 있으니
해제 후 다음 동작을 해주십시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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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화력조절 키( ) 좌측 끝부분을
조리가 끝나면 끄고자하는 버너를 선택하고

두개 이상의 대버너가

눌러 버너를 끕니다.

화력조절 키( )를 P로 조절

※기름을 데우거나 튀김 조리시 부스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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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키(-, +)로 0~99분을 설정합니다.

설정 후 화력조절 키( )로 화력을 
조절합니다.

안전 사양으로 화력을 9단으로 99분 설정해도  
60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60분 이상 사용하려면 
다시 화력을 설정해 주십시오.  
(9단 최대 사용시간:60분)

버너 선택 후 타이머 키(-, +)를 동시에 누르면
타이머가 해제됩니다.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버너를
선택하고 타이머 키(- 또는 +)를 누릅니다.
타이머표시부가 99또는 01이 표시됩니다.
(- 키 터치 시 99, + 키 터치 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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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다음과 같은 소음이 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소음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 냉각팬이 작동하는 ‘부응’하는소리
- 다중바닥을 가진 용기를 사용할 때 열에 의해 용기가 늘어나며 ‘딱딱’하는 소리
- 높은 출력으로 동작시킬 때 ‘위잉 또는 지직’하는 소리

제품소음



듀오존 버너를 차례로 누릅니다.
ⓐ→ⓑ  또는 ⓑ→ⓐ 순서로 누릅니다.
버너표시부에 불이 2개씩 들어옵니다.

ⓐ ⓑ

듀오 쿠킹존

램프가 켜지면서 버너표시부에 반시계 방향으로    을
그리다가 사라지는 표시가 반복되며 가열과 타이머 
가열과 타이머 기능이 중단됩니다.

를 한번 더 누르면 ‘삐’소리와 함께 
사용하던 버너들이 저장된 화력으로 다시 동작합니다.
10분 이상 일시정지 기능이 지속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종료됩니다.

화력조절 키(                        )로 화력을 조절합니다.
   두 버너가 동일 화력으로 설정됩니다.
   한번 더 듀오존 버너를 차례로 누르면, 듀오 쿠킹존 
   기능이 해제되며 다시 듀오 쿠킹존을 사용하시려면
   듀오존 버너 화력을 0단으로 설정 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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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대버너:18~22cm   
우측 대버너:18~24cm  
듀오존:26cm 이상의   
프라이팬, 찜통 등 대형용기
사용가능

(용기의 종류에 따라 공진 소리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조작부의 작동키가 이물질 등에 의하여 10초 이상 계속해서 접촉된다면 10초마다 경고음이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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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대버너
             18~22cm
(듀오존:26cm 이상의 프라이팬, 
 찜통 등 대형용기 사용가능)

18~24cm우측 대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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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화력단 조합
좌(상)
좌(하)
우

6
6 6

62
2

0P
P

P

P

0
7
P

7
0 0

0

P

4
4
P 77

※ 설정 가능한 최대화력 이상의 셋팅을 할 경우 ‘삐빗’음과
표시부에 ‘    ’이 표시되며 셋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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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I-S3300AB

좌(하) 듀오좌(상)

1,500W 3,000W
2,000W

1,500W
2,000W

1,500W 3,400W2,000W

우

20

7.5kg 10.0kg

51
0

595

555

55

55

47
9

2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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