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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I-Y10, RIH-15Y, IA10P)





제품을 설치할 경우는 가연물과의 거리를 확실하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거리가 가까우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또 가연성 벽에 
 스테인레스판 등을 직접 붙여 사용하셔도 장시간 사용 하시면
 열전달에 의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열판을 설치하실 
 때는 1c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주십시오.

제품을 설치한 후 주변에 부착물을 달지 마십시오.
 선반 등을 부착한 경우 가연물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차열판 설치는 사용자의 가옥구조에 따라 알맞게 제작 설치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구입 설치하여야 합니다.

할

벽과의거리
5cm 이상

제품 
윗면부터
30cm 
이상

벽과 차열판의 거리
1cm이상

차열판

천장과의 거리
100cm이상

벽과의거리
5cm 이상

벽과의거리
5cm 이상



특히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제품이 매우 고열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을



출력:1.8kW(10단)
215mm



(상판이 뜨거울 경우에는       가 표시됩니다.)



제품의 수평을 확인해주세요.

전원 ON

화력 선택 방법

1. 제품을 평평한 바닥 위에 설치 하였나요?
2. 제품이 기울어지지 않았나요?

2. 사용 용기가 버너표시선(표시한 원)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력표시부에 화력, 온도
  LED가 점멸합니다. (만약, 30초간 스위치를 선택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짐)

  음식물이 담긴 조리용기를 유리상판 버너표시선에
  맞게 올려 놓으십시오.
    

전원 OFF5
  전원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전원이 꺼지면 모든 동작이 꺼집니다.

  화력 선택키를 눌러주십시오.  
  화력표시부에 5가 나타납니다. (만약, 냄비가 없는
  상태로 15초간 화력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짐)

  온도 선택키를 눌러주십시오.  
  화력표시부에 120이 나타납니다. (만약, 냄비가 
  없는 상태로 15초간 온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짐)

3. 사용하고자 하는 화력, 온도 스위치를 확인하셨나요?

       ,     키를 눌러 원하는 화력으로 조절합니다.
  (화력은 1~10단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도 선택 방법



  타이머 선택키를 눌러주십시오.  
  화력 또는 온도 선택키를 누르고 조리 중 타이머 
  설정 시 타이머 선택키를 누르고      ,     키를 눌러
  타이머를 조절합니다.

  제품 사용 또는 조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꺼집니다.

  ※ 만일 상판이 뜨거우면(        )표시가 됩니다.

       ,     키를 눌러 원하는 온도로 조절합니다.
  (온도는 60~240℃까지 조절이 할 수 있습니다.)

잔열표시(   )    
  잔열표시는 조리영역 주변에 접촉할 경우 위험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조리영역의 온도가 위험하지 않은 온도가 될 때까지 계속표시됩니다.

타이머 선택 방법

타이머 기능
  인덕션 사용시간 설정(1~180분)
  화력 또는 온도 동작 시 사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설정되면 화력, 타이머 표시부에 숫자로 표시해 줍니다.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부저음과 함께 인덕션이 꺼집니다.
  (타이머 설정시간: 5분 이상은 5분 단위로 180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5분 이하는 1분단위로 1~5분까지 
  설정이 가능함.) 

불끄기 잊음 방지 타이머
  버너의 설정을 바꾸지 않고, 오랜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2시간 지나면 안전상의 이유로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버너를 다시 켜서 설정하십시오.

터치



오르는

법랑냄비는 빈냄비를 연소하거나 조리물이 눌어붙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법랑냄비 바닥면의 법랑이 녹아 타면서 상판
글라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용 용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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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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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동이 안될 경우

E01
E02 저전력, 과전력 제어 불량 정격 전기사양을 확인해주십시오.

E05
E07

E06
E08

과열 안전장치 작동

전원코드 전원코드를 뽑아주십시오.

온도제어 센서 고장

제품을 충분히 식힌 후 사용하십시오.

서비스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RPI-Y10, RIH-15Y, IA10P

용기상태, 용기종류, 조리물의 량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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