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꼴뜨

라클렛 & 퐁듀메이커 멜트

레꼴뜨 라클렛 & 퐁듀메이커 멜트를 구매해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바르게 사용해주세요.

안전을 위한 주의점·경고
고객센터

접수시간

주소

10시-12시/13시-17시 (주말·공휴일 제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255-1번지

TEL. 1544-2065
주의사항/부탁드리는 점

구성 및 명칭/사용방법

세척 및 관리 방법

제품 사양

무상 수리 규정/보증서

사용설명서

(주)이푸른인터내셔널

제품에 관한 문의 및 기타 상담



전원 플러그는 전류 220V의 ‘15A 250V ’라고 기재되어 있는 벽면의

콘센트에 직접 꽂아 사용할 것.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개조하지 말 것.

또, 수리기술자 이외의 사람이 분해하거나 수리 하지 말 것.

화재, 감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수리는 제품을 구입하신 매장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감각적 또는 정신적 이상이 있거나, 능력이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는

사용하지 말 것.

감전이나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감전 및 누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기구와 같이 꽂으면 콘센트의 갈라진 부분이 이상 과열되어 발화할 수 있습니다.

감전, 누전, 발연, 발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발화, 감전, 부상 등의 원인이 됩니다.

부상이나 화상, 절연둔화에 따른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플러그를 뺄 때는 전원코드를 잡지 말고 반드시 앞부분의

전원 플러그를 직접 쥐고 뺄 것. 

감전이나 누전으로 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상의 주의

경고

주의

사용하시는 분 또는 다른 이의 위해, 재산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주세요.

표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잘못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나 손해의 정도를 다음의 표시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지켜야 하는 내용의 종류를 다음의 그림 기호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이 표시는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금지 내용은 그림 기호의 안이나 옆에

그림 또는 문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지시하는 행위의 강제(반드시 해야 하는 것)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금지 내용은 그림 기호의 안이나

옆에 그림 또는 문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주의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금지 내용은 그림 기호의 안이나 옆에 그림

또는 문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지

금지

지시

주의

이 표시란은 ‘사망 또는 중상 등을 입을 가능성이

상정됨’을 뜻합니다.

이 표시란은 ‘상해를 입을 가능성 또는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정됨’을 뜻합니다.

경고

사용 중 및 조리 중에 자리를 비우지 말 것.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커튼 등 가연물의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화상, 감전, 부상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 혼자 사용하게 하거나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감전이나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영유아가 전원 플러그를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감전, 누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플러그에 핀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않도록 주의할 것.

감전, 누전, 화재,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나 플러그 표면이 손상됐거나 콘센트가 제대로 꽂히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

전원코드가 파손되어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는 파손된 채로 사용하지 말 것. 또, 전원코드를 상처 내거나

무리하게 구부림, 잡아 당김, 비틂, 묶어 둠, 고온부에 가까이 둠, 무거운 것

밑에 둠, 억지로 끼워 넣음, 가공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금지

젖은 손 금지

분해금지

물 금지

반드시

행할 것

전원 플러그를

뺄 때

튀김요리는 하지 말 것.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꽂거나 뽑지 말 것.

본체를 물에 담그거나 물을 끼얹거나 하지 말 것.

정격 15A 이상의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할 것. 

전원 플러그는 콘센트의 끝부분까지 확실히 꽂을 것.

이상 및 고장을 감지하였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전원코드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조자 또는 그 서비스 대리인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새로운 전원코드로 교체할 것.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을 것.



불안정한 곳이나 열에 약한 테이블, 러그 등의 깔개 위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화재나 테이블 및 깔개의 변색·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벽이나 가구의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증기 또는 열기가 벽이나 가구를 손상시켜 변색,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 중이나 사용 직후에는 고온부에 전원코드가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전원코드가 파손되어 화재·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의 발열기구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 것.

플라스틱 부분이 열로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파손, 고장,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말 것.

발화 및 화상의 우려가 있으며 테이블이 열로 인해 탈 수 있습니다.

통조림이나 병에 담겨 있는 가공식품을 직접 가열하지 말 것.

파열 및 적열(赤熱)에 따른 화상,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히터 위에 플레이트 이외의 물건을 올려두지 말 것.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 중·사용 직후에 본체를 들고 움직이거나 이동시키지 말 것.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조리물이나 증기가 있는 채로 방치하지 말 것.

플레이트의 표면이 부식되어 코팅이 벗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 다이얼 부분에 충격을 가하지 말 것.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금속제의 포크나 주걱을 사용하지 말 것.

플레이트 표면이 손상되어 논스틱 가공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예열 목적 이외의 공연소는 하지 말 것.

플레이트가 변형되거나 표면의 코팅이 벗겨지는 원인이 됩니다.

경고

본체를 들고 이동할 때는 손잡이를 사용할 것.

흔들거나 본체에 충격을 가하지 말 것.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등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플레이트를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등 ‘라클렛 & 퐁듀메이커 멜트’ 이외의

발열기구에서 사용하지 말 것.

코팅이 손상되거나 플레이트가 변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지

접촉 금지

사용 중이나 사용 직후에는 고온부에 손대지 말 것.

만드는 요리에 따라 샐러드유를 플레이트 전체에 얇게 바를 것.

기기를 외부 타이머 또는 별도의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말 것.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접촉에 주의해주세요.

사용중에는 히터와 플레이트에 직접 손대지 말 것.

사용중에는 히터와 플레이트가 무척 뜨거워지므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세척은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고 본체와 플레이트,

히터가 충분히 식은 후에 행할 것. 

감전·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온도 조절 다이얼이 OFF의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전원 플러그를

꽂거나 뺄 것.

부상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부탁드리는 점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림, 다른 제품과의 부딪힘 등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말아 주세요.

파손이나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이 제품은 일반 가정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변형이나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화기의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변형이나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미니 팬을 들 때는 반드시 손잡이 부분을 잡아주세요.

또, 가열한 미니 팬은 내열성이 높은 곳 위에 놓아주세요. 

가열한 코코트 냄비는 무척 뜨거우므로 플레이트에서 내릴 때는

실리콘 냄비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벽이나 코너 등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해주세요.

플레이트를 장·탈착하거나 뒤집을 때는 반드시 열기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주세요.

반드시

행할 것



코코트 냄비에 관하여

본체에 플레이트를 장착한다.

퐁듀를 요리할 때는 재료를 넣은 코코트 냄비를

플레이트(플랫 면) 위에 올린다.

온도 조절 다이얼이 OFF에 맞추어져 있는지

확인한 후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다.

예열을 끝낸 뒤 조리를 시작한다.

구성 및 명칭 사용 방법

플레이트 (한 쪽은 그릴/한 쪽은 플랫형)

플레이트 가이드

플레이트 홈 부분

플레이트 가이드

램프

온도 조절 다이얼

전원 플러그

전원 코드

코코트 냄비 (2개)

품질 표시 ● 재질 : 도자기 / 내열 온도 차 : 300℃ / 용량 : 250ml

● 구입 후 처음 사용하실 때는 중성세제를 적신 스펀지 수세미로 세척한 후 잘 헹궈주세요. ● 본 제품은 재질의

특성상 형태나 색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 또는 표면에 작은 흑점이나 패인 부분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상이 아니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 불 바로 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 세척기 및 건조기에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 이가 빠졌거나 금이 간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강한 충격이나 급격한 온도변화를 가하면 금이 가거나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사용 순서에 관해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조리 순서에 관해서는 부속으로 제공되는 전용 레시피북을 참조해주세요.

플레이트는 플레이트 끝의 홈 부분이 플레이트 가이드에 들어맞도록

장착해주세요. 플레이트의 한 쪽은 그릴, 나머지 한 쪽은 플랫 형태로

되어있어 원하는 쪽을 선택하여 사용해주세요. 

야채 등을 구울 때

코코트 냄비를 사용할 때 또는 바게트 빵 등을 구울 때

그릴 면

플랫 면

플레이트가 뜨거운 상태에서 차가운 재료를 넣은 코코트 냄비를 올리면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라 코코트 냄비가 깨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플레이트가 식은

상태에서 코코트 냄비를 올려주세요.

온도 조절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램프의 점등과 함께 가열이 시작됩니다.

약 5분 정도 예열하여 플레이트가 따뜻해지면 조리를 시작합니다. 온도는

온도 조절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MAX에 가까울수록 온도는 높아집니다.

램프는 온도 조절에 따라 꺼지거나 켜지므로

고장이 아닙니다.

[딸깍]거리는 소리는 히터의 열팽창에 따른

소리로 고장이 아닙니다.

콘센트는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주세요.

예열 목적 이외의 공연소는 행하지

말아주세요. 플레이트 표면의 논스틱 가공을

둔화시켜 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금속제의 주걱 등 날카로운 기구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플레이트 표면의 논스틱 가공을

둔화시킵니다.

코코트 냄비는 무척 뜨거워지므로

플레이트에서 내릴 때는 실리콘 냄비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플레이트 위에서 식재를 구울 수 있습니다.

코코트 냄비에 넣은 퐁듀 용 재료(치즈)가 녹으면 구운 식재를

찍어 드시면 됩니다.

구매 후 처음으로 전원코드를 꽂아 사용하는 경우

연기(증기)나 플라스틱 냄새가 날 수 있으나 사용과 함께 사라집니다.

사용 중에 플레이트를 본체에서 분리하거나 뒤집는 행위는 금해주세요.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예열 목적 이외의 공연소는 금해주세요.

사용 중에 본체를 움직이거나 기울이지 말아주세요.

플레이트와 미니 팬, 코코트 냄비를 물로 세척한 후 마른 행주(부드러운 것)로 깨끗하게 닦아낸 뒤에 사용해주세요.

예열 중에 연기(증기)나 플라스틱 냄새가 날 수 있으나 이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사용해주세요.

히터

미니 팬 (2개)

전용 레시피북 제공

부속품

구입 후 처음으로 사용할 때·얼마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라클렛을 조리하는 경우, 미니 팬에 치즈를 넣고

본체 밑단에 장착한다. 

완료한다.

동시에 상부의 플레이트에서 식재를 구울 수 있습니다. 치즈가 녹으면

구운 재료 등을 찍어드세요.

온도 조절 다이얼을 OFF에 맞춰주세요.

눌러붙은 오염물 등이 있는 경우는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가주세요.

세제를 옅게 푼 물(냉수 또는 차가운 물)에 스펀지나 부드러운 행주를

담가 꼭 짜낸 뒤 깨끗하게 세척하고 물로 헹궈 내 주세요.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충분히 건조시켜주세요.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아내주세요.

플레이트 위에 남아있는 조리물이나 찌꺼기 등을 깨끗이 제거해주세요.

플레이트를 사용한 후에 플레이트를 다시 뒤집어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단 플레이트를 충분히 식힌 후 세척한 뒤 사용해주세요.

손잡이

미니 팬에 기름을 두르거나 기름이 발생하는

식재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미니 팬을 들 때는 반드시 손잡이 부분을

잡아주세요.

주의

금속제의 주걱 등 날카로운 기구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미니 팬 표면의 논스틱 가공을

둔화시킵니다.

달궈진 미니 팬을 테이블 위에 바로 놓지 말아주세요.

세척 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주세요.

사용 직후 바로 세척은 금해주세요.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플레이트·본체·히터가 충분히 식고 나서 행해주세요.

스펀지나 행주는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주세요.

물 세척이 가능한 것

물 세척이 불가능한 것

플레이트·미니 팬·코코트 냄비

본체

본체 하단에 미니 팬을 장착할 때는 하단의 높이보다 낮은 크기의

식재만을 사용해주세요.

본체에 플레이트를 장착하지 않고 바로 미니 팬이나 식재 등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반드시 플레이트를 장착한 후에 사용해주세요.

주의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플레이트를 조금 식혀 온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찌꺼기나 조미료 등을

물에 적신 키친 타월 등으로 제거해주세요. 

세척을 해주세요.

플레이트에 조리물이나 찌꺼기 등이 남아있는

채로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사용 후에는

세척을 해주세요. 

주의

사용 직후에는 무척 플레이트가 뜨겁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주의

세척 및 관리 방법

신너류·클렌저·표백제·화학 성분의 행주

·금속 및 나일론 수세미 등은 일절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주의

플레이트, 미니 팬은 식기 세척기 및 건조기,

뜨거운 물 등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단, 코코트 냄비는 식기 세척기 및 건조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

플레이트(앞·뒷면)를 무리하게 문지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세제로 세척하실 때는 주방용 합성세제

(식기용·요리기구 용)를 사용하고, 충분히

물로 헹궈주세요.

주의

본체를 물에 담그거나 물을 끼얹지

말아주세요.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