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턴트팟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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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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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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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본 매뉴얼 전체 내용을 주위 깊게 읽고,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하십시오. 

안전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안전사항

1. 기기를 작동하기 전에 시작가이드와 매뉴얼, 모든 안전 사항 및 경고 스티커를 주의 깊게  

 읽고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이러한 안전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부상 또는 재산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인스턴트팟 듀오 제품에는 정품의 인스턴트팟 듀오 뚜껑만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제품의 뚜껑을 사용 시 제품의 손상이나 사용자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제품을 뜨거운 가스레인지, 전기 버너, 오븐 등 가열 제품 또는 전열기구 등의 주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가연성 물질 주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물이나 불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하고 안정적이고 평평한 곳에 두고 사용하십시오.

5. 사용 중 또는 뜨거운 액체나 음식물이 담겨 있는 경우,  

 제품이 전기에 연결 되어 있는 경우 제품을 이동하지 마십시오.

6. 표기 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7. 가정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야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8. 본 제품은 압력 하에서 조리됩니다.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화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작동시키기 전에 뚜껑이 확실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 전  “시작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9. 내용물을 3분의 2이상 채우지 마십시오. 쌀이나 건조 야채와 같이 조리 중에  

 불어나는 음식을 조리할 때, 제품을 2분의 1이상 채우지 마십시오. 

 과도하게 채울 경우 증기 배출구에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고 과도한 압력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10. 제품 사용 전에 압력밸브, 압력배출파이프, 압력안전장지, 플로트밸브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작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11. 제품이 감압되고 모든 내부 압력이 배출될 때까지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만일 플로트밸브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나 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는 제품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강제로 열지 마십시오. 

 제품에 압력이 남아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압력 배출에 관한 정보는  

 “시작가이드” 의 “압력배출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 기본 안전예방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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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중요 안전사항

본 매뉴얼 전체 내용을 주위 깊게 읽고,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하십시오. 

안전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2. 오일과 함께 튀김 혹은 압력 튀김을 위한 용도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3. 제품이 작동중이거나 압력이 남아있을 때 제품을 만지거나 손이나 얼굴을 압력밸브 

 또는 플로트밸브 근처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작동 중일 때 뚜껑의 금속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14. 압력밸브 및 플로트밸브를 행주나 기타 물체로 덮거나 막지 마십시오. 

 압력밸브 및 플로트밸브를 막으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5. 만일 증기가 압력밸브 또는 플로트밸브에서 3분 이상 일정하게 계속나온다면 제품 전원을  

 끄십시오. 제품을 열기전에 자연스럽게 감압 되도록 하거나 모든 압력이 배출되도록  

 하십시오. 매뉴얼의 “고장신고 전 확인”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16. 뚜껑 옆에서 증기가 나올 경우 제품 전원을 끄고 실리콘패킹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작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17. 전기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원 코드, 플러그, 혹은 제품을  

 물이나 기타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18. 선을 잡아 당기거나 엉킴 등에 의해 제품이 넘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짧은 전원 공급  

 코드(35 in / 0.9 m)가 제공됩니다.

19. 항상 제품에 먼저 플러그를 연결하고, 플러그 코드를 전원에 연결합니다.  

 연결을 해제하기 위해, 취소(Cancel)를 선택하고, 전원에서 플러그를 뽑아 놓으십시오.

20. 사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세척하기 전에 플러그를 빼십시오. 사용 후 가열된 제품의 열이  

 식은 후 부품을 꺼내거나 세척, 보관을 하십시오.

21. 손상된 코드나 플러그와 함께 제품을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제품이 오작동하거나  

 테두리에 손상 혹은 내솥 바닥의 손상 등이 있을 경우 작동시키지 마시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십시오.

22. 전원 코드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걸리도록 하지 마시고 뜨거운 표면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23. 안전한 내열성 소재의 평평한 조리대에서만 제품을 두십시오. 증기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제품 주위에 두지 마십시오. 가열 제품 위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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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본 매뉴얼 전체 내용을 주위 깊게 읽고,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하십시오. 

안전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안전사항
24. 음식물이 넘치면 심각한 화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전기코드를 선반 모서리에 걸쳐  

 두지 마시고 어린이가 만지지 못하게 하십시오.  접지 콘센트를 사용하시고 연장 코드,  

 멀티탭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5. 껍질이 있는 고기(예, 소시지)를 조리할 때, 가열되면 껍질이 부풀 수 있습니다. 

 부풀 때 껍질을 자르지 마십시오.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26. 가루 반죽 혹은 두꺼운 질감의 음식, 혹은 고지방 / 오일이 있는 음식을 압력 조리할 때,  

 뚜껑을 열면 내용물이 튈 수도 있습니다. 압력 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라주십시오. 

 증기가 완전히 배출되면, 주의하여 제품을 부드럽게 흔들고, 만일 필요한 경우, 뚜껑을 열려고  

 시도하기 전에 증기를 다시 배출하십시오.  “시작가이드”의 “압력 배출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27. 내솥을 본체에 넣기 전에, 내솥의 외부 표면과 가열판을 닦고 건조시키고  

 음식 잔여물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관리 및 세척 방법”을 참고 하십시오.

28. 제공되는 순정품 이외의 제품이나 부품으로 수리, 교체, 혹은 변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는 전기 충격, 화재, 혹은 부상을 야기할 수도 있고, 보증이 무효화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9. 제품의 어떠한 안정장치나 프로그램도 조작하지 마십시오.

30. 220-240V, 50/60Hz가 아닌 전기 시스템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력변환장치 또는 어댑터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31. 본 제품은 사용 전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혼자 사용하거나 어린이가 만질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32. 압력 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품 인스턴트팟 내솥만을 사용하여 조리하십시오.

33. 부상이나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리콘 패킹 교체 시 인스턴트팟 정품 실리콘 패킹만  

 사용해 주십시오. “시작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34. 순정품이 아닌 부품이나 구성품을 사용하면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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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본 매뉴얼 전체 내용을 주위 깊게 읽고,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하십시오. 

안전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안전사항

WARNING
중요 안전사항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중요 설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을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의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WARNING
전기 충격 위험. 접지콘센트만 사용하십시오. 접지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전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기 충격 및 또는 사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WARNING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매뉴얼을 읽고 숙지하십시오.

전원코드

전원 공급코드의 당김, 엉킴, 걸려 넘어짐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짧은 전원 공급 

코드(0.6m-0.9m)가 제공됩니다.

전기 충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깝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접지 된 전기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꽂으십시오.

경고 문구에 대한 안내

해당 제품은 듀오 시리즈 모델입니다. 인스턴트팟의 다양한 모델을 보시려면 instantpot.co.kr을 방문해주십시오.

제품 사양

Duo Mini 
[듀오미니]

3 Quart
3.0 L

 220-240V~, 
50/60 Hz

700 watts 3.9 kg cm: 28.5L × 25.5W × 29H

Duo 60 
[듀오60]

6 Quart
5.7 L

220-240V~,
50/60 Hz

1000 watts 5.3 kg cm: 32L × 31W × 33H

Duo 80
[듀오80]

8 Quart
8.0 L

220-240V~,
50/60 Hz

1200 watts 7.03 kg cm: 36.1L × 33.8W × 37.6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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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전에 인스턴트팟의 플러그를 빼고 사용한 제품의 열을 식혀 주십시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모든 표면이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 하십시오.

 

부분 설명 세척 방법

부속 부품

•●    스테인레스 찜기

•●    물받이

•●    사용 후 세척하십시오.

•●    강한 화학 세제, 분말 또는 세척용 수세미를사용하지  

        마십시오.

•●    식기세척기 사용 시에는 세척기의 상단 선반에 제품을 두고

        세척 하십시오.

•●    사용 후 물받이를 비우고 헹구십시오.

손 세척
및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뚜껑 & 부품

•●    압력밸브

•●    압력안전장치

•●    실리콘 패킹

•●    플로트밸브 (압력추)

•●    플로트밸브 실리콘 패킹

•●    사용 후 뜨거운 물과 주방용 중성세제, 스폰지로 닦고 

        자연 건조시키십시오. 식기세척기 사용 시에는 

        세척기의 상단 선반에 제품을 두고 세척 하십시오.

•●    식기세척기 사용 시에는 모든 부품을 뚜껑에서 분리 

        하십시오.

•●    막힘방지를 위해 압력밸브와 압력안전장치가 분리된 

        상태에서 압력 배출 파이프의 내부를 세척하십시오.

•●    식기세척기 사용 후 뚜껑의 물기를 제거하기위해 뚜껑 

        손잡이를 싱크대 위에서 수직으로 잡고 돌리듯이 360도 

        회전 시키십시오.

•●    세척 후 건조를 위해 본체위에 뚜껑을 뒤집어서 둡니다.

•●    음식 냄새 배는 것을 줄이기 위해 환기가 잘되는 곳에 실리콘 

        패킹을 보관하십시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1컵(8 oz/250 

        ml)의 물과 1컵 (8 oz/250 ml)의 식초를 내솥에 넣고, 압력 

        조리를 5-10분 동안 작동시키고, 증기를 배출해 줍니다.

스테인레스 내솥

•●    심한 오염의 경우 스폰지에 식초를 묻혀 문질러서 제거해 

        주십시오. 바닥에 딱딱하거나 눌어붙은 음식 잔여물이 있는

        경우, 뜨거운 물에 담가 두었다가 불려서 세척하십시오.

•●    사용 후에는 세척하십시오.

•●    내솥을 본체에 넣기 전에 모든 외부 표면이 물기가 없이 

        건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 코드 •●    마른 행주를 사용하여 전원 코드를 닦아내십시오.

마른 행주 사용
본체

•●    마른 행주로 물고임방지테두리 뿐만 아니라 외솥의 내부를

        닦아내고 자연 건조시키십시오.

•●    본체와 조작패널을 마른 행주나 스폰지로 부드럽게

       닦아내십시오.

관리 및 세척방법

WARNING
가열판은 항상 건조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본체를 물에 넣거나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하지 마십시오.
항상 전원 코드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원 플러그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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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예상 가능한 원인 방법

뚜껑이 닫히지 

않을 때

실리콘 패킹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경우
실리콘 패킹을 다시 제대로 끼우고, 실리콘 패킹 

걸이 뒤쪽으로 쏙 잘 들어가도록 합니다.

플로트밸브(압력추)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
긴 도구(수저,집게 등)를 이용하여 플로트밸브를 아래로 

부드럽게 누릅니다.

본체의 내용물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
압력밸브를 “Venting(배출)” 위치로 돌리고, 뚜껑을 

본체위로 천천히 낮추고, 열이 배출 되도록 합니다.

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

제품 내부의 압력 때문

제품 사용 방법에 따라 압력을 배출합니다. 플로트밸브가 

완전히 내려간 이후 뚜껑을 열어 주십시오.

 WARNING 제품에 압력 조리가 되고 

있는 중에는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남아 있는 내용물(음식물 등)로 인해 

플로트밸브가 위로 올라온 상태

신속하게 압력을 배출하여 증기가 완전히 배출되도록 

하고, 긴 도구를 이용하여 플로트밸브를 부드럽게 

누릅니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플로트밸브와 그 주변 부분, 

뚜껑을 깨끗이 세척합니다.

본체를 열었을 때 

내솥이 뚜껑에 

끼인 상태

내솥이 식으면서 바깥과 내부의 온도차로 

내솥이 뚜껑에 붙어 있는 상태

진공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 압력밸브를 

“Venting(배출)” 위치로 돌리십시오.

뚜껑 옆쪽으로  

증기 배출

뚜껑에 실리콘 패킹이 없는 상태 실리콘 패킹을 제자리에 위치시키십시오.

실리콘 패킹이 손상 혹은 적절히 설치되지 

않은 상태
새로운 정품 실리콘 패킹으로 교체하십시오.

음식 잔여물이 실리콘 패킹에 남아 있는 상태 실리콘 패킹을 깨끗이 세척하십시오.

뚜껑이 적절히 닫히지 않은 상태 뚜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 주십시오.

실리콘 패킹 걸이가 구부러지거나 중심에서 

벗어난 상태

실리콘 패킹을 뚜껑에서 분리한 후 실리콘 패킹 걸이가 

구부러지거나 휘어졌는지 확인 하십시오.  

고객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내솥 테두리가 변형되었을 가능성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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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예상 가능한 원인 방법

플로트밸브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플로트밸브 혹은 플로트밸브 실리콘 패킹에 

음식 잔여물이 남아 있는 경우

뚜껑에서 플로트밸브를 분리하여 깨끗이 세척합니다.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운전” 을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내솥에 넣은 수분의 양이 너무 적은 상태

내솥의 바닥에 그을음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내솥을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내솥 크기에 따라 수분의 

양을 추가 하십시오.

3 Qt (3.0L) – 1컵(250ml)

6 Qt (5.7L) – 1 1/2컵(370ml)

8 Qt (8.0L) – 2컵(500ml)

플로트밸브 실리콘 패킹이 손상되거나 빠져 

있는 상태

플로트밸브를 재위치 시키거나 상태를 확인 후 새로운 

정품 플로트밸브로 교체하십시오.

뚜껑 잠금 장치에 의해 플로트밸브가 작동하지 

못한 경우

긴 도구로 플로트밸브를 두드립니다. 만일 플로트밸브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제품의 전원을 끄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내솥이 가열되지 않는 상태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시고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고객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내솥이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 “시운전”을 실시하시고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고객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경미한 증기 

누출/조리 중 

압력밸브에서 

‘슈우슈우’ 소리가 

발생

압력밸브가 “Sealing(진공)”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압력밸브를 “Sealing(진공)”위치로 바꾸십시오.

고압으로 조리가 되고 있는 경우 정상인 상태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력밸브 “Sealing

(진공)” 위치에 

있을 때 증기가 

다량  배출되는 

상태

내솥에 충분한 수분이 없는 상태

다음과 같이 내솥 크기에 따라 수분의 양을 추가 

하십시오.

3 Qt (3.0L) – 1컵(250ml)

6 Qt (5.7L) – 1 1/2컵(370ml)

8 Qt (8.0L) – 2컵(500ml)

압력 센서 조절 기능 장애 고객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압력밸브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 압력밸브를 “Sealing(진공)” 위치로 변경하십시오.

전원 코드를 연결한 

후 디스플레이가 

검은색으로 

유지되는 상태

전원 연결상태가 좋지 않거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전원 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검사하십시오.

만일 손상이 발견되면, 고객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제품의 전기퓨즈 파열 고객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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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예상 가능한 원인 방법

에러코드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계속적으로 

소리가 나는 상태

C1

C2

C6

C6H

C6L

센서 결함 고객센터에 연락하십시오.

C5

내솥이 본체에 들어있지 

않아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

“취소(Cancel)”을 누르고 가열판의 열이 식기를 

기다립니다. 본체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내솥을 

본체에 넣어 명령을 재입력합니다.

내솥에 수분이 부족해서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내솥 바닥에 그을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거합니다.

다음과 같이 내솥 크기에 따라 수분의 양을 추가 

하십시오.

3 Qt (3.0L) – 1컵(250ml)

6 Qt (5.7L) – 1 1/2컵(370ml)

8 Qt (8.0L) – 2컵(500ml)

C7

또는

NoPr

가열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
고객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다음과 같이 내솥 크기에 따라 수분의 양을 추가 

하십시오.

3 Qt (3.0L) – 1컵(250ml)

6 Qt (5.7L) – 1 1/2컵(370ml)

8 Qt (8.0L) – 2컵(500ml)

압력밸브가“Venting(배출)”

위치에 있는 상태
압력밸브를 “Sealing(진공)” 위치로 변경하십시오.

Lid
뚜껑이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

뚜껑을 열고 다시 닫으십시오.

“볶음(Saute)”을 사용할 때는 뚜껑을 열고 사용하십시오.

OvHt / 

Burn / 

Food burn

내솥 바닥에 고온이 감지, 

제품이 과열을 피하기 위해 

온도를 자동으로 줄이는 

상태

내솥바닥 부분 이상으로 열 방출을 차단했을 수 

있습니다. 제품 전원을 끄고, 사용방법에 따라 압력을 

배출한 후 내솥 바닥을 확인 하십시오.

PrSE

압력이 없는 조리 

프로그램을 사용 중 압력이 

가해진 경우

압력밸브를 “Venting(배출)” 위치로 변경하십시오.

가끔씩 

딸깍거리거나 얕은 

균열음이 나는 

경우

온도 변화 시 압력 증대될 때 소리 정상인 상태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솥 바닥이 젖은 상태

내솥의 외부에 물기가 없도록 마른 행주로 닦아내십시오.

내솥을 본체에 넣기 전에 가열판에 물기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기타 서비스는 허가 받은 공인된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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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인스턴트팟 멀티압력쿠커 듀오

모델명

구입일 20      년                월                일

구매처

고객성명 이름 :                     전화 :                                 주소 :                 

보증기간 1년

1. 본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증 혜택을 받습니다.

2. 본 제품의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3. 무상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본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적용됩니다.

6. 가정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 중 제품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고장에 대해,  

 보증기간에 한해 무상으로 교환 또는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교환 및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보증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상 보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리 또는 교체에 의해 발생한 비용은 유상으로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1. 사고, 변경, 잘못된 사용, 남용, 관리소홀, 비합리적인 사용, 사용설명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수리, 

 상업적 사용, 부적절한 조립, 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유지관리 미제공,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공인되지 않은 사람, 기관에 의한 수리

2. 정상적인 사용에 의해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의 교환

3. 일반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출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혹은 사용 설명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수리

4. 순정품이 아닌 공인되지 않은 부품, 부속품의 사용 또는 공인되지 않은 수리 또는 변경으로 발생한  

 부품 및 시스템의 하자 수리



: R-R-CB6-DuoMini

: SU071736-19002

: R-R-CB6-Duo60

: SU071736-19004

고무제, 알루미늄

고무제, 알루미늄

: 220-240V~, 50/60Hz

: 220-240V~, 50/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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