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설명서

중요 안전 사항

제품, 부품, 구성품

시작하기

조작 패널

요리하기

로티세리 요리하기

관리, 세척, 보관 방법

문제해결

제품보증서

연락처

VORTEX  PRO 10
10L Air Fryer Oven

인스턴트 에어프라이어오븐  볼텍스 프로

인스턴트팟 사이트
instantpot.co.kr 에서 사용 방법과 다양한 팁을 참고하세요.

instant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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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본 설명서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안전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안전사항

1.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모든 설명서, 안전사항 및 경고 사항을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안전사항과 설명서를 따르지 않으면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사용 중에는 제품 표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에어 프라이어 바스켓을 들어서 옮길 때는 반드시 에어 프라이어 손잡이를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부속품을 만질 때는 적절한 손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제품을 옮길 때는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제품이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제품을 만지거나 옮기십시오.

3.                          감전되지 않도록 전원 코드, 플러그 또는 제품을 물이나 기타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4. 제품을 수돗물로 씻지 마십시오.

5. 조리실에는 전기 부속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전되지 않도록 종류와 상관없이 액체를 조리실에 넣지 마십시오.

6. 본 제품을 어린이, 신체, 감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린이와 이런 분들 주위에서 본 제품을 사용할 때는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어린이가 본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부품이나 구성품을 설치하거나 분리할 때, 세척 전에는  

          플러그를  빼십시오. 제품을 끄려면 취소(Cancel)를 누르십시오.

8. 움직이는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9. 제품과 전원 코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손상된 코드나 플러그가 달려 있는 제품,  

          제품이 잘못 작동한 후, 제품이 떨어졌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제품을 작동하지 마시고  

          고객센터 (02)2670-7800 로 문의하십시오. 

Instant Brands™는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Instant™ Vortex™ 제품군은  

여러분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전자 제품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기본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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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Brands™는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Instant™ Vortex™ 제품군은  

여러분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전자 제품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기본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 안전사항

10. Instant Brands Inc.가 공인한 정품이 아닌 구성품이나 부속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조사가 권장하지 않은 부가 장치를 사용하면 부상, 화재,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가정용 조리대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야외에서 사용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12. 제품을 조리기기 위에 두거나 뜨거운 오븐에 넣지 마십시오.  

          외부의 열기로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13. 전원 코드가 조리기기를 포함한 뜨거운 표면이나 불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14. 원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5.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적절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세척, 보관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제품이 식은 후에 세척하거나 보관하십시오. 

16.                           음식물이 넘치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의 당김, 엉킴, 걸려 넘어짐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짧은 전선이 제공됩니다. 제품과 전원 코드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전원 코드를 절대 테이블이나 선반 모서리에 걸쳐 두지 마시고 절대 매립형 콘센트나  

          연장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7. 제품의 부속품을 수리, 변경,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18. 안전장치를 함부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19. 한국에서는  220-240V, 50-60Hz 이외의 전기 시스템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전력 변환기나 어댑터를 연결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20. 제품이나 구성품에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넣지 마십시오.  

          내용물이 넘치면 음식이 가열판에 닿으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1. 제품이 작동 중일 때는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음식물이 골고루 조리되지 않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2. 조리실 안으로 절대 기름을 붓지 마십시오. 화재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Warning
본 설명서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 안전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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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23. 조리 중에는 제품 내부 온도가 몇 백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지 않도록 제품 내부의 열이 식기 전까지는 절대 제품에 맨손을 넣지 마십시오. 

24. 조리할 때에는 제품을 벽이나 다른 제품에 바짝 붙이지 마십시오.  

          제품 뒤, 양 옆, 위으로 최소한 13 cm / 5 인치씩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탁보나 커튼 등 가연성 물질 위에 두고 또는 근처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위에 아무 것도 올려두지 마십시오. 

25. 작동 중일 때는 통풍구로 뜨거운 공기가 나옵니다. 손이나 얼굴을 통풍구에 가까이 대지  

           말고 제품에서 구성품을 분리할 때는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26. 사용할 때 검은 연기가 나오면 취소(Cancel)를 누른 다음 즉시 제품의 플러그를 빼십시오.  

 연기가 멈출 때까지 기다린 후 도어를 열고 제품을 깨끗이 세척하십시오.

27. 제품을 사용 중에는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지 마십시오.

28. 본 제품에 외부 타이머 스위치나 별도의 원격 조종 장치를 절대 연결하지 마십시오. 

29. 제품 조리실에서 뜨거운 구성품을 분리하거나 뜨거운 기름을 버릴 때는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30. 조리실에 지나치게 큰 음식이나 금속 조리 기구를 넣지 마십시오.  

 화재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31.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조리실 내부에 원래 구성품 이외에 다른 물건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32. 종이, 카드보드지, 플라스틱, 스티로폼, 나무 등 가연성 물질을 조리실에 넣지 마십시오.

33. 제품에 포함된 구성품을 전자레인지, 오븐 토스터, 컨벡션 오븐, 일반 오븐, 세라믹 쿡탑,  

 전기 쿡탑, 인덕션, 가스 레인지, 야외 그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34.                           뜨거운 기름이나 기타 뜨거운 액체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옮기려면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Warning
본 설명서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 안전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안전사항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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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중요 안전사항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중요 설명을 따르지 않으면 제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Warning
감전 위험. 접지 콘센트만 사용하십시오.

접지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전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Warning
부상을 피할 수 있도록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읽고 숙지하십시오.

특별 전원 코드 세트 안내

안전 요건에 따라 전원 코드의 당김, 엉킴, 걸려 넘어짐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짧은 전원 코드가 제공됩니다.

전기 충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깝고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접지된 전기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꽂으십시오.

cm: 35Dx33.6Wx36.5H1400-1600W

제품 사양

Vortex Pro 10
[볼텍스 프로]

220-240V~,
50-60 Hz

10 L 7.95 kg

Warning
본 설명서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 안전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안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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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멋진 에어 프라이어 오븐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실제 제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실제 제품을 확인하십시오.

에어 프라이어 오븐

구성품

제품, 부품,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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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되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1. 먼저 Vortex Pro를 박스에서 꺼내세요!

2. 오븐 내부와 주변에서 포장재를 제거하고 오븐 조리실 내부에서 구성품을 모두 꺼내십시오. 

                 에어 프라이어의 안전 경고 스티커나 등급 라벨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3. Vortex Pro를 조리기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가연성 물질과 외부 열원에서 떨어진 안정적이고 평평한 표면에 제품을 올려두세요.  

 Vortex Pro를 다른 제품 위에 올려 두지 마십시오. 

                  제품 위쪽과 주변으로 최소 13 cm/5 인치씩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4. 에어 프라이어를 사용하기 전에 관리, 세척, 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을 세척해주세요.

 

 

Warning
제품 위에 물건을 올려 두거나 공기 배출구를 막지 마십시오.

Warning
제품을 조리기나 다른 제품 위에 놓거나 뜨거운 오븐 안에 넣지 마십시오.  

외부의 열기로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Warning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중요 안전사항을 읽으십시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항을 읽고 따르지 않으면  

제품 손상, 재산 피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corellebrands@naver.com 또는 고객센터 02)2670-7800 고객 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설정

“타고난 요리사는 없다, 모두 배우는 것이다.” – 줄리아 차일드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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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방법

1단계: 요리 설정하기 2단계: “요리하기”

1. 오븐 도어를 엽니다. 

드립팬을 조리실 바닥에 놓습니다. 

오븐도어를 닫습니다. 

2. 전원 코드를 220-240V 전원에 연결합니다. 

오븐은 대기 상태가 되고 디스플레이에  

OFF(전원꺼짐)가 표시됩니다. 

3. 에어프라이 버튼을 누르세요. 

4. +/- 시간 버튼을 눌러 조리 시간을  

20분(00:20)으로 설정합니다. 

5. 시작 버튼을 눌러 조리를 시작하세요! 

디스플레이에 On이 표시되고 조리 상태는 

예열로 나타납니다. 

      에어프라이어 오븐을 사용할 때 처음  

몇번은 플라스틱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독성이 없으며  

금방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로티세리 설정이나 요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로티세리 요리: 로티세리 구성품을 

참고하세요.

1. 오븐이 충분히 예열되면 디스플레이에  

Add Food(재료 넣기)가 표시됩니다.

       시운전에서는 음식을 넣지 마십시오.

2. 오븐 도어를 엽니다.  

쿠킹 트레이를 둘 다 예열된 조리실에 넣으십시오. 

오븐 도어를 닫습니다.디스플레이에 조리 시간과  

온도가 번갈아 표시되고 조리 상태는  

조리로 나타납니다.

3. 조리 중 디스플레이에 Turn Food(뒤집기)가 

표시됩니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재시작 

하려면 10초 동안 기다리고 수동으로  

재시작하려면 오븐 도어를 열었다가 닫아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합니다.

4. 조리 시간이 1분 남으면 초 단위로 카운트  

다운되며 표시됩니다. 스마트 프로그램이 끝나면 

디스플레이에 End가 표시되고 팬이 잠깐 돌면서 

에어프라이어가 냉각되도록 도와줍니다.

5. 취소 버튼을 눌러 대기 모드로 돌아간 후  

진짜 요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마지막 단계를 잊어버리면 

에어프라이어에서 5분, 30분, 60분 후에  

삐삐 소리가 납니다.

 

 

 

 

Warning
조리 중 및 조리 후에는 에어프라이어와 에어프라이어 구성품이 뜨겁습니다.  

화상 위험을 피하려면 맨손으로 뜨거운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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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플레이 조리 시간, 설정 온도, 알림 메시지, 에러 코드가 표시됩니다.

2 + / -  시간
시간 버튼을 눌러 조리 시간을 조절합니다.

빠르게 조절하려면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3 + / -  온도
온도 버튼을 눌러 조리 온도를 조절합니다. 

빠르게 조절하려면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4 스마트 프로그램

● 에어프라이 (Air Fry)

● 로스트 (Roast)

● 그릴(Grill)

● 베이킹 (Bake)

● 토스트 (Toast)

● 재가열 (Reheat)

● 숙성 (Proof)

● 건조 (Dehydrate)

5 회전
에어 프라이 또는 스마트 프로그램 중 회전 버튼을 눌러  

로티세리 회전을 시작하거나 멈춥니다. 

6 조명
조명을 눌러 오븐 등을 켜거나 끕니다.

오븐 등은 2분 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7 취소 취소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스마트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시작 선택한 스마트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실제 제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실제 제품을 확인하십시오.

조작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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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에어프라이어를 켜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거나 오븐 도어를 열었다 닫으면 에어프라이어가 켜집니다.  

디스플레이에 OFF가 표시되어 대기 상태이고 조리할 표시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소리를 켜거나 끄려면
대기 상태에서 버튼(시간과 온도 아래 버튼)을 동시에 5초 동안 누르십시오. 

      에러 경고음은 끌 수 없습니다.

온도 단위를 변환하려면 (ºC 또는 ºF)
디스플레이에 °C 또는 ℉가 표시될 때까지 +과 – 온도 버튼을 누릅니다.  

표시된 단위로 온도가 표시됩니다. 

따로 설정한 조리 시간이나  

온도를 저장하려면

미리 설정된 시간과 온도를 원하는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 + / - 버튼을 눌러 원하는대로 설정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설정한 내용을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각 스마트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려면

대기 상태에서 초기화하려는 스마트 프로그램 버튼(예: 에어프라이)을  

5초 동안 누릅니다. 해당 스마트 프로그램의 조리 시간과 온도가  

공장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됩니다.

모든 스마트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려면
대기 상태에서 + 두 개(온도와 시간 위)를 동시에 5초 동안 누릅니다.  

모든 스마트  프로그램이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됩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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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Pro가 대기 상태입니다.

스마트 프로그램이 예열 단계입니다.

      토스트, 숙성, 재가열, 건조 기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에어프라이어 오븐이 알맞은 조리 온도로 예열되었으며  

(아직 재료를 넣지 않았다면) 재료를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스트, 숙성, 재가열,건조 기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조리 시간과 화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에 온도와 화면 메시지도 표시됩니다.

레시피에 따라 음식을 뒤집거나 섞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에어프라이나 로스트 기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상태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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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tex Pro를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넣으면 바삭하고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요리 시간표를 참고하고 저희 인스턴트 브랜드 공식 웹사이트 (www.instantpot.co.kr) 

네이버 공식카페 (http://cafe.naver.com/instantbrands) 에서 재미있고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를 

만나보세요.

논스틱 쿠킹 트레이는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구멍이 있으며 치킨 윙이나  

컬리플라워 등 거의 모든 음식에 사용합니다. 

논스틱 드립 팬은 쿠키를 굽거나 생선처럼 부서지기 쉬운 요리나 할라피뇨 파퍼와  

치즈 스터프 치킨 등 속을 채운 음식을 요리할 때 납작한 쿠킹 트레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바로 쿠킹 트레이나 드립팬에 놓거나 오븐용 그릇에 넣거나 올려  

쿠킹 트레이에 올릴 수 있습니다.

로티세리 구성품에 대한 내용은 로티세리 요리: 로티세리 구성품 부분을 참고하세요.

요리용 구성품

이 프로그램은 기름을 소량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음식을 튀기면서도 풍부하고 바삭한 맛을  

내기 때문에 묻어나는 기름기나 지나친 칼로리는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동 설정부터 시험해 보면서 가장 입맛에 맞는 설정을 찾아보세요.

에어프라이, 로스트, 그릴, 베이킹

스마트 

프로그램

기본 설정 
시간

시간 설정 
범위

기본 설정 
온도

온도 설정 

범위
비고

에어프라이
18 분

(00:18)

1분에서  
1시간까지

(00:01~01:00)

205°C /  
400°F

82 - 205°C

180 - 400°F

튀김, 컬리플라워 
바이트, 치킨 윙,  
너겟 등 좋아하는 
모든 튀김 요리

로스트
40 분

(00:40)

1분에서  
1시간까지 

(00:01~ 01:00)

193°C /  
380°F

82 - 205°C

180 - 400°F

채소 요리,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

그릴
8분

(00:08)

1분에서 
40분까지 

(00:01~ 00:40) 

205°C /  
400°F

조절 불가능

직접 위에서 아래
로 가열되는  
방식으로 프렌치 
어니언 스프,  
나초 등 요리 위의 
치즈를 녹이기 좋
습니다.

베이킹
30분

(00:30)

1분에서 1시간
까지

(00:01~01:00)

185°C /  
365°F

82 - 205°C
180 - 400°F

가볍고 폭신한  
케이크와 페스트
리, 쿠키 등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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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운전 : 1단계의 01부터 02까지 진행해 

에어프라이어 오븐을 설정합니다.

2  에어프라이, 로스트, 그릴, 베이킹 중  

원하는 스마트 프로그램 버튼을 누릅니다. 

3  + / - 온도버튼을 눌러 요리 온도를 

설정합니다. 

4  + / - 시간버튼을 눌러 요리 시간을 

설정합니다.

       스마트 프로그램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설정한 온도와 시간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5 시작 버튼을 눌러 요리를 시작하세요!

오븐이 예열되는 동안 디스플레이에  

On이 표시됩니다.

       언제든지 + / - 버튼을 눌러 시간이나 

온도를 설정(그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설정한 내용 확정)할 수 있으나 스마트 

프로그램이 시작한 다음에 설정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1  디스플레이에 Add Food(재료 넣기)가 

표시되면 오븐 도어를 열고 주의해서  

식품 재료를 넣으십시오.

       로티세리 요리 이외의 다른 요리를 할 때는 

레시피에 따라 예열 전후 오븐에 음식을 넣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고 10초가 지나면 

음식을 넣든 넣지 않든 요리가 시작됩니다.

2  오븐 도어를 닫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조리 시간과 온도가 번갈아 표시됩니다.

3  조리 중 디스플레이에  

turn Food(뒤집기)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는 스마트 프로그램 중 

에어프라이어와 로스트에서만 표시됩니다

        오븐 도어를 열어 음식을 섞거나 뒤집고 

쿠킹 트레이를 두 개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바꾸어 음식이 골고루 익도록 합니다.

오븐 도어를 닫으면 요리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합니다.

        음식을 뒤집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10초 동안 기다리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4 디스플레이에 End(종료)가 표시되면 

주의해서 도어를 열고 장갑을 착용한 다음 

조리실에서 음식을 꺼내십시오.

1단계 : 요리 설정하기 2단계 : 요리하기

Warning
뜨거운 조리실에 재료를 넣거나 조리실에서 음식을 꺼낼 때 항상 적절한 손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고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Warning
조리 중 및 조리 후에는 에어프라이어 오븐과 에어프라이어 구성품이 뜨겁습니다. 맨손으로 뜨거운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관리, 세척, 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을 세척하십시오.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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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팁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븐용 신선 ●  냉동 스낵이나 스낵 튀김에 기회를 주세요! 

●  예열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Add Food(재료 넣기)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에 재료를 넣으세요.

●  케이크, 파이, 키쉬, 기타 음식을 구울 때는 음식 윗면이 타지 않도록 오븐용 베이킹 그릇에  

   호일(또는 오븐용 뚜껑)을 덮어 요리하십시오.

●  피자를 구울 때는 쿠킹 트레이 두 개를 전부 오븐에 넣고 피자를 아래 쪽 쿠킹 트레이에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윗면이 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어니언 링, 피클 튀김처럼 튀김옷을 입히는 음식은 음식에 잘 붙도록 액체 반죽보다   

   계란과 빵가루를 사용하십시오.

●  양념을 묻힐 때는 식품 재료에 양념이 잘 붙도록 쿠킹 오일을 먼저 뿌리십시오.

●  아주 바삭한 감자 튀김을 만들려면 감자를 막대 모양으로 썰어 15분 동안 얼음물에  

   담가 두었다가 키친 타올 등으로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 후 오일을 살짝 뿌려 요리해 보세요.

●  물기 있는 식품은 요리하기 전에 키친 타올 등으로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면 증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고 음식은 더 바삭해집니다.

●  에어프라이로 요리한 음식에서는 기름이나 지방이 흐를 수 있습니다.  

   연기가 심하게 나지 않게 하려면 필요할 때마다 드립 팬을 꺼내 기름을 따라내세요. 

●  요리 시간표를 확인하거나  인스턴트브랜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공식 네이버 카페에서   

   재미있고 따라하기 쉬운 다양한 레시피를 즐겨보세요.

Warning
화재나 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면 조리실 안으로 조리용 기름을 뿌리지 마십시오.

요리하기



16

건조, 재가열, 숙성

Warning
뜨거운 조리실에 재료를 넣거나 조리실에서 음식을 꺼낼 때 항상 적절한 손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고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Warning
조리 중 및 조리 후에는 에어프라이어 오븐과 에어프라이어 구성품이 뜨겁습니다. 맨손으로 뜨거운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관리, 세척, 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을 세척하십시오.

1     시운전 : 1단계의 01부터 2까지 진행해 에어프라이어 오븐을 설정합니다.

2     오븐 도어를 열고 식품 재료를 넣으십시오. 

        오븐 도어를 닫으십시오.

3     숙성, 건조 또는 재가열 버튼을 누르십시오.

4     + / - 온도버튼을 눌러 온도를 설정합니다. 

             집 안의 실내 온도가 설정한 숙성 온도보다 높으면  

              에어 프라이어 오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5     + / - 시간버튼을 눌러 시간을 설정합니다. 

6     시작 버튼을 눌러 시작하세요! 

        바로 시간이 카운트다운되며 표시됩니다.

7     디스플레이에 End(종료)가 표시되면 에어프라이어에서 음식을 조심히 꺼내십시오

스마트 

프로그램

기본 설정 
시간

시간 설정 
범위

기본 설정 
온도

온도 설정 

범위
비고

건조
7 시간

(07:00)

1시간에서  
72 시간

(01:00~72:00)
49°C/ 120°F

35~79°C

95~175°F

수제 건조 과일,  
육포, 건조 채소 등

재가열
10 분

(00:10)
1분에서 60분

(00:01~01:00)
138°C/280°F

49~182°C

120~360°F

남은 음식을  
타거나 건조하지 
않게 데우기

숙성
30 분

(00:30)
30분에서 40분
(00:30~00:40) 

32°C / 90°F
32~49°C

90~120°F

맛있는 식빵과 롤을 
만들기 위해 반죽 
을 휴지, 숙성시키고  
나머지는 이스트에 
맡기세요!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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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트

1     시운전 : 1단계의 01부터 2까지 진행해 에어프라이어 오븐을 설정합니다.

2     오븐 도어를 열고 식품 재료를 넣으십시오. 

        오븐 도어를 닫으십시오.

3     토스트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온도 버튼은 비활성화되므로 + / - 시간 버튼을 눌러 토스트 단계 L1, L2 또는 L3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토스트 단계에 따라 자동으로 시간이 달라집니다.

5     시작 버튼을 눌러 시작하세요! 

        바로 시간이 카운트다운되며 표시됩니다.

             인스턴트 팁: 양 쪽이 골고루 익도록 토스트를 중간에 뒤집어주세요.

6     디스플레이에 End(종료)가 표시되면 에어프라이어에서 음식을 조심히 꺼내십시오.

토스트 굽기 정도 기본 설정 시간 비고

L1 (1 단계)
2 분 50초
(02:50) 토스트 단계는 쿠킹 트레이와  

가열부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높이 올릴수록 뜨겁습니다!

L2 (2 단계)
3분 10초
(03:10)

L3 (3 단계)
3분 30초
(03:30)

Warning
조리 중 및 조리 후에는 에어프라이어 오븐과 에어프라이어 구성품이 뜨겁습니다. 맨손으로 뜨거운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완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관리, 세척, 보관 방법에 따라 제품을 세척하십시오.

Warning
뜨거운 조리실에 재료를 넣거나 조리실에서 음식을 꺼낼 때 항상 적절한 손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고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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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t Vortex Pro는 간단한 EvenCrisp™ 기술이 더해져 간단한 로티세리식 요리를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티세리 구성품과 식품 재료는 항상 에어프라이어 오븐을 예열하기 전에 넣으십시오.

아래의 설명 내용 읽고 이 짧은 동영상을 보고 로티세리 구성품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로티세리 캐치에 고칠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티세리 바스켓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최대한 공기가 흐르며 음식 전체가 바삭하게 요리됩니다.

로티세리 구성품

1 식품 재료를 로티세리 바스켓에 넣습니다. 

로티세리 바스켓에 음식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2 로티세리 바스켓의 탭을 뚜껑의  

홈에 맞춘 다음 바스켓에 덮으십시오.

3 뚜껑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시키십시오.

 바스켓에 논스틱 쿠킹 스프레이를 뿌리면 

음식이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로티세리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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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세리 꼬치와 포크로 통닭, 안심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정 나사 2개를 푸십시오 3 음식 재료를 꼬치에 끼우십시오.

2 꼬치에서 포크를 분리하십시오. 4 포크 갈래가 음식 재료 양 쪽으로 단단히 

들어가는지 확인하면서 꼬치의 양쪽  

끝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5 위치가 알맞으면 고정 나사를 조여 포크를 

잘 고정합니다.

로티세리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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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세리 요리: 로티세리 부속품의 단계에 따라 요리를 준비하세요.

1단계: 로티세리 부속품 설치하기

1 오븐 도어를 열고 로티세리 바스켓이나 로티세리 꼬치를 조리실 내부의 표시 부분에 올리십시오.

2 빨간색 로티세리 캐치 레버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잡으십시오. 레버를 움직일 때 조리실 내부의 

 로티세리 캐치가 뒤로 살짝 움직이는지 확인하십시오.

Warning
이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사용법 동영상을 보고 로티세리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로티세리 캐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로티세리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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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코드를 220-240V 전원에 연결하십시오. 

       오븐이 대기 상태이며 디스플레이에 OFF가 표시됩니다. 

2    스마트 프로그램에서 에어프라이 나 로스트 버튼을 눌러 선택하십시오.

3     + / - 온도 버튼으로 요리 온도를 설정합니다.

4      + / - 시간 버튼으로 요리 시간을 설정합니다.

5     시작 버튼을 눌러 시작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On이 표시됩니다.

6      회전 버튼을 눌러 로티세리 요리를 시작하세요!

7     디스플레이에 End가 표시되면 다음 페이지의 로티세리 요리:  

       부속품 분리하기의 설명에 따라 로티세리 부속품을 조심스럽게 분리하십시오.

2단계: 요리 설정하기

3 부속품 왼쪽을 로티세리 캐치의 구멍에  

맞춘 다음 오른쪽 끝을 오른쪽의 홈에 

끼웁니다

4 로티세리 캐치 레버를 푸십시오.

5 로티세리 부속품을 돌려 단단히 고정되도록 

하십시오. 내부의 로티세리 캐치가 부속품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 움직이지 않으면  

로티세리 캐치가 완전히 맞을 때까지  

부속품을 계속 돌리십시오.

6 오븐 도어를 닫으십시오.

로티세리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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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조리 중 및 조리 후에는 에어프라이어 오븐과 로티세리 부속품이 뜨겁습니다. 로티세리 부속품을 옮길 때는 항상  

로티세리 손잡이를 사용하고 뜨거운 조리실에 재료를 꺼낼 때에는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뜨거운 로티세리 부속품을 취급하거나 분해할 때는 항상 적절한 손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1 오븐 도어를 엽니다.

2 로티세리 손잡이의 후크를 부속품의 왼쪽과 

오른쪽 날개 아래로 맞춥니다.

3 로티세리 캐치 레버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잡아 부속품을 풀어줍니다.

4 부속품을 몸 쪽으로 당긴 다음 로티세리 

캐치 레버를 놓습니다.

5 조리실에서 부속품을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안정적인 내열성 표면에 놓으십시오.

        반드시 몸 쪽으로 굴러오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로티세리 바스켓과 로티세리 꼬치를 설치하고 분리하는 방법은 순서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부속품 분리하기

로티세리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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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또는 부속품 세척 방법 및 주의 사항

드립 팬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    세척하기 위해 분리하십시오.

●    연기가 나지 않게 하려면 기름기와 음식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    드립팬은 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척할 때 금속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쿠킹 트레이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    쿠킹 트레이는 논스틱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척할 때 금속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로티세리 바스켓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    스폰지나 천보다 강한 솔을 사용하면 더욱 깨끗이 세척할 수 있습니다.

로티세리 꼬치, 포크, 나사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    분해하여 세척하십시오.

●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경우 작은 부품은 세척 가능한 망에 넣으십시오.

로티세리 손잡이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    필요할 때마다 세척하십시오.

분리형 도어
물에 적신 천과 순한 주방세제로 세척하십시오.

●    스폰지

조리실

물에 적신 천과 순한 주방세제로 세척하십시오.

●    항상 가열 코일과 조리실 벽에 기름이 튀거나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마다 세척하십시오.

●    조리실 내부에 눌어붙은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소다와 식초를 섞어 만든 

    중탄산염 혼합액을 뿌린 다음 물에 적신 천으로 깨끗이 닦아 내십시오.  

    딱딱하게 굳은 찌꺼기는 혼합액을 뿌려 몇 분 동안 방치한 다음 문질러 닦아 내십시오.

제품 표면
물에 적신 천과 순한 주방세제로 세척하십시오.

●   세척 후에는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마른 천으로 닦아내십시오

전원 코드
물에 적신 천과 순한 주방세제로 세척하십시오.

●   필요할 때마다 세척하십시오.

Vortex Pro와 부속품은 사용 후 항상 세척하십시오.

항상 에어프라이어 오븐의 플러그를 빼고 제품의 열이 식은 후에 세척하십시오. 

절대 강한 화학 세제, 분말 또는 수세미로 부품이나 구성품을 닦지 마십시오. 

사용 및 보관 전에는 모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Warning
연기가 보이거나 냄새가 나면 취소(Cancel)를 누르고 제품의 플러그를 뺀 다음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제품과 부속품을 위의 설명에 따라 세척하십시오. 

Warning
제대로 세척하지 않을 경우 가열판 주변에 음식 찌꺼기와 기름때가 끼어 연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Warning
감전이나 부상을 방지하려면 

- 제품을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제품을 수돗물로 씻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 가닥이 젖지 않게 하십시오.

관리 및 세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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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도어를 설치하고 분리하는 방법은 순서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오븐 도어 분리하기 오븐 도어 다시 설치하기

오븐 도어

1 에어 프라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 쪽 손으로 오븐 위를 꽉 잡으십시오.

1 오븐 도어를 오븐과 45도 각도로 

잡으십시오.

2 오븐 도어를 오븐과 45도 각도로  

여십시오.

2 오븐 도어 아래쪽의 톱니 모양을  

에어 프라이어 오븐 안의 홈과 맞추십시오.

3 오븐 도어가 빠질 때까지 오른쪽에서  

위로 당기십시오.

3 오른쪽이 제자리로 들어갈 때까지 아래로 

누른 다음 왼쪽을 누르십시오.

관리, 세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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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예상 가능한 원인 방법

에어프라이어에서  

검은 연기가 나올 때 

                                             요리를 즉시 멈추십시오. 스마트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에어프라이어의 

                                             플러그를 뺀 다음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한 경우
아보카도오일, 카놀라유, 콩기름, 홍화씨유, 미강유 등 

발연점이 높은 중성유를 사용하십시오.

가열 코일, 조리실 내부 또는 부속품에 

음식 찌꺼기가 있는 경우

조리실 내부의 부속품을 모두 분리한 후 부속품뿐 아니라 

조리실 내부까지 깨끗이 세척하십시오.

회로나 가열판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주: 제품을 직접 고치지 마십시오.

에어프라이어에서

흰 연기가 나올 때

베이컨, 소시지, 햄버거 등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 조리하지 마십시오.

음식의 양념이 내부로 들어간 경우
수분이 있는 재료는 키친 타올 등으로 두드려 물기를  

말린 후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십시오.

음식의 양념이 들어간 경우
에어프라이 기능을 사용할 때 조리실에 물이나  

다른 액체를 넣지 마십시오.

에어프라이어 플러그를 

끼웠으나 제품이 켜지지

않을 때

제품의 플러그가 제대로  

꽂혀있지 않은 경우 
전원 코드가 콘센트에 단단히 꽂혀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콘센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다른 제품의 플러그를 콘센터에 꽂아 회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에어프라이어 바스켓이  

조리실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은 경우
도어가 완전히 닫히도록 하십시오.

모든 라이트가

깜빡이고 디스플레이

화면에 코드가

표시될 때

E1 온도 센서 문제 고객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E2 온도 센서 합선 고객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Warning

기타 서비스는 공인된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하신 Instant Vortex Pro 문제가 계속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객센터  

02)2670-7800 고객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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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인스턴트 볼텍스 프로 

모델명 Vortex Pr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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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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