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안전사항

보관 및 세척 방법

제품보증서

연락처

안전사항 및

유지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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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ST TM

Rice & Grain Cooker
인스턴트 제스트 전기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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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사항

제품을 사용할 때는 다음을 포함한 기본 안전 예방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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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품은 반드시 평평하고 안정적인 불연성 소재의 표면에서 사용하십시오.

3.     뜨거운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뚜껑 손잡이를 잡고 밥솥을 옮기면 내용물이 쏟아지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밥솥을 옮기려면 밥솥이 상온으로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부터 

들어올리십시오.

4.                                  감전 위험을 방지하려면 코드, 플러그 또는 제품을 물이나 다른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제품을 세척하려면 “보관 및 세척” 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제품을 수돗물로 씻지 

마십시오.

5.     밥솥 본체는 전기 부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전을 피하려면 밥솥 본체에 어떤 종류의 액체도  

넣지 마십시오. 조리할 때는 반드시 내솥을 사용하십시오.

6.     본 제품을 어린이나 신체, 감각,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린이나 이런 분들 주위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어린이가 본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세척하기 전에 먼저 취소(Cancel) 버튼을 누른 후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제품의 구성품을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세척 및 보관하기 전에 먼저 제품의  

열기를 식히십시오. 플러그는 손으로 잡아서 콘센트에서 뽑으십시오. 절대로 전원 코드를 당겨서  

뽑지 마십시오.

8.      손상된 코드나 플러그가 달려 있는 제품, 제품이 잘못 작동한 후, 제품이 떨어졌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제품을 작동하지 마시고 고객센터로 문의하십시오.

9.      제품의 구성품을 수리, 교체, 개조, 변경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장치를 함부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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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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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사항

11.     인스턴트 브랜드(Instant Brands™ Inc.)가 공인한 정품이 아닌 구성품이나 부속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조업체가 권장하지 않은 부가 장치를 사용하면 부상을 입거나 화재,  

감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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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코드를 뜨거운 표면에 닿게 하거나 선반이나 테이블 모서리에 걸쳐두지 마십시오. 

14.     제품을 뜨거운 가스 레인지, 전기 레인지, 가열한 오븐에 올려 놓거나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외부의 열기로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15.     뜨거운 밥이나 기타 액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옮길 때는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16.     원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7.     전기밥솥 위의 증기 배출구는 매우 뜨거워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만지거나 덮거나 막지  

마십시오. 

18.     긴 코드에 엉키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짧은 전원 코드가 제공됩니다.

19.     변압기나 어댑터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20.                                 음식물이 넘치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과 전원 코드를 

어린이가 만질 수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코드를 테이블이나 선반 모서리에 걸쳐 두지마시고,  

매립형 콘센트나 연장선을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21.     전기밥솥을 여러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마시고 따로 분리해 사용하십시오.  

여러 제품이 꽂혀 있어 전력이 과부하되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전기밥솥의 증기 배출구는 매우 뜨겁습니다.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증기 배출구를  

덮거나 막지 마십시오.

23.     사용 전 내솥 외부가 건조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내솥을 젖은 상태로 밥솥 본체에 넣으면 제품이 손상되거나 잘못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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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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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사항

24.      조리 중이나 조리 후 뚜껑을 열 때는 극도로 주의하십시오. 뜨거운 증기가 나오므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 때는 손과 얼굴이 안전하도록 거리를 두십시오.

25.     내솥에 남은 밥을 보온(Keep Warm) 기능으로 12시간 이상 두지 마십시오.

26.     내솥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레인지나 버너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27.     감전 위험을 줄이려면 제품과 함께 제공된 분리형 내솥만 사용하십시오.

28.     코드로 제품을 두르거나 묶지 마십시오.

29.     연결부에 음식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30.     사용 후 가열판에 잔열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31.     음식이 닿는 표면을 주의 깊게 세척하십시오.

32.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상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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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ARNING

본 설명서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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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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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접지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절대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명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감전될 수 있습니다. 

WARNING
부상을 입지 않도록 본 제품을 제품 매뉴얼을 읽고 숙지하십시오.

중요 안전사항

본 설명서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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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ARNING

제품 사양

Zest Rice Cooker 2L 2 L 350w 220V~  60Hz 2 kg cm: 22.2 L X 21.5 W X 23.5 H

Zest Rice Cooker 5L 5 L 860w
220-240V~ 

50-60Hz
3 kg cm: 28.7 L X 28.6 W X 28.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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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의 플러그를 빼고 상온에서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세척하십시오.

절대 강한 화학 세제, 수세미, 분말로 부품이나 구성품을 세척하지 마십시오.

 

부품 / 구성품 설명 세척 방법

구성품

•●    물받이

•●    찜용 트레이

•●    계량컵

•●    주걱

-  물받이는 사용 후 항상 비우고 세척하십시오. 

-  사용 후에는 구성품을 세척하십시오.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내솥

-  사용 후에는 항상 분리하여 세척하십시오.

-  기름과 음식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음식을 넣기 전에 논스틱 쿠킹 스프레이를 뿌려도 됩니다. 

손 세척뚜껑
-  사용 후에는 항상 세척하십시오.

-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로 닦으십시오.

본체

-  물기 있는 음식이나 기름이 밥솥 본체에 들어간 경우에는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로 닦으십시오.

-  제품 겉면은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로 닦은 후  

물기를 닦아 색이 바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관 및 세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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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nstantpot.co.kr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체 매뉴얼, 사용법 동영상, 레시피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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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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보증서

제품명 인스턴트 제스트 전기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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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교환 및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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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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