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인레스 주전자 
취급설명서 

※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설명서를 

    읽은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설명서는 언제라도 

   볼 수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이 상품은 하단의 가열기구 사용이 가능 합니다.

전열조리 기구 가스레인지 할로겐 히터 시즈 히터 전기 플레이트라지에이터 히터

[사용전의 준비]        

▒  손잡이 또는 뚜껑손잡이가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았는지 안전을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처음 사용할 때에는 식기용 세제를 스폰지 등에 뭍혀 2~3회 세척한 후 잘 헹궈 주십시오.

    (※염소표백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깨끗이 세척 후 주전자에 물을 넣어 가열기구에 놓아 가열 후 가열한 물을 버리는 것을 1~2회 반복하여 주십

시오.

▣ 쿠킹히터를 사용할 경우

▒  200V IH쿠킹히터(전열조리기구)를 사용할 경우 고출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물의 양에 의하여 비등점에 물이 

넘치거나 물이 전부 증발하여 밑면이 변형될 우려가 있습니다. 출력을 약하게 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전자의 실용량은 화력에 의해 다릅니다. 

▒  효율 높게 가열할 수 있도록 밑면의 수분은 모두 제거하여 주십시오.

▒  주전자는 히터의 중앙에 놓아 주십시오.

▒  전열조리기구로 가열 중 [붕~] 또는 [지~]하는 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히터와 주전자의 진동의 파동이 공

조함으로 발생하는 소리로써 주전자의 이상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  낙하 등으로 변형 및 파손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사용하는 쿠킹히터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밑면이 넓고 높이가 낮아 열효율이 좋은 형태 입니다.

핸들은 폭이 넓어 따르기 쉽도록 각도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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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레스 주전자 취급설명서

[손질에 관하여]          

▒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척하여 수분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  표면의 처리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손질시에는 맨손으로 세척하지 말고 스폰지 등으로 세척하여 주십시오.

▒  염분 및 유지를 포함한 오염이 묻은 채로 방치하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보관하면 녹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  녹이나 오염이 발생한 경우 클렌저를 스폰지 등에 묻혀 닦아내고 잘 행궈 주십시오. 

▒   손잡이 및 뚜껑손잡이가 헐거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잘 조인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  수돗물을 끓일 시에는 주전자의 밑면에 하얀 반점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에 포함된 칼슘 마그네

슘 등이 잔류하여 발생합니다. 그대로 사용하여도 위생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  가열에 의하여 본체의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테인레스의 표면이 타 발생한 산화피막 및 오염에 의

한 것 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여도 위생상 문제는 없습니다. 클렌저를 스폰지 등에 묻혀 제거하여 주십시오.

▒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만일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하지 말고 구입매장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사용상의 주의]
▒  뚜껑의 증기구멍에서는 강한 증기가 나옵니다.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람이 있는 경우 증

기구멍을 열지 말아 주십시오. 

▒  뚜껑을 연채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손잡이가 뜨거워져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을 끓인 직후나 뜨거운 물이 남아있을 경우는 손잡이를 잡은채로 뚜껑을 열지 말아 

주십시오. 증기에 의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   예열중이나 직후는 본체, 뚜껑, 손잡이, 뚜껑 손잡이가 뜨거워져 있습니다. 화상의 위험이 있

으므로 특히 유아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주전자가 빈채로 끓이지 말아 주십시오. 물량이 적을 때에는 더욱 조심하여 주십시오. 밑면

이 변형 되거나 손잡이가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주전자는 가열기구의 중앙에 놓아 안정시킨 후 불길이 밑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화력을 조

절하여 중불 이하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불이 커지면 손잡이가 가열되거나 물이 넘칠 우려가 

있습니다.

▒   불을 켤 때에는 손잡이를 세운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뉘어 사용하면 가열되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  전자레인지 및 오븐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스토브의 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전자가 넘어져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급한 각도로 따르지 말아 주십시오. 뚜껑을 넘어 뜨거운 물이 넘칠 위험이 있습니다. 

▒  손잡이 및 뚜껑 손잡이의 파손 및 변형에 대해 개조 및 응급처치 등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  물을 끓인 직후 따르면 뜨거운 물이 넘쳐 흘러 튀어올라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불을 

끄고 20초 정도 기다린 후 물을 따르도록 하여 주십시오. 

▒  물을 가득 채우지 말고 70%정도만 채워 끓여 주십시오.(※MAX 표시보다 밑으로 채워 주십

시오) 물의 양이 많으면 증기구멍 및 뚜껑의 주위, 따르는 구멍으로 부터 뜨거운 물이 넘치므

로 대단히 위험 합니다. 

▒  용도 이외의 사용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물의 양은
마크(MAX)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