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식품조리기 라조

(LAZO-2000IH) 사용설명서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신 후 사용하십시오.
사용설명서에서 명시한 지시사항 위반에 따른 고장이나 파손의 경우
보증기간 내에도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내용 중 일부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임의로 분해·개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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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명칭 및 구성품
> 이 기기는 온수와 열을 이용하여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기기입니다.

1. 사용 범위
물을 이용해 조리하는 식품에만 사용하십시오.
- 물이 없는 식품을 올려놓으면 화재 및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용 일회용 용기만 사용하십시오.
- 일반 용기를 사용하면 조리기가 과열돼 화재 및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조리기는 1회에 약 4분간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2. 내장 기기 및 기능
① 전기온수기 : 약 85°C의 물을 저장·공급합니다.
- 공급된 물이 인덕션으로 가열되는 동안(약 4분) 전기온수기에
물이 채워지고 데워집니다.
② 인덕션 레인지 : 용기에 공급된 물을 가열합니다.
③ PCBA : 전기온수기 및 인덕션 레인지를 제어합니다.

3. 구성품

조리기 구성

Control Board

출수구
전원스위치
송풍구

배수구

상판유리

입수구
전원코드

전

면

측

면

후

면

※ 이 조리기는 품질개선 또는 부품회사의 규격 변경 등의 사유로 예고 없이 부품 및 사용방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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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조리기 SIZE
외관 재질
중량

전면 23cm x 측면 42cm x 높이 34.5cm
내열 플라스틱
조리대 상판 : 내열 강화유리
4.8kg
전기온수기 1리터
인덕션 레인지

주요부품

PCBA
Control Pannel
솔레노이드밸브
모터[Option]
과열방지 센서

안전장치

과열방지 온도 휴즈
과열방지 바이메탈

사용전압

220V 60Hz

소비전력

1700W
부속품
튜빙선(호스2m, T밸브, 볼밸브) 제공
*모터형의 경우 호스만 제공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설치 사용을 금합니다.
화재 및 누전의 위험이 있는 곳.
전자기파에 노출 되는 곳.
조리기 내부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곳.
습도가 높은 곳.
조리기에 분진이나 이물질이 들어 갈 수 있는 곳.
휘발성이 강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 약품 등이 있는 곳.
조리기 좌우 및 뒷면에 10c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곳.
조리기가 고정되지 않고 흔들릴 수 있는 곳.
수평이 맞지 않고 기울어진 곳.
비·눈·바람·낙뢰 등에 노출되는 곳.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
주위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거나 섭씨 30도 이상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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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１. 급수연결
직수TYPE : 급수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
정수기 또는 전기온수기를 사용하는 곳
① 수도와 정수기 등을 연결하는 급수호스의 중간을 절단해주세요.

② 절단한 급수호스를 조리기와 함께 제공된 T자 밸브 양쪽 끝에 연결해주세요.

③ 급수호스의 반대 끝을 조리기 뒷면 하단의 입수구에 연결해주세요.
수도와 직접 연결하는 곳
① 수도 연결 소켓을 수도에 부착해주세요.(소켓 별도 구매)

② 조리기와 함께 공급된 급수호스(T밸브 제거 후) 끝을 소켓에 연결해주세요.

③ 급수 호스의 반대 끝을 조리기 뒷면 하단의 입수구에 연결해주세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
① 지하수에는 침전물이 있어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부득이 지하수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전용필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필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사용해주세요.
모터TYPE : 생수통을 사용하는 방법

① 공급된 급수호스(T밸브 제거 후)의 한쪽 끝을 생수통과 연결해주세요.

② 급수호스의 반대 끝을 조리기 뒷면 하단의 입수구에 연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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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2. 전원연결
- 전원 코드를 연결한 뒤 전면 전원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전원연결 소켓에 전력 사용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켜주세요.

3. 설치확인
- 전원 스위치를 누른 후 조리기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물이 공급되는 동안 입출수 버튼 점멸)
- 표시창에 보이는 숫자가 60에서 0까지 카운팅 중 000으로 변경되면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 설치 완료 후 1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온수 준비시간 필요)

사용 방법
기본 사용법
① 용기에 식품을 담은 후 출수구와 가열부에 맞추어 조리대 위에 올려주세요.
②

출수 >

가열준비 >

시작·정지 버튼을 연속으로 눌러주세요.(작동시간 : 240초, 출수량 : 420cc)
물양을 추가하고자 할 때

물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물이 추가됩니다.
가열시간을 추가하고자 할 때
가열준비 버튼을 누른 뒤 시간조절 버튼을 눌러주세요.
- 시간조절 버튼을 누르는 횟수에 따라 1분씩 최대 5회까지 추가 가능.
- 시간추가기능은 초기화 상태에서만 작동.
초기화 상태
초기화란, 조리시작 전 또는 조리가 완료된 상태를 뜻하며 표시창에 숫자 000이 나타납니다.
초기화가 발생하는 경우
출수 버튼을 누른 뒤 4분 이내에 가열준비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가열준비 버튼을 누른 뒤 1분 이내에 시작·정지 버튼 혹은 시간추가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각종 설정 변경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버튼을 5초 이내에 누르지 않은 경우.
* 출수버튼을 누른 뒤 4초 이내에 가열준비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출수완료 시까지 다른 버튼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조리 도중 출수 및 가열을 멈추고자 할 때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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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변경 방법
물양 설정 변경
※ 기본설정 물양을 210 ~ 480cc 범위 내에서 30cc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회만 물양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① 초기화 상태에서 물양조절 버튼을 누를 때마다 210cc부터 30cc씩 증가된 숫자가
표시창에 표시됩니다.
② 표시창에 원하는 물양이 표시되면, 5초 이내 출수 -> 가열준비 ->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조리를 시작합니다.
③ 선택된 물양이 출수되고 나면 기본설정 물양으로 복원됩니다.
기본설정 물양을 변경하고자 할 때

+

① 초기화 상태에서 물양조절 버튼을 눌러주세요.
② 표시창에 원하는 물양이 표시되면, 5초 이내에 물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③ 버저와 함께 설정된 물양이 표시창에 3회 점멸 표시되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기본 설정 조리시간 변경
※ 기본설정 조리시간을 180 ~ 300초 범위 내에서 30초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초기화 상태에서 시간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② 원하는 숫자가 표시될 때 물 추가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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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 사항
고장, 파손, 화상, 누전, 감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의로 조리기의 내부를 개조·수리·세척하지 말아주세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조리기 커버를 임의로 열지 말아주세요.
이동 시 전원을 차단하고 조리기 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조리기를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치·고정시켜서 사용해주세요.
전원코드 및 급수호스가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충격을 가하지 말아주세요.
하단의 인덕션 레인지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통풍구 등의 틈새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청소할 때 시너, 벤젠, 왁스 및 화학세제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조리기에 입수되는 물은 35℃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조리기 내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급수 밸브를 잠가주세요.
조리기를 48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고, 물을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온수를 출수·배수 및 조리 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조리기에 입수되는 물에는 이물질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용기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전용용기 외에 다른 용기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화재·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용기에는 반드시 물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한 용기를 10분 이상 연속 조리하지 말아주세요.
일회용기이므로 재사용하지 마세요.

다음의 경우는 작동을 멈추시고 콜센터(031-919-0330)로 문의하세요.
조리기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조리기 내부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인덕션 레인지에서 버저가 계속 될 때.

8

에러코드 안내
error 표시
error 1 : 입수 부족. 1분 이내에 전기온수기에 만수가 되지 않을 때 ->전원을 껐다 켜서 물을 채워주세요.
error 2 : 본체 온도가 55도 이상 상승할 때.
error 4 : 인덕션 케이스 주변부 온도가 55도 이상 상승할 때.
error 6 : 물 추가 버튼을 16초 이상 누르고 있을 때-> 추가 출수는 500cc이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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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식품용기적합테스트

전기안전인증

특허

ISO 9001
ISO 14001

10-1790547
10-1565928
10-1633037
디자인 30-0922086
상표 40-1195388
40-1195389
40-2017-0102266

벤처기업
제20170300290호

기업부설연구소
제 2013112502호

수출유망 중소기업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제171001-00411호

글로벌 IP기업

조달청 새싹기업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식재산 경영 인증
제2018-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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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300
ICT 유망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보증서
1. 당사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2. 제품 고장 발생 시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A/S 031-919-0330)
제품명

즉석식품조리기

모델명

LAZO-2000IH

구입일자

구입일로부터 1년

SER No.
구입처
고객주소

성명
연락처

무상 서비스
1. 보증기간 중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의 고장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2.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아래 유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비스 요금
(수리비,부품비,출장비 등)을 받고 수리해 드립니다.

유상 서비스
1.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
2. 전기용량을 잘못 사용하여 고장이 났을 때.
3. 센터의 서비스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리해 고장 났을 때.
4. 천재지변 (화재, 염해, 수해, 기타)
5. 설치 후 이용 중 낙하(소비자 과실) 등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
6. 사용자 임의의 내부개조로 발생되는 고장.
7.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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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조리기 (LAZO-2000IH)

(주) 다윈
·본 사: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 전북새만금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관 610호
T.063-471-0470
·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12번길 8-15 1F
T.031-971-0470
·콜센터: T.031-919-0330

Designed by Dawin co.,Ltd.
www.laz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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