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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아글라스 내열 유리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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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pperware 프리미아글라스 내열유리 용기 (PREMIAGLASS Borosilicate Container) 는 100%

Borosilicate Glass로 최고의 기능성을 제공하며, 냉장고, 냉동실, 전자레인지, 오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컬러의 우수한 밀폐력을 지닌 스마트 잠금 

뚜껑으로 디자인되어 있 서, 어떠한 주방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afgs

제품 특장점 
• 투명한 내열 용기 Crystal-Clear Glass Base

크리스탈처럼 깨끗한 유리 용기로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0% 공기 차단과 누수 방지가 된 우수한 뚜껑 (Clip-Secure Lid System)

실리콘 씰로 안전한 피팅 뚜껑을 사용하여 식품이 100% 밀폐되고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4면 결착 스마트 잠금 뚜껑.

• 멀티 기능 – 베이킹, 보관, 보온, 서빙까지 한번에 

Tupperware 프리미아글라스 (PREMIAGLASS) 냉동실에서부터 전자레인지, 그리고 예열된 
오븐(뚜껑이 없는 경우에 한함) 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로실리카이트 유리를 사
용 했습니다. 그 상태로 테이블 서빙까지 가능하여 추가 설거지 부담을 줄여 줍니다. 

• 100% 프리미엄 내열유리 (100% Borosilicate Glass) 

최대 300ºC의 온도에 견딜 수 있는 내열 유리 재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강화유리보다 10% 가볍습니다. 

사용 시, 손목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 얼룩 및 냄새배임 방지

식품의 냄새나 얼룩을 흡수하지 않는 비 기공성 유리로 제조되었습니다. 

• 효율적인 저장 

한 단씩 쌓아 올릴 수 있어서 냉장실과 저장고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식기 세척 시, 오븐 그리고 뚜껑을 벗길 경우 전자레인지 사용도 안심입니다. 

• 절대 뒤틀리거나 깨지지 않는 내열 유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용법 및 유의사항
• 안전한 전자레인지 사용: 전자레인지에서 재가열 시에는 뚜껑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종이

타월등으로 덮어 튀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안전한 오븐 사용: 기존 오븐에서는 유리 용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항상 뚜껑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븐 온도는 최대 300ºC입니다.

• 안전한 냉장고 및 냉동실 사용: 유리 용기를 냉장고 또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경우, 뚜껑을 
제거하고 유리 용기를 1~2분 정도 두었다가 전자레인지 및/또는 오븐에 넣어주세요. 냉동 
시 75%만 용기에 채워 팽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화염 또는 기타 직접 열원 위나 아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스토브나, 그릴 또는 토스터 오븐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1



KO KO

세척 시 주의 사항
•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항상 세척해서 사용하세요

• 뜨거운 비눗물에 세척 후 헹구거나 식기세척기로 세척하세요

• 식기세척기 설치 시 유리 용기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셔서 기계적 충격을 피해 주세요.

• 오븐에서 사용 한 후에는 열 충격 방지를 위해 유리를 충분히 식힌 후 세척해 주세요.

• 고질적인 얼룩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비눗물에 잠시 담가 세척
해 주세요.

•  마모성 수세미나 마모성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베이스와 플라스틱 뚜껑이 긁힐 
수 있습니다.

!!! 경고 (WARNING): !!!

모든 다른 유리 제품과 마찬가지로 사용 및 관리지침을 주의 깊게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 파

손으로 인해 재산 피해 및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타파웨어(TUPPERWARE)의 약속

우리의 제품은 주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반영합니다. 타파웨어(Tupperware)에는

플라스틱과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제품을 디자인합니다. 오랜 시

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 내구성 있는,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우

리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일하는 공동체의 오랜 지속성을 위해 쓰레기를 줄이

기 위한 우리의 임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파웨어 프리이아글라스(Tupperware PremiaGlass) 내열 유리 용기는 제품 사용 지침(사용설

명서)에 따라 일반적인 가정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

해 구입일로부터 30일 동안 타파웨어(Tupperware) 품질 보증이 적용됩니다. 

타파웨어 프리이아글라스(Tupperware PremiaGlass) 내열 유리 용기의 뚜껑(Lid)은 타파웨어

평생 품질 보증(Tupperware Lifetime Warranty)이 적용되며, 타파웨어(Tupperware)는 제품 수

명 동안 충격이나 벗겨짐 없이 부스러짐, 균열 및 깨짐에 대해 일반적인 비상업적 사용의 경

우에 보증합니다.

제품 내외부의 과열, 얼룩, 균열, 긁힘 등의 부적절한 관리나 사고로 인한 제품 손상 또는 가

정용이 아닌 화학 물질과 같은 부적절한 재료의 보관으로 인한 손상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

습니다. 품질 보증은 정상적인 마모로 인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및 관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당신의 타파웨어(Tupperware) 제품은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제품

이 손상되어 품질 보증이 적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고

 재활용하거나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