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파웨어 유니버셜 조리기구
타파웨어 유니버셜 조리기구 컬렉션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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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장점
타파웨어 유니버셜 조리기구의 완벽한 일체형 구성을 통해 단 하나의 공간에 세 개의 
제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손잡이는 또한 커다란 수저 받침대 역할도 합니다. 
주방을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이 제품은 모든 조리기의 가열 표면에 사용 가능합니다.

유니버셜 조리기구 캐서롤(4L~7L) 및 프라이팬(Ø24cm)은 한 겹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됩니다. 조리기구의 3겹 바닥 구조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균일하고 효율적인 열전도를 보장합니다. 
이 조리기구는 눌음 방지 코팅 처리되어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고 최소한의 기름으로 
조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 및 관리
• 조리기구 설명서를 자세히 읽으십시오.
• 라벨이 있는 경우, 사용 전에 제거하십시오. 새로 구입한 조리기구는 항상 처음 

사용하기 전에 세척하고 헹구십시오. 
• 조리기구의 바닥 직경은 사용하는 조리기 상단의 가열부 직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 조리기구에 소금물을 끓일 때는, 항상 물이 이미 끓고 있는 상태에서 소금을 넣어 

소금이 물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리기구의 점식 
위험이 줄어듭니다. 

• 전자레인지, 직화 모닥불, 그릴 위 또는 브로일러의 화구 아래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손잡이가 녹을 수 있으니 오븐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빈 조리기구를 고온의 가열부 위에 빈 조리기구를 고온의 가열부 위에 올려두거나 

“물이” 끓어서 마를 때까지 마를 때까지 팬을 두지 마십시오. 
• 조리기구에 담긴 기름이 달궈진 상태에서 물을 붓지 마십시오.
• 조리기구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떨어뜨릴 경우 조리기구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뚜껑은 강화유리로 제작되었으나, 떨어뜨릴 경우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다루십시오. 
• 처음 사용하기 전에 눌음 방지 프라이팬을 기름으로 살짝 코팅합니다. 에어로졸 

쿠킹 스프레이를 사용할 경우 끈적끈적한 잔여물이 남아 음식물이 달라붙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조리기구의 고품질 눌음 방지 코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눌음 방지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는 금속성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눌음 방지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조리기구에 핸드믹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팬을 겹쳐서 보관할 때는 조리기구의 외부와 내부 표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팬과 
팬 사이에 천을 대 주십시오. 

•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할 경우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 사용 중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오븐용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식탁 또는 조리대에 뜨거운 조리기구를 놓을 때는 항상 냄비 받침대를 

사용하십시오.
• 손잡이가 헐거워지면 조리기구와 분리되어 부상을 입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손잡이가 헐거워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스 전기 세라믹 인덕션



세척 지침
• 세척 전에 조리기구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십시오. 뜨거운 팬에 뜨거운 기름이 

튀거나 증기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로 헹구지 마십시오. 
• 주방용 세제를 푼 뜨거운 물에 조리기구를 담가서 눌어붙거나 굳어버린 음식물을 

제거하십시오. 
• 스펀지, 나일론 세척 수세미 또는 타파웨어 초극세사 타월에 비마모성, 비염소계 

세정제만 사용하십시오. 
• 제품에 흠집을 낼 수 있으므로 조리기구 세척 시 철수세미 또는 금속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세척 과정 중에 다른 팬 또는 금속 

표면과 접촉할 경우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손으로 세척해 주십시오.
• 찌든 얼룩을 제거하고 표면에 광택을 얻으려면 특수 스테인리스 스틸 세척제를 

사용하십시오. 스펀지의 부드러운 면을 사용하여 미러 마감 처리된 외부 표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전 지침
• 사용 중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손잡이가 열원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그림 A 참조).

• 가스레인지의 불꽃이 조리기구의 측면으로 번져 올라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스레인지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긴 손잡이가 가스레인지의 쇠 살대 위에 
위치하도록 하십시오(그림 B 참조).

에너지 절감 팁
• 조리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에 조리기를 끕니다. 코팅 처리된 바닥이 조리 과정이 

끝날 때까지 충분히 팬의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 해당 요리에 적합한 팬 크기를 선택하십시오. 팬 용량의 2/3를 채우는 정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식기세척기에서 저온을 사용하십시오. 

A 참조

B 참조



타파웨어의 약속
타파웨어 제품은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저희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타파웨어는 플라스틱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모든 제품을 
디자인합니다. 오랜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우수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우리 지구, 우리 인류 및 우리가 살고 일하는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저희의 사명을 지지합니다.

타파웨어 유니버셜 조리기구는 지침에 따라 제품 사용 시, 그리고 일반 가정 내에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료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타파웨어 보증이 
제공됩니다. 
타파웨어 품질 보증제도는 타파웨어 공식 대리점 또는 타파웨어 공식 쇼핑몰 (www.
tupperwaremall.co.kr) 등 타파웨어 브랜즈가 인정하는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에 한해 제공됩니다. 

단, 사용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 불에 눌거나, 금속제 나이프 등에 의한 절단, 변색 
등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의 경우에는 무상 품질보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용상 주의 사항을 잘 읽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가정용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영업용이나 상업용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당사의 품질보증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 : 구입 후 2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