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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UDA The Toaster」를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 및 사용 설명서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P. 1~4)」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페이지에 

「    」 표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사용 설명서에는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일과 구매처」

등을 기재하시고, 읽으신 후에도 잘 보관해 주십시오.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고장,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수리는 고객 상담실(P.10)로 문의해 주십시오.

커튼 등 가연 물질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물에 담그거나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상,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꽂거나 빼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급수구에 5cc 컵 1컵 이상의 양을 붓지 마십시오. 물을 보충하지 마십시오. 
물이 넘쳐 고장, 화상,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P.6의 「조리하기」도 함께 참조해 주십시오. )

급수구, 보일러 트레이에는 수돗물만 넣어 주십시오.
기름이나 조미료, 식재료 등을 넣으면 감전이나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아이나 취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유아의 손에 닿는 곳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화상, 부상,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발생하는 위험과 피해를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나타냅니다.경고

「경상을 입을 가능성과 주택 및 재산 등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주의

● 사용상 지켜야 할 내용을 그림기호로 설명합니다.

하면 안 되는 「금지」 내용을 나타냅니다.

지켜야 하는 「지시」 내용을 나타냅니다.

경고

사용하시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잘 읽고 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고객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부상이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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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후에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절연 열화에 의한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조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조리 중인 음식에서 연기가 나거나 불이 붙었을 경우, 즉시 타이머를 「OFF」로 
하고 전원 플러그를 빼 주십시오. 글래스 도어를 열거나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글래스 도어를 열면 불이 붙거나 불꽃이 커집니다.)

본체 위에 물건을 올리거나 본체 밑 틈에 물건을 넣지 마십시오.
화재나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이상, 고장 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화재, 감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을 중지하고 고객 상담실(P.10)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상·고장 예]
·전원 코드, 전원 플러그가 매우 뜨겁다. ㆍ본체가 변형되었거나 매우 뜨겁다.
·본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졌다. 
ㆍ전원 코드가 파손되었거나 움직이면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
ㆍ장시간 작동하지 않았을 때에도 본체가 따뜻하다. ㆍ본체나 보일러 트레이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히터관이 깨져 있다.　 

정격전류 7A 이상, 교류 220V의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다른 기기와 병용하면 발열하여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플러그는 끝까지 밀어 넣어 정확하게 연결하십시오.
감전, 발열에 의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고, 본체가 충분히 식은 후 실시해 주십시오.
감전,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작동 중에 문이 열리는 원인이 됩니다. 물이 넘쳐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가 쓰러지는 원인이 됩니다.

본체를 청소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고 충분히 식힌 후,
보일러 트레이의 물을 닦아낸 다음에 실시해 주십시오.
화상, 부상,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코드를 손상시키거나, 가공하거나, 열기구 근처에 놓거나, 접어 구부리거나, 
당기거나, 묶어서 사용하거나, 밟거나, 무거운 것 밑에 깔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전원 코드가 발열하여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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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c 컵을 본체 위에 올려 놓거나 본체 내부에 넣지 마십시오.
5cc 컵이 녹아 화재의 원이 됩니다.



주의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리 중에는 본 제품 주위를 떠나지 마십시오.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타이머를 「OFF」로 해주십시오. 떡이나 기름기 있는 음식은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빵 부스러기 트레이, 그릴, 보일러 커버, 급수 파이프를 반드시 장착하고 조리해 주십시오.
화상,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필요한 시간 이상 가열하지 마십시오.
조리음식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흡기구 및 배기구를 막거나, 본체를 덮지 마십시오.
화상, 화재,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글래스 도어의 유리 부위에 물을 끼얹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유리가 깨져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글래스 도어가 열린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일러의 수증기로 인한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통조림이나 음식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직접 가열하지 마십시오.
파열, 변형으로 인한 화상이나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청소해 주십시오.
내부에 남은 물질이 탄화하여 불이 붙는 원인이 됩니다.

조리된 음식을 꺼낼 때에는 반드시 타이머를 「OFF」로 해 주십시오.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버터, 잼, 치즈, 고기, 생선, 튀김 등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나 그릴에서 떨어지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내열 용기 위에 올려 조리해 주십시오.
조리음식이나 기름이 히터에 떨어져 불이 붙는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그릴을 장착한 후 사용해 주십시오.
글래스 도어가 저절로 열려 부상과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급수 커버가 글래스 도어와 본체 사이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화상,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보일러 트레이에 물을 남겨둔 채 본체를 운반하거나 기울이지 마십시오.
물이 넘쳐 화상,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조리 중에는 추가로 물 보충을 하지 마십시오.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조리 중, 조리 직후에는 손잡이, 다이얼 외의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고온 상태이므로,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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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할 때는 두꺼운 장갑을 착용해 주십시오.
손 또는 손가락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패키지 내용

사용설명서 (보증서 포함)

가이드북

5cc 컵

급수 파이프 보일러 커버

본체에 이미 장착되어 있음

빵 부스러기 트레이그릴

본체(※상부 스티로폼에 끼워져 있습니다.)

ㆍ빵 부스러기 트레이의 구멍을 막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설치 기준)

그림과 같이 공간을 남겨두고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할 때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좌우 옆면 중 어느 한쪽과 앞면은 개방해 주십시오.
·벽면이 수지 등 열에 약한 재질일 경우에는 더욱 간격을 두십시오.
·타기 쉬운 것을 밑에 깔거나 위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정격전류와 차단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본 제품과 여러 개의 전기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본체는 7A (1300W입니다)

옆면 4.5cm 이상

뒷면 4.5cm 이상

옆면 4.5cm 이상 윗면 10cm 이상

뒷면 4.5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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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부/표시부

모드 선택 다이얼 타이머 다이얼
조리 시간을 설정하는 다이얼입니다.

1분/1.5분/2분/2.5분/3분/3.5분/4분/4.5분
5분/6분/7분/8분/9분/10분/15분

스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❶토스트 모드

❷치즈 토스트 모드

❸바게트 모드

❹크루아상 모드

⑤클래식 모드

　170℃

　200℃　

　250℃

모드명 히터의 움직임 마지막 약 1분 스팀

○

×

일정 온도에서 전체를 계속 데우기

일정 온도에서 윗면을 강하게 계속 데우기

일정 온도에서 전체를 계속 데우기

일정 온도에서 전체를 계속 데우기

내부가 170℃ 정도가 되도록 작동하기

내부가 200℃ 정도가 되도록 작동하기

내부가 250℃ 정도가 되도록 작동하기

표면을 노릇노릇하게 굽기

치즈가 그슬리도록 굽기

                   

표면을 바삭하게 굽기

ㆍ더 데우고 싶을 때는 170℃ (클래식 모드) 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재가열해 주십시오.

ㆍ더 노릇노릇한 색을 내고 싶을 때는 250℃ (클래식 모드) 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재가열해 주십시오.

ㆍ조리방법에 대한 자세한 점은 가이드북을 확인해 주십시오.

(물을 넣지 마십시오)

조리 모드를 선택하는 다이얼입니다.

❶

❷
❸ ❹

⑤

타이머 표시등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점멸로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각 부분의 이름

글래스 도어

후크

급수구

그릴

급수 파이프

손잡이

히터 (상/하)

급수 커버
(각도조절식)

모드 선택 다이얼

빵 부스러기 트레이

전원 플러그

전원 코드

유리 타이머 다이얼

보일러 커버보일러 커버

보일러 트레이보일러 트레이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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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cc 컵에 물을 넣고, 급수구에 물을 붓습니다. ※ 2

※2 급수구가 아닌 곳에 물을 붓지 말아주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4 조리 직후 본체 내부는 고온입니다.
빵을 꺼낼 때에는 금속 부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1 내열 용기는 반드시 오븐용 및 내부 사이즈에 맞는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조리하기

ㆍ스팀 기능

3~5cc의 물을 스팀으로 만들어 히터의 
열과 함께 빵을 가열합니다. 매번 3~5cc를 
기준으로 급수해 주십시오.

ㆍ3분 미만일 때

조리 시간이 1~2.5분일 때는 
컵 안쪽 선(3cc)까지만 급수해 
주십시오.

ㆍ클래식 모드일 때
클래식 모드로 조리할 때는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으므로 
물을 넣지 마십시오.
실수로 물을 넣었을 때는 본체가 식은 후 그릴과 보일러 
커버를 분리하고 마른 천으로 닦아내십시오.

ㆍ중앙과 가장자리의 구워지는 정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빵을 아래의 선 부분에 맞추어 그릴 중앙에 

올려주십시오. 

3 글래스 도어를 닫는다. ※ 3

ㆍ조리가 완료되면 알림음이 울립니다.
ㆍ조리 후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주십시오.

모드 선택 다이얼을 돌려 조리 
모드를 결정합니다.4

타이머 다이얼을 돌려 조리 
시간을 설정하면 조리를 
시작합니다.　

5

6 조리가 완료되면 글래스 도어를 열고 빵을
꺼냅니다. ※ 4

ㆍ조리 모드와 조리 시간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 북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체

글래스 도어

급수 커버

※3 급수 커버가 글래스 도어와 본체 사이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3분 이상
5cc

1~2.5분
3cc

5cc
3cc

※클래식 모드에서는 물을 
넣지 마십시오.

삑!

삑!

삐삑!삐삑!

250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한 후 글래스

도어를 열고 그릴의 중앙에 빵을 놓습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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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트레이

∇삼각 마크

보일러 커버
보일러 트레이

▒그릴 관리 방법

①그릴을 후크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빼냅니다.

②그릴의 후크를 화살표 
방향으로 빼냅니다.

▒급수 파이프 관리 방법

③희석한 주방용 중성세제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③희석한 주방용 중성세제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③희석한 주방용 중성세제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소독을 원할 경우, 끓는 
물에 삶아 소독합니다.

장착할 때에는 반대 순서로 진행해 주십시오.

파이프 클립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확실히 장착해 주십시오.

①보일러 커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벗깁니다.

그릴과 보일러 커버를 미리 빼내 주십시오.

①∇삼각 마크를 기준으로 급수 파이프를 아래로 
내려 파이프 클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①

②

▒보일러 부분의 관리 방법

관리 방법

앞쪽 후크 (좌우 2곳) 뒤쪽 후크 (좌우 2곳)글래스 도어를 반쯤 열고 실시.

②보일러 트레이를 부드러운 
천에 물을 적셔 닦아줍니다.

축후크

딸깍!

딸깍!

파이프 클립파이프 클립

∇삼각 마크

②화살표 방향으로 급수 
파이프를 움직여 분리합니다.

·급수 파이프를 빼낸 내부의 좌측 상단
　부분은 두꺼운 장갑을 착용한 뒤
　부드러운 천에 물을 적셔 가볍게
　닦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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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때마다 청소해 주십시오.

청소할 때는 전원 플러그를 뽑고, 본체가 충분히 식은 후 실시해 주십시오.

또한, 두꺼운 장갑을 착용하여 손 또는 손가락 부상에 주의해 주십시오.



①빵 부스러기 트레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꺼냅니다. 

주방용 중성세제를 희석해 부드러운 천 등에 적셔 물기를 짜낸 후 닦아냅니다. 그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닦아내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ㆍ히터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히터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ㆍ내부가 더러우면 균일하게 구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직접 물을 뿌리지 말고 물기를 제거한 천으로 닦아서 관리해 주십시오. 감전이나 합선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 및 내부 관리 방법

다음과 같은 에러를 검지한 경우 타이머 표시등이 점멸하고 에러음이 울리며, 안전을 

위해 작동이 정지됩니다. 에러가 검지된 경우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은 후 

고객 상담실 (P.10)로 연락해 주십시오.

▒빵 부스러기 트레이 관리 방법

에러 검지와 안전기능

ㆍ사용 후에는 반드시 청소해 주십시오. 내부에 남은 물질이 탄화하여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ㆍ식품의 발열 등으로 내부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

조리 후의 이상 고온

ㆍ본체의 자기 진단 기능으로 내부 부품의 고장을 검지한 경우.

내부 부품의 고장

ㆍ식품의 발열 등으로 내부 온도가 안전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

조리 전의 이상 고온

②희석한 주방용 중성세제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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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실 사항 / ▶대처 방법증상

자주 하는 질문

본체 밑이나 빵 부스러기 

트레이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 본체가 기울어져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물을 너무 많이 넣지 않았습니까?

● 급수 파이프가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습니까?

● 클래식 모드에서 급수하지 않았습니까?

▶ 본체가 충분히 식은 후 마른 천으로 닦아내 주십시오.

조리 중에 ‘딸깍’하는 소리가 

나며, 히터가 꺼졌다 켜졌다 한다.
● 고장이 아닙니다. 히터를 제어할 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글래스 도어에서 연기가 나온다.

글래스 도어가 닫히지 않는다. ● 그릴, 보일러 커버, 급수 파이프, 빵 부스러기 트레이가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습니까?

● 본체와 글래스 도어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모드 선택 다이얼을 돌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타이머 다이얼을 

돌려도 LED가 점등하지 않는다.

●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뽑혀 있지 않습니까?

● 가정용 차단기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연기나 냄새가 난다. ▶ 처음 사용하실 때는 연기나 냄새가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면서 

없어집니다.

노릇노릇한 색이 생기지 않는다.

증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 내부가 뜨거워져 있지 않습니까?

▶ 본 제품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결로가 발생하지 않고 증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부가 고온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장이 

아닙니다.

● 보일러 트레이에 물이 들어 있습니까?

● 클래식 모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 클래식 모드에서는 증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일러에 물이 남아 있다.

●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스팀이나 빵에 포함된 수분이 흰 증기가 되어 글래스 

도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 증기는 고온이므로 손이나 얼굴을 가까이 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조리 중에 타이머를 멈추지 않았습니까?

▶ 토스트 모드·치즈 토스트 모드에서는 타이머로 설정된 시간이 끝날 무렵에 

노릇노릇한 색을 내기 때문에 도중에 작동을 중단하면 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콘센트의 전압 상태, 주변 온도·습도·식빵 상태에 따라 노릇노릇한 색을 

내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50℃ (클래식 모드) 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재가열하여 더 노릇노릇한 색을 

낼 수 있습니다.

● 빵의 위치가 히터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 빵이 그릴 앞이나 안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노릇노릇한 색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P.6)

● 5cc를 초과하는 물을 넣지는 않았습니까? 작동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까?

▶ 물을 5cc 이상 넣으면 물이 다 끓지 못하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리 시간이 1~2.5분일 때는 컵 안쪽 선(3cc)까지만 급수해 주십시오.

● 클래식 모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 클래식 모드에서는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물을 넣어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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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애프터서비스

K01F 시리즈

AC220V  50Hz/60Hz

1300W

1~10·15분

약 4.6kg

폭(W)357mm × 깊이(D)321mm × 높이(H)209mm
폭(W)274mm × 깊이(D)204mm × 높이(H)178mm
약 1m

가정용   (실내용)

제품 사양
모델명

전원

정격 소비 전력

타이머

본체 무게

본체 치수

내부 치수

전원 코드 길이

용도

고객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1) (주)한국리모텍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 대응, 수리 및 그 확인 등에 이용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담 내용의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사 이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수리나 그 확인 업무를 위탁할 경우. b)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근거한 경우.
3)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은 고객 상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폐기 및 회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폐기에 대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규정을 따라 주십시오.

문의

고객 상담실(사용 방법, 관리 방법, A/S 상담 등)
■발뮤다 고객 상담실 / 상담시간 : 평일 9:00 ~ 17:00 (토,일, 공휴일 제외)

02-710-4100
(주)한국리모텍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38 청진빌딩 13층

■인터넷 문의
http://www.balmuda.co.kr/support/
사용하시는 제품의 시리얼 번호(본체 뒷면에 표시)를 확인 후 연락 하시면 더욱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리에 관한 상담 및 취급과 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발뮤다 고객 상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1) 보증서는 반드시 「구입 연월일」과 「판매점 확인」 등의 소정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증서의 내용에 따라 수리해 드립니다.
3) 보증 기간 경과 후의 수리에 대한 사항도 고객 상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수리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4) 본 제품의 보수용 성능 부품의 보유기간은 제조 중단 후 5년입니다. 보수용 성능 부품이란 본 제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입니다.
5) 해외에서의 사용은 고장의 원인이 되며, 보증 및 애프터서비스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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