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THESE INSTRUCTIONS CAREFULLY BEFORE
USING THIS APPLIANCE FOR THE FIRST TIME
SAFETY INSTRUCTIONS / IMPORTANT:

Babycook® has been designed to prepare healthy meals simply and rapidly for your baby. It cooks, reheats
and defrosts food by steaming while preserving vitamins and ensures a perfect blending. The Béaba team
of engineers have worked over more than 2 years to develop this new generation of Babycook to provide
even more efficiency, security and practicality to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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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S FOR USE

• Incorrect use of the appliance may cause injury: carefully follow these instructions.
• This appliance must not be used by children.
• This appliance may be used by people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cities, or without
any experience or knowledge, if they are correctly supervised or if the instructions for using the
appliance safely have been provided and the risks have been understood.
• This appliance is designed for domestic use or similar such uses as: staff kitchen areas in shops,
offices, other professional environments, farms, customer use in hotels, motels and other residential
types of environment such as bed and breakfast accommodation.
• If the power cor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by BEABA, its Customer Service or similar qualified
people to avoid any danger.
• CAUTION, RISK OF BURNS - This appliance generates very hot steam (100°C/212°F) in order to
cook food.
• Be cautious if warm liquid is poured into the stainless steel tank, a build-up can occur and steam
can suddenly be ejected.
• Keep a safe distance from the appliance while it is cooking.
• Do not open the lid until the cooking cycle is finished (hot water projection hazard).
• CAUTION, RISK OF CUTTING - The mixing blades (d) are extremely sharp.
• Carefully follow the instructions for dismantling the mixing blade (cleaning)
• Be careful when emptying the glass bowl.

Clean before using for the first time:
• Rinse the accessories (glass bowl, stainless steel basket and the 2 lids)
• Launch a cooking cycle (level 3) with only water in the tank (no food in the stainless steel basket or the
glass bowl)
• Rinse and wash the accessories in hot water.
• Wash your hands before handling your baby’s products and food.

WARNING

• Always use the appliance on a solid and even surface.
• Do not place the appliance near a heat source, hotplates...
• Do not carry the appliance by the glass bowl handle.
• Do not launch a cooking cycle if there is no water in the stainless steel tank.
• Do not put the Babycook glass bowl (f) in a traditional oven or in a micro-wave oven.

COOKING CYCLE ( See P.1

A

)

1. Open the stainless steel tank by releasing the tank lid. 1
2. The stainless steel tank (i) has graduations from 1 to 3 for measuring the quantity of water to be used
and therefore determining the cooking time. 2 Refer to the cooking guide (p 10).
3. Pour the required amount of water into the stainless steel tank using the glass bowl or any other
clean container. 2
4. Lock the tank lid. 3
5. Unlock the lid to reach the bowl. 4
6. Check that the mixing blade is correctly installed at the base of the glass bowl with the seal. 5

POWER CONNECTION:
• Never immerse the appliance in water.
• Always unplug the appliance before assembling, dismantling or cleaning.
• Unplug the appliance when not in use.
• Do not use the appliance if the electrical cord is damaged*.
• Unplug the appliance if it is not working properly*
• Unplug the appliance if it is damaged (dropped, broken,...)*.
* immediately contact Customer Services

WARNING RISK OF CUTTING WHEN HANDLING SHARP BLADES;

7. Cut the food into 1cm x 1cm cubes and place them in the stainless steel basket. To ensure even
cooking, it is advised to not overload the stainless steel basket. 6
8. Place the stainless steel basket in the glass bowl, aligning the stainless steel basket handle with the
glass bowl handle. 7
9. Lock the glass bowl onto the appliance. 8
10. Check that the steam outlet seal (j) is not blocked. 9
11. Close the bowl lid by aligning the lid handle with that of the glass bowl. 10
12. Plug the appliance into a power socket. A beep sounds and the control buttons light up and then
switch off. 11

CAUTION/CHILDREN:

• Keep the appliance and the cord out of children’s reach.
• Always close the glass bowl lid (risk of cutting from the mixing blades).
• The appliance must not be cleaned by a child.
• The appliance must not be maintained by a child.
• Never let a child play with the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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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ress the control button ( ) to launch the cooking cycle. 12 The appliance beeps once, the steam
light switches on.
14. At the end of the cooking cycle, the appliance beeps 5 times, the steam light flashes until the control
button is pressed. 13
15. Unlock the bowl lid using the glass bowl handle. 14 CAUTION RISK OF BURNING
16. Remove the stainless steel basket using the stainless steel basket handle. 15
17. If you wish, set aside the cooking juices collected in the bottom of the glass bowl to add to the
preparation and adjust texture or facilitate mixing.

• When the beep sounds at the end of the cycle, remove the container using a pot holder (WARNING the
residual water is very hot at the end of the cooking cycle) and stir the contents with a spatula to obtain
an even temperature.
• Always check food temperature before feeding a child.

RECOMMENDATIONS

• Always unplug the appliance before cleaning it.
• It is recommended to hand wash the detachable parts: glass bowl, stainless steel basket, lids, seals,
mixing blade...
• These parts are also dishwasher safe. Long-term dishwasher cleaning can result in premature wear
of the parts.
• To clean the blade and the seal, follow the dismantling and assembly instructions:

NOTE: Although it is always preferable to use fresh vegetables and fruit containing optimal vitamins, it is
possible to cook frozen vegetables and fruit which have been defrosted directly in the BABYCOOK glass
bowl or in the refrigerator (never defrost foods at room temperature).

CLEANING AND MAINTENANCE

• Do not stop cooking during the cycle to avoid leaving water in the stainless steel tank.
• Only pour clean drinking water which contains neither food nor residue.
• Always check food temperature before feeding a child.
• It is recommended to not heat food over a too long period.

MIXING CYCLE ( See P.2

B

)

1. Check that the mixing blade is correctly installed at the base of the glass bowl with the bowl seal.

WARNING RISKS OF CUTTING WHEN MANIPULATING SHARP BLADES.

I

16

2. After checking that the food is cooked, transfer the food from the stainless steel basket into the glass
bowl. 17 According to desired consistency, add some of the cooking juices before launching the
mixing cycle.
3. Close the glass bowl lid aligning the lid handle with that of the glass bowl. 18
4. Plug in the appliance and press the control button ( ) to reach required consistency. The button can
be pressed a maximum of 12 seconds continuously and then it will automatically stop. 19
5. Open the glass bowl by pushing the bowl lid handle to the right. 20
6. If necessary stir the preparation with the spatula and avoid touching the mixing blade, then if needed
renew the mixing process.
7. Pour the preparation into a small jar or a plate. 21

II

III

Assembly

Dismantling

RECOMMANDATIONS
• Do not empty the glass bowl using a utensil that may damage the mixing blade or deteriorate the utensil.
• For hygiene reasons, wipe the stainless steel tank dry with a clean towel after using the Babycook

To dismantle the lid and the lid seal:

REHEATING AND DEFROSTING
• The foods to be reheated or defrosted should be placed in a suitable container, without a lid, in the
stainless steel basket. The container must not block the steam outlet (j)
• Pour 1 to 3 measurements of water into the stainless steel tank according to the quantity to be reheated
then proceed with a cooki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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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the main body with a wet sponge and soap.
Never fill the stainless steel tank with food or fruit juice, this would damage the stainless steel tank.
When using the glass bowl to fill the tank, make sure that the glass bowl is clean and does not contain
any residue of food or juice.
Wash and rinse the stainless steel tank often. Some types of water and use can lead to a build-up of
limescale in the stainless steel tank. Without sufficient maintenance the stainless steel can significantly
deteriorate.

FAQ
An updated and detailed chart is available on the BEABA website.

The appliance
does not work

• Check that the appliance is connected to the electricity network.
• Check that the glass bowl is locked onto the base 8 and that the bowl lid is
correctly locked into place 10 .

The glass bowl
leaks

• Check that the bowl lid is correctly in place. 10
• Check that the stainless steel basket (or the rice cooker) is correctly placed in
the glass bowl. 7
• Check the seal is correctly mounted on the mixing blade (refer to paragraph
CLEANING AND MAINTENANCE).
• Check the condition of the rubber seal and replace it if necessary
• Check the mixing blade is locked into place. 5

My fruits and
vegetables are not
cooked at the end
of a cycle

• There is no more water in the stainless steel tank:
-- The initial quantity of water was not enough Refill the stainless steel tank
with 110 ml of water (level 1) and relaunch a cycle.
-- The heating performance has decreased: launch one or several descaling
cycles (refer to the DESCALING paragraph).
• There is water left in the stainless steel tank: The cooking cycle was interrupted:
-- Relaunch a cycle ensuring that the lid as well as the glass bowl are locked
in place 8 and 10 .
-- Contact Customer Service

The Babycook
whistles at the
beginning of the
heating cycle

• The steam outlet may be blocked. 10 .
• Stop the cycle immediately by pressing the control button. ( ).
• Do not open the lid and wait until steam is no longer produced (approximately
10 mins).
• Open the lids of the stainless steel tank and the glass bowl.
• Check that the hole in the glass bowl lid a and the outlet j are not obstructed.
• If they are obstructed, unblock them

DESCALING
• Recommended every 50 cycles approximately.
• Only use white vinegar or the BEABA cleaning product for Babycook.
• Never use a chemical descaling product or a coffee machine descaling product in the stainless steel
tank.
1. Unplug your appliance, descaling is done when the appliance is cold.
2. Pour a mixture of 100ml of water with 100ml of white vinegar or 100ml of
the BEABA cleaning product for Babycook into the stainless steel tank.
3. Leave to soak overnight with the lid off.
4. Empty the contents of the stainless steel tank by tilting the appliance.
5. Rinse the stainless steel tank with clear water at least 2 times, emptying the
tank each time.
6. Replace the lid.
7. Launch 2 heating cycles with clear water in the stainless steel tank (level 1
= 110ml) without food
8. Rinse the glass bowl well with clear water before using again.
9. According to the tap water hardness, you may have to descale your appliance
more frequently.

SPECIFICATIONS
Voltage / Power: Refer to the information panel under the appliance.
Temperature scale: 10 to 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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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NG GUIDE
a

Foods

Level of water / Volume
1
2
3
110 ml / 3,7 fl oz 130 ml / 4,4 fl oz 150 ml / 5,1 fl oz

b
c

Vegetables*
Potatoes**
Carrots*
Turnips*
Green beans
Courgettes/Zucchini
Leeks
Peas
Pumpkin*
Cauliflower
COOKING

REHEATING
DEFROSTING

•
•
•
•

h

•
•

d
e

i

•
•

f

j

•
•
•
•

Red meat
White meat
Fish
Fruit
Apples
Pears
Strawberries
Apricots
Pinaepple
Starchy foods
Rice ***
Pasta ***
Small jar (cooking time depends on the
quantity)
Small jar
Cooking or reheating time **

g

k

•
•

12-

l

•
•
•
•
•
•
Approx. 13 mins

可拆式搅拌杯杯盖
不锈钢蒸煮/加热篮
蒸煮篮把手
d 不锈钢搅拌刀片
e 搅拌刀片密封圈
f 玻璃搅拌杯
g 加热水箱盖
h 加热水箱盖密封圈

•

a

i
j

Approx. 18 mins

b
c

•
Approx. 24 mins

* Cut into 1x1 cm cubes.
** Approximate cooking time for a full basket (approx. 600 gr).
*** Use the Pasta Rice Cooker basket sold separately.
For the reheating function, the initial temperature may influence the reheating cycle.
For the defrosting function, a second cycle may be necessary depending on the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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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锈钢加热水箱
接头/蒸汽出口
控制钮
蒸煮
搅拌
电源线

CN

首次使用本产品前，请详细阅读本说明书相关内容。

• * 请立即联系售後服务部门
儿童安全注意事项：
• 请将此产品及电线放置在儿童不可触及的地方。
• 请经常盖好搅拌杯杯盖（存在被刀片割伤风险）。
• 请勿让孩童负责清洗本产品。
• 请勿让孩童负责维修及保养本产品。
• 本产品非玩具，请勿让孩童把玩。

安全须知，请注意：
• 不当使用本产品可能导致受伤风险：请务必遵守本说明书的各项指示。
• 注意烫伤风险 — 本产品於蒸煮食材时会产生高温（100°C/212°F）蒸
气。
• 蒸煮期间请勿靠近本产品。
• 蒸煮程序未结束前，请勿打开杯盖（以防热水喷溅）。
• 注意割伤风险 — 搅拌刀片 (D) 十分锋利。
• 请务必遵守刀片拆卸（保养）时的各项指示要求。
• 清空搅拌杯时请小心操作。
使用：
• 儿童不应使用本产品
• 身心障碍人士或操作经验及认知能力不足的人员，必需在旁人正确监督下，或在
清楚了解各项使用安全须知，及了解可能导致的各项风险，才可使用此产品。
• 本产品适用於家庭及以下商业场所：商店丶办公室丶农场及其他工作环境的附设
厨房，由饭店丶汽车旅馆及其他商业休憩场所的宾客使用。

电源连接：
• 请勿将本产品浸入水中。
• 每次安装丶拆卸或清洗前，请拔除产品插头。
• 在无人监管产品时，请拔除产品插头。
• 若电源线已遭损坏，请勿使用本产品*。
• 若产品运作异常，请拔除产品插头*。
• 若产品已遭损坏（掉落丶破碎……），请拔除产品插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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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COOK®
婴儿辅食机是专为婴儿餐食而设计，能卫生丶简便且快速地制作婴儿
餐。它可使用蒸汽蒸煮丶加热和解冻食材，避免食材中的维生素流失并能确保完美的调
合。
为了向新手爸妈们提供更实用丶更有效率与安全的产品，新一代BABYCOOK®婴儿辅
食机是由Béaba公司工程师团队历经2年多的时间开发而成。

後熄灭。1 11
13. 按下按键 ( ) 以启动蒸煮程序。 12 当设备发出嘟嘟声後，蒸汽符号将亮起。
14. 蒸煮结束後，设备将发出五声嘟嘟声，蒸汽符号键开始闪烁，直到再次按下此键为
止。 13
15. 握住搅拌杯的把手，打开杯盖。 14 请注意烫伤风险！
16. 握住蒸煮篮的把手将蒸煮篮取出。 15
17. 如果需要，可保留位於搅拌杯杯底的蒸煮汤汁，它可混入配制的辅食中以调整质
地，或使搅拌更方便。

首次使用 / 为搅拌杯消毒
使用BABYCOOK®蒸煮食物前，请先按下面步骤进行清洁：
• 用清水冲洗所有配件（搅拌杯丶水箱丶蒸煮篮和2个盖子）。
• 在水箱注入清洁食水，不加食物，启动3次＜蒸煮程序＞。每完成一次蒸煮程序，皆
需为水箱换水。
• 当完成後，再重新一次清洁所有配件。
• 处理调配婴儿用产品与食品前，请彻底清洗双手。

建议

• 蒸煮程序期间，请不要停机，以避免水残留在加热水箱中。
• 仅能注入没有食物残渣或其他成分的乾净饮用水。
• 进餐前，请务必检查食品的温度。
• 建议不要过度加热食物。

注意

• 请务必在牢固平坦的表面上使用本设备。
• 请勿将本设备放置於热源丶电炉等设施附近。
• 请勿抓住搅拌杯把手来搬运本设备。
• 请勿在水箱无水的情况下启动蒸煮程序。
• 请勿将babycook婴儿辅食机的搅拌杯“f”置入烤箱或微波炉中。

蒸煮程序 ( 请参阅第1页部

A

搅拌程序 ( 请参阅第2页B部分 B )
检查搅拌刀片与密封圈是否正确有安装至搅拌杯底部。 16
请注意，锋利的刀片有割伤风险 ！
18. 食物煮熟後，请将蒸煮篮中的食材倒入搅拌杯。 17 搅拌前，您可依需要的浓稠度
加入一部分蒸煮汤汁。
19. 关上搅拌杯杯盖，让杯盖把手与搅拌杯把手对齐。 18
20. 将本设备接上电源，按下搅拌按钮启动搅拌，( ) 确保每次搅拌时间最长为12秒（
自动停止），可进行多次搅拌，直到达到浓稠度要求。 19
21. 向右推杯盖把手即可打开搅拌杯。 20
22. 如有需要，使用刮勺对搅拌後的食材进行混合，请注意避免接触搅拌刀片，必要时
可再次启动搅拌程序。
23. 将制备的食材倒入小罐或盘子内。 21

)

1. 打开加热水箱盖。 1
2. 加热水箱（i）中刻有标记1至3档的刻度，可用於量度水位；而注入加热水箱中的水
量，将决定蒸煮的时间。 2 请参阅蒸煮指南 （第6页）。
3. 使用搅拌杯，或任何其他容器向水箱中加入所需的水量。 2
4. 合上水箱盖。 3
5. 打开搅拌杯杯盖。 4
6. 检查搅拌刀片与密封圈是否正确有安装至搅拌杯底部。 5 请注意，锋利的刀片

建议

有割伤风险。

• 倒出搅拌後的食材时，请不要使用可能会损坏搅拌刀片丶破坏本产品的器具。
• 为符合卫生需求，每次使用Babycook婴儿辅食机後，请使用一条乾净的抹布擦乾水
槽。

7. 将食材切割成1 x 1厘米的小块，并放入蒸煮篮中。为确保能均匀蒸煮，建议不要在
蒸煮篮中装入过多食材。 6
8. 将蒸煮篮放入搅拌杯，并确认蒸煮篮的把手位於搅拌杯凹口位置。 7
9. 将搅拌杯锁定在设备上。 8
10. 检查蒸汽出口接头 “j”是否有堵塞。 9
11. 关上搅拌杯杯盖，让杯盖把手与搅拌杯把手对齐。 10
12. 将设备的插头插入相应的电源插座中。当发出嘟嘟声後，全部的控制键将亮起，然

加热与解冻

• 请将待加热或解冻的食材预先放置在一个大小适当的容器，再将该容器放入蒸煮篮（
盖子除外）。容器不应堵塞蒸汽出口（j）。
• 根据待加热食材的数量，在水箱内加入1至3档刻度所需的水量，然後依蒸煮程序开始
8

操作。
• 当程序结束并发出声响後，请使用抹布垫着或隔热物品取出容器（注意，加热结束後
残留的水温度极高），用刮勺让食材温度均匀。
• 给儿童食用前，请务必检查食物的温度。

请使用湿海绵及餐具洗涤剂来清洗设备的主体部分。
请勿在加热水箱中倒入食物或果汁，这可能损坏不锈钢加热水箱。
如果您使用搅拌杯向加热水箱加水，请确认搅拌杯已完全乾净，且内部未残留任何
食物或汤汁。
请经常性清洗与冲洗水箱。某些水质与某些使用方式会加速水箱内的钙质沉积。保
养不当的水箱可能会让不锈钢受到严重损伤。

备注：虽然食用新鲜蔬菜和水果是较为可取的作法，且能提供最令人满意的维生素，但
您也可烹制冷冻的蔬菜和水果，您可在BABYCOOK®婴儿辅食机的搅拌杯或冰箱中预
先进行解冻（请勿在室温下对食物进行解冻）。

除水垢

清洗与保养

• 建议每完成50次左右的蒸煮程序後，就应进行一次除水垢。
• 仅使用食用白醋或BEABA产品专用的除垢剂来清洗。
• 请勿在水箱中使用化学除垢剂或咖啡机除垢剂。

• 开始清洗操作前，请务必先拔出设备的电源插头。
• 建议手动清洗下列可拆卸的部分：搅拌杯丶蒸煮篮丶杯盖丶密封圈丶刀片……。也可
将这些部件放入洗碗机清洗。长期使用洗碗机可能导致这些部件加速老化。
• 如需清洗刀片及密封圈，请依以下说明进行拆卸与重新安装：

I

II

1. 拔除电源插头，除垢过程皆不需要加热。。
2. 将110毫升食用白醋加110毫升清水的混合；或使用BEABA
专用除垢剂，将之倒入 水箱中。
3. 水箱中。
4. 打开水箱盖，并静置一夜。
5. 用清水彻底冲洗水箱至少2次，每次均需将内容物完全倒
出。
6. Remettre le couvercle.
7. 在水箱中注入清水（1档刻度 = 110毫升）而不加入食材，
进行2次加热程序。
8. 再次使用前，用清水彻底冲洗搅拌杯。
9. 根据自来水的水质，您可更频繁地对您的设备进行除水
垢。

III

安装

拆卸
拆卸水箱盖及水箱盖密封圈：

9

问题/解答

蒸煮指南

BÉABA的网站有提供最新的详细表格。

产品无法运作

搅拌杯渗漏

蒸煮程序结束
後，食材并未
蒸煮。

加热程序开始
时，
Babycook®发
出鸣叫。

• 请确保您的设备已经正确连接至电网。
• 检查搅拌杯是否已锁定在底座上 8 ，杯盖是否正确锁定。

10 .

食材
1
110 毫升

• 检查杯盖的位置是否正确。 10
• 检查蒸煮篮（或Rice Cooker米饭/面条蒸篮）是否有正确放置
在搅拌杯内。 7
• 检查刀片上的密封胶圈的安装是否正确（请参阅《清洗与保
养》章节）。
• 检查刀片密封胶圈的状态，必要时请更换。
• 检查刀片是否有正确锁定。 5 .

水量
2
130 毫升

3
150 毫升

蔬菜**
土豆 *
胡萝卜*
萝卜*
四季豆
西葫芦
韭菜
青豆 / 碗豆
南瓜*
花椰菜 。

• 确认加热水箱内是否没有水：
- 初始水位过低，请向水箱内再加入110毫升的水（1档刻
度）并重新启动程序。
- 加热效果变弱：请进行一或多次除水垢程序（请参阅《除
水垢》章节）。
• 水箱内仍有水：加热程序中断：
-- 重新启动程序，请确认杯盖与搅拌杯是否有正确锁定，请参
阅图 8 与图 10 。
-- 如果上述均无法排除故障，请联系售後服务部。

CUISSON

•
•
•
•
•
•
•
•

红肉
白肉
鱼
水果
苹果
梨
草莓
杏子
波萝 / 鳯梨

• 蒸汽出口可能被堵塞。 10
• 按下按钮 ( ) ），立即终止程序。
• 不要立即打开杯盖，等待直至设备不再出现蒸汽且没有嘶嘶声
（约10分钟）。
• 打开水箱盖与搅拌杯杯盖。
• 检查搅拌杯杯盖的排气孔与和蒸气出口是否有堵塞。
• 如已堵塞，请清除。

•
•
•
•

•
•
•
•
•

淀粉类

加热
解冻

米饭 ***
意大利面 ***
Petit pot (temps à adapter selon
la quantité)
Petit pot
蒸煮或加热时间**

•
•
•

•

约13分钟

约18分钟

* 切割成1 x 1厘米见方的小块。
** 蒸煮篮装满食材时（约600克）的大概蒸煮时间。
*** 请使用单独出售的Pasta Rice Cooker米饭 / 面条蒸篮。
使用加热功能时，起始温度可能会影响加热时间。
使用解冻功能时，根据食材数量的不同，可能需要进行第二次解冻程序。

技术资讯
电压/功率：请参阅设备底部的铭牌。
使用温度：10至40°C。
10

•
约24分钟

CT

首次使用本產品前，請詳細閱讀本說明書相關內容。

a

安全須知，請注意：
• 不當使用本產品可能導致受傷風險：請務必遵守本說明書的各項指示。

b
c

• 注意燙傷風險 — 本產品於蒸煮食材時會產生高溫（100°C/212°F）蒸
氣。
• 蒸煮期間請勿靠近本產品。

g

• 蒸煮程序未結束前，請勿打開杯蓋（以防熱水噴濺）。

h
i

• 請務必遵守刀片拆卸（保養）時的各項指示要求。
• 清空攪拌杯時請小心操作。

f

j

k

• 注意割傷風險 — 攪拌刀片(d) 十分鋒利。

d
e

使用：
• 兒童不應使用本產品
• 身心障礙人士或操作經驗及認知能力不足的人員，必需在旁人正確監督
下，或在清楚了解各項使用安全須知，及瞭解可能導致的各項風險，才
可使用此產品。
• 本產品適用於家庭及以下商業場所：商店、辦公室、農場及其他工作環
境的附設廚房，由飯店、汽車旅館及其他商業休憩場所的賓客使用。

12-

l

可拆式攪拌杯杯蓋
不銹鋼蒸煮/加熱籃
蒸煮籃把手
d 不銹鋼攪拌刀片
e 攪拌刀片密封圈
f 玻璃攪拌杯
g 加熱水箱蓋
h 加熱水箱蓋密封圈

a

i

b
c

j
k

l

不銹鋼加熱水箱
接頭/蒸汽出口
控制鈕
- 蒸煮
- 攪拌
電源線

電源連接：
• 請勿將本產品浸入水中。
• 每次安裝、拆卸或清洗前，請拔除產品插頭。
• 在無人監管產品時，請拔除產品插頭。
• 若電源線已遭損壞，請勿使用本產品*。
• 若產品運作異常，請拔除產品插頭*。
• 若產品已遭損壞（掉落、破碎……），請拔除產品插頭 *。
11

• * 請立即聯繫售後服務部門

BABYCOOK®
嬰兒輔食機是專為嬰兒餐食而設計，能衛生、簡便且快速地製作嬰兒
餐。它可使用蒸汽蒸煮、加熱和解凍食材，避免食材中的維生素流失並能確保完美的調
合。
為了向新手爸媽們提供更實用、更有效率與安全的產品，新一代BABYCOOK®嬰兒輔
食機是由Béaba公司工程師團隊歷經2年多的時間開發而成。

兒童安全注意事項：
• 請將此產品及電線放置在兒童不可觸及的地方。
• 請經常蓋好攪拌杯杯蓋（存在被刀片割傷風險）。
• 請勿讓孩童負責清洗本產品。
• 請勿讓孩童負責維修及保養本產品。
• 本產品非玩具，請勿讓孩童把玩。

首次使用 / 為攪拌杯消毒
使用BABYCOOK®蒸煮食物前，請先按下面步驟進行清潔：
• 用清水沖洗所有配件（攪拌杯、水箱、蒸煮籃和2個蓋子）。
• 在水箱注入清潔食水，不加食物，啟動3次＜蒸煮程序＞。每完成一次蒸煮程序，皆
需為水箱換水。
• 當完成後，再重新一次清潔所有配件。
• 處理調配嬰兒用產品與食品前，請徹底清洗雙手。

注意

• 請務必在牢固平坦的表面上使用本設備。
• 請勿將本設備放置於熱源、電爐等設施附近。
• 請勿抓住攪拌杯把手來搬運本設備。
• 請勿在水箱無水的情況下啟動蒸煮程序。
• 請勿將babycook嬰兒輔食機的攪拌杯“f”置入烤箱或微波爐中。

蒸煮程序 ( 請參閱第1頁部分

A

)

1. 打開加熱水箱蓋。 1
2. 加熱水箱（i）中刻有標記1至3檔的刻度，可用於量度水位；而注入加熱水箱中的水
量，將決定蒸煮的時間。 2 請參閱蒸煮指南（第6頁）。
3. 使用攪拌杯，或任何其他容器向水箱中加入所需的水量。 2
4. 合上水箱蓋。 3
5. 打開攪拌杯杯蓋。 4
6. 檢查攪拌刀片與密封圈是否正確有安裝至攪拌杯底部。請注意， 5
鋒利的刀片

有割傷風險。

7. 將食材切割成1 x 1釐米的小塊，並放入蒸煮籃中。為確保能均勻蒸煮，建議不要在
蒸煮籃中裝入過多食材。 6
8. 將蒸煮籃放入攪拌杯，並確認蒸煮籃的把手位於攪拌杯凹口位置。 7
9. 將攪拌杯鎖定在設備上。 8
10. 檢查蒸汽出口接頭 “j”是否有堵塞。 9
11. 關上攪拌杯杯蓋，讓杯蓋把手與攪拌杯把手對齊。 10
12. 將設備的插頭插入相應的電源插座中。當發出嘟嘟聲後，全部的控制鍵將亮起，然
12

• 根據待加熱食材的數量，在水箱內加入1至3檔刻度所需的水量，然後依蒸煮程序開始
操作。
• 當程序結束並發出聲響後，請使用抹布墊著或隔熱物品取出容器（注意，加熱結束後
殘留的水溫度極高），用刮勺讓食材溫度均勻。
• 給兒童食用前，請務必檢查食物的溫度。

後熄滅。 11
13. 按下按鍵 ( ) p以啟動蒸煮程序。 12 當設備發出嘟嘟聲後，蒸汽符號將亮起。
14. 蒸煮結束後，設備將發出五聲嘟嘟聲，蒸汽符號鍵開始閃爍，直到再次按下此鍵為
止。 13
15. 握住攪拌杯的把手，打開杯蓋。 14 請注意燙傷風險！
16. 握住蒸煮籃的把手將蒸煮籃取出。 15
17. 如果需要，可保留位於攪拌杯杯底的蒸煮湯汁，它可混入配製的輔食中以調整質
地，或使攪拌更方便。

備註：雖然食用新鮮蔬菜和水果是較為可取的作法，且能提供最令人滿意的維生素，但
您也可烹製冷凍的蔬菜和水果，您可在BABYCOOK®嬰兒輔食機的攪拌杯或冰箱中預
先進行解凍（請勿在室溫下對食物進行解凍）。.

建議

清洗與保養

• 蒸煮程序期間，請不要停機，以避免水殘留在加熱水箱中。
• 僅能注入沒有食物殘渣或其他成分的乾淨飲用水。
• 進餐前，請務必檢查食品的溫度。
• 建議不要過度加熱食物。

攪拌程序 ( 請參閱第2頁B部分

B

)

檢查攪拌刀片與密封圈是否正確有安裝至攪拌杯底部。

割傷風險 ！

• 開始清洗操作前，請務必先拔出設備的電源插頭。
• 建議手動清洗下列可拆卸的部分：攪拌杯、蒸煮籃、杯蓋、密封圈、刀片……。也可
將這些部件放入洗碗機清洗。長期使用洗碗機可能導致這些部件加速老化。
• 如需清洗刀片及密封圈，請依以下說明進行拆卸與重新安裝：

16

I

請注意，鋒利的刀片有

18. 食物煮熟後，請將蒸煮籃中的食材倒入攪拌杯。 17 攪拌前，您可依需要的濃稠度
加入一部分蒸煮湯汁。
19. 關上攪拌杯杯蓋，讓杯蓋把手與攪拌杯把手對齊。. 18
20.將本設備接上電源，按下攪拌按鈕啟動攪拌，確保每次攪拌時間最長為12秒（自動
停止），可進行多次攪拌，直到達到濃稠度要求。 19
21. 向右推杯蓋把手即可打開攪拌杯。 20
22.如有需要，使用刮勺對攪拌後的食材進行混合，請注意避免接觸攪拌刀片，必要時
可再次啟動攪拌程序。
23.將製備的食材倒入小罐或盤子內。 21

II

III

安裝

拆卸

建議

拆卸水箱蓋及水箱蓋密封圈：

• 倒出攪拌後的食材時，請不要使用可能會損壞攪拌刀片、破壞本產品的器具。
• 為符合衛生需求，每次使用Babycook嬰兒輔食機後，請使用一條乾淨的抹布擦乾水
槽。

加熱與解凍

• 請將待加熱或解凍的食材預先放置在一個大小適當的容器，再將該容器放入蒸煮籃（
蓋子除外）。容器不應堵塞蒸汽出口（j）。
13

請使用濕海綿及餐具洗滌劑來清洗設備的主體部分。
請勿在加熱水箱中倒入食物或果汁，這可能損壞不銹鋼加熱水箱。
如果您使用攪拌杯向加熱水箱加水，請確認攪拌杯已完全乾淨，且內部未殘留任何
食物或湯汁。
請經常性清洗與沖洗水箱。某些水質與某些使用方式會加速水箱內的鈣質沉積。保
養不當的水箱可能會讓不銹鋼受到嚴重損傷。

問題/解答.
BÉABA的網站有提供最新的詳細表格。

產品無法運作

除水垢

• 建議每完成50次左右的蒸煮程序後，就應進行一次除水垢。
• 僅使用食用白醋或BEABA產品專用的除垢劑來清洗。
• 請勿在水箱中使用化學除垢劑或咖啡機除垢劑。

攪拌杯滲漏

1. 拔除電源插頭，除垢過程皆不需要加熱。。
2. 將110毫升食用白醋加110毫升清水的混合；或使用BEABA
專用除垢劑，將之倒入水箱中。
3. 打開水箱蓋，並靜置一夜。
4. 翻轉本設備，將水箱中的液體完全倒出。
5. 用清水徹底沖洗水箱至少2次，每次均需將內容物完全倒
出。
6. Remettre le couvercle.
7. 在水箱中注入清水（1檔刻度 = 110毫升）而不加入食材，
進行2次加熱程序。
8. 再次使用前，用清水徹底沖洗攪拌杯。
9. 根據自來水的水質，您可更頻繁地對您的設備進行除水
垢。

蒸煮程序結束
後，食材並未
蒸煮。

• 請確保您的設備已經正確連接至電網。
• 檢查攪拌杯是否已鎖定在底座上，

10

• 確認加熱水箱內是否沒有水：
-- 初始水位過低，請向水箱內再加入110毫升的水（1檔刻度）
並重新啟動程序。
-- 加熱效果變弱：請進行一或多次除水垢程序（請參閱《除水
垢》章節）。
• 水箱內仍有水：加熱程序中斷：
-- 重新啟動程序，請確認杯蓋與攪拌杯是否有正確鎖定，請參
8

與圖

10

。

• 蒸汽出口可能被堵塞。 10 .
• 按下按鈕 ( )，立即終止程序。
• 不要立即打開杯蓋，等待直至設備不再出現蒸汽且沒有嘶嘶聲
（約10分鐘）。
• 打開水箱蓋與攪拌杯杯蓋。
• 檢查攪拌杯杯蓋的排氣孔與和蒸氣出口是否有堵塞。
• 如已堵塞，請清除。

技術資訊
電壓/功率：請參閱設備底部的銘牌。
使用溫度：10至40°C。
14

杯蓋是否正確鎖定。

• 檢查杯蓋的位置是否正確。 10
• 檢查蒸煮籃（或Rice Cooker米飯/麵條蒸籃）是否有正確放置
在攪拌杯內。 7
• 檢查刀片上的密封膠圈的安裝是否正確（請參閱《清洗與保
養》章節）。
• 檢查刀片密封膠圈的狀態，必要時請更換。
• 檢查刀片是否有正確鎖定。 5 .

閱圖

加熱程序開始
時，
Babycook®發
出鳴叫。

8

蒸煮指南
a
食材
1
110 毫升

水量
2
130 毫升

3
150 毫升

b
c

蔬菜**
馬鈴薯
胡蘿蔔*
蘿蔔*
四季豆
翠玉瓜
韭菜
青豆 / 碗豆
南瓜*
花椰菜
CUISSON

•
•
•
•

h

d
e

•

i

•
•
•
•
•

紅肉
白肉
魚
水果
蘋果
梨
草莓
杏子
波蘿 / 鳯梨

g

•
•

f

j

•

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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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澱粉類
米飯 ***
意大利面 ***
RÉCHAUFFAGE
DÉCONGÉLA-

小罐（加熱時間根據內容量調整）
小罐
蒸煮或加熱時間**

•
•
•

•

約13分鐘

約18分鐘

a 분리형 용기 뚜껑

b 조리/데우기용 스테인리스 스틸

•
約24分鐘

바구니

c 조리용 바구니 손잡이

d 스테인리스 믹서 칼날
e 믹서 칼날 가스켓

* 切割成1 x 1釐米見方的小塊。
** 蒸煮籃裝滿食材時（約600克）的大概蒸煮時間。
*** 請使用單獨出售的Pasta Rice Cooker米飯 / 麵條蒸籃。
使用加熱功能時，起始溫度可能會影響加熱時間。
使用解凍功能時，根據食材數量的不同，可能需要進行第二次解凍程序。

f 유리 용기
g 스팀탱크 뚜껑

15

h 스팀탱크 뚜껑 접합부
i 스테인리스 스팀탱크
j 스팀 접합/배출구
k 제어버튼

조리
믹서
l 전원코드

KR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본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전원 코드가 손상되었을 때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에는 코드를 뽑아 놓으십시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제품이 손상 됐을 시, 코드를 뽑아 놓으십시오. *
즉시 고객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안전 주의사항
• 본 제품을 잘못 사용하면 부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

어린이 주의사항

설명서에 나온 사용법을 따르십시오.

• 본 제품은 소아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체, 감각 또는 정신적 장애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법을

•본 제품과 전원 코드를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블레이드 칼날에 베일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믹서 뚜껑을 닫아 두십시오.

모르는
사람이라도 올바른 감독하에 사용 설명을 받고 위험 요소를 이해했을 경우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본 제품을 세척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이가 본 제품을 관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본 제품은 가정용 외 탕비실, 사무실, 농가, 호텔, 모텔 및 기타 숙박
시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본 제품을 가지고 놀게 하지 마십시오.

•

코드나 플러그에 손상이 있을 시에는 베아바 고객 서비스 또는 수리
전문 인력을 통해 해결하십시오.

화상 위험 주의– 본 제품은 고온(100°C/212°F)의 스팀을 발생시켜
음식을 조리합니다
• 본 제품 안에 뜨거운 액체를 부었을 경우 갑작스러운 스팀으로 인해
액체가 제품 밖으로 배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조리 중에는 제품에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끓는 물이 튈 위험이 있으니 조리 과정이 끝나기 전가지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자상 위험 주의 – 블레이드의 날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세척 시 블레이드 분리 방법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믹서 용기를 비울 때 블레이드의 날에 주의하십시오.
전원 연결
• 제품을 물/액체류에 담그지 마십시오.
•세척하거나 부품을 조립 및 분리시킬 때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
놓으십시오.
•제품을 사용하시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코드를 뽑아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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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원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삐 소리가 나고 제어버튼이 한번 켜졌다
꺼집니다. 11

베이비쿡은 간편하고 빠르게 건강한 이유식을 준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음식물을 증기로 조리, 데움, 해동할 때 비타민 보존과 완벽한 블렌딩을
보장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베이비쿡은 젊은 부모님들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실용성, 효율성 및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베아바의 엔지니어팀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13.
제어버튼 ( )을 눌러 조리를 시작합니다. 12 기기에서 한번 삐 소리가 나고
증기기호에 불이 들어옵니다.
14.
쿠킹 회전이 끝나면 기기에서 5번 삐 소리가 나고, 버튼의 증기기호는
버튼을 누를 때까지 깜빡입니다. 13
15.
유리 용기 손잡이를 잡고 용기 뚜껑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14 화상의 위험에
주의하십시오.
16.
스테인리스 스틸 바구니 손잡이를 잡고 바구니를 꺼냅니다. 15
17.
유리 용기 바닥에 남은 쿠킹주스는 이유식의 질감을 조절하거나 블랜딩을
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용법

첫 사용 전 세척 :
• 액세서리를 헹구어 주십시오. (유리 용기, 스테인리스 바구니 및 뚜껑 2개)
• 스팀탱크에 물만 채워 한번 쿠킹 회전시켜(물 3단계)줍니다. (스테인리스 바구니
혹은 유리 용기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
• 액세서리를 뜨거운 물로 헹구고 세척합니다.
• 아기의 음식과 제품을 다루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
•
•
•

권고사항
•
•
•
•

주의

제품은 항상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제품을 핫플레이트 등 열원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유리 용기 손잡이를 잡고 제품을 옮기지 말아주십시오.
스테인리스 스팀탱크 내 물이 없는 상태로 쿠킹 회전을 돌리지 마십시오.
베이비쿡 유리 용기<f>를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아주십시오.

스팀탱크에 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회전 중에 조리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음식 찌꺼기 등이 없는 깨끗한 식수만 사용하십시오.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기 전에 항상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주십시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믹서 회전 (2 페이지 B 참조)

칼날이 유리 용기 바닥에 가스켓과 함께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6

날카로운 칼날을 작동 시 베일 위험에 조심하십시오.

18.
스테인리스 스틸 바구니 안에 있는 음식물의 조리 정도 17 를 확인한 후
음식물을 유기 용기로 옮깁니다. 원하는 농도에 따라, 회전 시작 전에 조리한
쿠킹주스를 첨가합니다.
19.
유리 용기 뚜껑 손잡이 부분을 유리 용기 손잡이와 같은 위치에 놓고 용기
뚜껑을 닫습니다. 18
20.
제품을 전원에 연결하고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제어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은 연속으로 최대 12초 동안 누를 수 있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19
21.
용기 뚜껑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밀어 유리 용기를 엽니다. 20
22.
필요 시 칼날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스페츌러로 조리한 음식물을
섞어줍니다. 필요 시 믹서를 다시 돌립니다.
23.
조리한 음식물을 작은 그릇이나 접시에 담습니다. 21

쿠킹 회전 ( A 페이지 참조)

1. 스팀탱크 뚜껑을 엽니다. 1
2. 스팀탱크(i)에는 1부터 3까지 눈금이 있습니다. 이 눈금을 이용하여 스팀탱크에
2
넣을 물의 양과 조리시간을 결정합니다.
쿠킹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6
페이지).
3. 필요한 양의 물을 유리 용기나 다른 그릇을 이용하여 스팀탱크에 부어주십시오.
2 2
4. 스팀탱크 뚜껑을 닫아주십시오. 3
5. 유리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 뚜껑을 열어주십시오. 4
6. 믹서 칼날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5 날카로운 칼날을 다룰

권고사항

시 베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주십시오.

•
칼날을 상하게 하거나 칼날에 손상될 수 있는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꺼내지 않습니다.
•
위생을 위해 베이비쿡 기기 사용 후에 깨끗한 행주로 스팀탱크를 닦습니다.

7. 식재료를 1cm x 1cm 크기로 잘라 스테인리스 바구니 안에 넣습니다. 음식물이
고르게 익을 수 있도록 과한 양의 음식물을 스테인리스 스틸 바구니에 넣지
말아주십시오. 6
8. 스테인리스 스틸 바구니 손잡이 부위가 유리 용기 손잡이 부위에 꼭 맞게 들어가게
하여 유리 용기를 넣어주십시오.. 7
9. 기기에 유리 용기를 고정해주십시오. 8
10.
스팀배출구<j>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주십시오. 9
11.
유리 용기 손잡이와 뚜껑 손잡이를 같은 위치에 놓고 용기 뚜껑을 닫습니다.

데우기, 해동

데우거나 해동할 음식물은 알맞은 용기에 담고 뚜껑 없이 스테인리스 스틸 바구니에
넣어야 합니다. 이 용기는 스팀 배출구<j>를 막아서는 안됩니다.
데울 양에 따라 1에서 3의 눈금에 맞추어 물을 넣은 후, 쿠킹 회전을 시작합니다.

10

17

회전이 끝난 후 신호음이 울리면, 삼발이를 사용하여 용기를 꺼낸 뒤(주의: 조리가
끝난 후 남은 물은 매우 뜨겁습니다) 스페츌러로 내용물을 저어 균일한 온도가 되도록
합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항상 온도를 확인합니다.

제품 본체는 젖은 스펀지와 주방용 세제로 세척합니다.
스팀탱크에 음식물이나 과일주스를 절대 넣지 마십시오. 스팀탱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팀탱크에 물을 채우기 위해 유리 용기를 사용하신다면, 유리 용기가 음식물
찌꺼기나 국물이 남아있지 않고 완벽하게 청결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스팀탱크를 자주 세척하고 헹구어 주십시오. 물의 품질 및 사용방식에 따라
스팀탱크 내 석회 침전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스팀탱크의
스테인리스 스틸은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항상 최상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베이비쿡 유리 용기에서 직접 해동했거나 냉장고에서 해동한 냉동채소와
과일도 조리 가능합니다. (절대로 실온에서 음식물을 해동하지 마십시오)

세척 및 관리

석회질 제거

세척하기 전에 항상 제품의 플러그를 뽑아주십시오.
• 분리할 수 있는 부품은 손세척을 추천드립니다: 유리 용기, 스테인리스 스틸 바구니,
뚜껑, 가스켓, 칼날...
해당 부품들은 식기세척기에도 안전합니다. 식기세척기 장기간 사용시 해당 부품들의
노화가 빨라집니다.
• 칼날과 가스켓을 세척할 시, 부품의 분해 및 조립 매뉴얼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I

II

대략 50회 정도 사용 후에 세척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순수 화이트 식초 혹은 베이비쿡 전용 베아바 세정제만 사용하십시오.
화학성 혹은 커피머신용 석회제거제를 스팀탱크에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1. 기기의 플러그를 분리하고 기기가 식은 상태에서 석회를
제거합니다.
2. 물 100ml와 화이트 식초 100ml를 섞은 혼합물이나
베이비쿡 전용 베아바 세정제를 스팀탱크에 붓습니다.
3. 뚜껑을 연 상태로 하룻밤 그대로 둡니다.
4. 제품을 거꾸로 뒤집어 스팀탱크의 내용물을 비웁니다.
5. 맑은 물에 스팀탱크를 최소 2회 헹구고, 매번 내용물을
비웁니다.
6. 뚜껑을 끼웁니다.
7. 음식물이 없는 상태로 스팀탱크에 맑은 물을 넣고(1단계
=110ml) 쿠킹 회전시켜주십시오. 총 2회 실시합니다.
8. 다시 사용하시기 전 맑은 물에 유리 용기를 잘
헹구어주십시오.
9. 사용하시는 수돗물 상태에 따라, 제품 세척을 조금 더 자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II

조립

분해
뚜껑 및 뚜껑 가스켓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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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조리 안내서

베아바 웹사이트에 최신 업데이트된 자세한 차트가 나와있습니다.
기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전선에 기기가 제대로 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리 용기가 베이스에 잠겨 있고[8] 분리형 용기 뚜껑이
올바르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10].

유리 용기가
샙니다.

• 뚜껑이 제자리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합니다. 10
• 스테인리스 스틸 바구니(혹은 라이스 쿠커)가 유리 용기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7 .
• 칼날 가스켓 조립상태를 확인합니다. (세척 및 관리 부분 참조)
• 칼날 가스켓 상태 확인 후 필요 시 교체합니다.
• 칼날 잠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

쿠킹 회전
후에도 과일과
채소가 익지
않습니다.

음식물

채소**

• 스팀탱크에 물이 더 이상 없을 때:
-처음에 넣은 물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스팀탱크에 물 110ml를
넣고(1단계) 다시 한번 회전시킵니다.
-가열성능이 떨어집니다: 한번 또는 그 이상 석회제거를
실시합니다. (석회질 제거 부분 참조)
• 스팀탱크에 물이 남아 있을 때: 쿠킹 회전이 중단된 경우
- 뚜껑과 믹서가 [8]과 [10]처럼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전을 재작동합니다.
-고객서비스 센터로 전화합니다.

쿠킹

• 스팀배출구가 막혀있을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눌러 즉시 회전을 중단합니다.
쿠킹 회전
• 뚜껑을 열지 않고 기기에서 스팀이 더 10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시작 시
기다립니다. (약 10분)
베이비쿡에서
• 스팀탱크와 유리 용기 뚜껑을 엽니다.
김빠지는
• 분리형 용기 뚜껑 (A) 구멍과 접합부(J)가 막혀있지 않은지
소리가 납니다.
확인합니다.
• 막혀있을 경우 뚫어줍니다.

붉은 고기
흰 고기
생선
과일

전분

데우기
해동

1
110 ml

단계/물의 양
2
130 ml

감자
당근*
무*
줄기콩
애호박
대파
완두콩
스쿼시호박*
콜리플라워

사과
배
딸기
살구
파인애플

•
•
•

•
•

작은 용기
조리 혹은 데우는 시간

전압/전력 : 기기 하부에 부착된 정보표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온도 : 10 ~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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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분

약 18분

*1cm x 1cm 크기로 깍둑썰기.
**바구니 용량 가득 찬 기준의 대략적 조리시간 (약 600그램)
***따로 판매하는 라이스 쿠커를 사용하십시오.
데우기 기능의 경우, 최초 온도가 데우기 회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동 기능의 경우, 음식량에 따라 두 번 회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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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파스타

작은 용기(양에 따라 시간조절)

3
150 ml

•
약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