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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지안 와플메이커 안전사용법
A. 안전고리가 빠져있는 모습

NG

B. 안전고리 올바른 위치

OK

안전고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플레이트가 회전되지 않으며, 상·하 플레이트가
완전히 닫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 중 안전고리가 사진 A처럼 노출되어 있을 경우, 아
래 조치 순서를 참고하여 안전고리를 정상위치로 확인해 주세요.
조치 순서
① 플레이트를 잡고, 스탠드를 앞으로 당긴다.
② 플레이트를 스탠드 위로 들어올린다.
③ 안전고리를 사진 B처럼 위치시킨다.
④ 플레이트를 다시 스탠드 안쪽으로 체결한다.
⑤ 정상체결 되었는지 손잡이를 잡고 회전시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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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리큅(L’EQUIP)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와플메이커 벨지안 LW-425를 사용하시기 전 제품 구성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품 구성품 목록은 제품구성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된 구성품이 있으신
경우 구입처 또는 리큅 고객만족센터(1566-68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단, 구성품
누락에 대한 A/S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와플메이커 벨지안 LW-425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와플 조리가 가능한 와플메이커
입니다. 본 기기는 정통 벨기에식 와플의 깊고 큰 크기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한 디저트메이커 입니다. 리큅 와플메이커 벨지안과
함께 건강한 홈 카페 디저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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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이 있는 플레이트
깊
지름 7인치, 두께 3cm의 높이감 있는
틀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정통
벨기에식 와플이 조리가 가능합니다.

180° 안전잠금 기능
핸들을 180° 돌려서 고정하는 안전잠금
기능으로 의도치 않게 팬이 열릴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수 논스틱 코팅 플레이트
플레이트에 특수 논스틱 코팅이 되어있어
반죽이 늘러 붙지 않아 깔끔하고 완벽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4단계 브라우닝 컨트롤 기능
총 4단계의 컨트롤 기능으로 취향에 따른
식감의 와플로 조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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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사항

전원플러그를 가정용 전원 220V용
전원콘센트에 꽂아 주십시오.
(본 제품은 220V 전용입니다)

본 제품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 보관하십시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동되고 있는 동안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본체를 물로 씻거나 목욕탕 등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이 되거나 이상 동작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외의 사람이 절대로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되거나 이상
작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표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상해나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원 코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리큅 A/S 센터 점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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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을 손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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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표면을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

주의
사항

어린아이들이 닿지 않도록 주의시켜
ON

주십시오.
	작동 중일 때는 이동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이상동작으로 감전 및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제품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나 전기제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용 중 전원 코드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제품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나
전기 제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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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고의로 분해하거나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정된 구성품이 아닌 임의로 액세서리를
사용하실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잘못되었을 경우 본사에서 책임질 수
없으니 참고하십시오.

	전원코드가 손상되었거나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본사와 상의하시고
A/S 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 정확히 꽂아
주십시오. 플러그를 불완전하게 꽂으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플러그나 느슨해진 콘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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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① 전원램프(빨간색)

제품
구성

② 준비램프(녹색)

③ 온도조절 다이얼

⑤ 손잡이
⑥ 플레이트(상·하단)

⑦ 안전고리

⑧ 스탠드

⑨ 드립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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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완료램프(후면 녹색램프)

VER.1

전원램프(빨간색)
전원플러그를 꽂으면 적색 전원램프가 켜집니다.
준비램프(녹색)
설정한 온도가 되면 녹색 준비 램프가 켜지며 조리가능 상태가 됩니다.
온도조절 다이얼
총 4단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호에 따라 알맞은 온도로 조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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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단계

조리형태

조리시간

상태

1

Soft 와플

1분~2분

부드러움

2

Medium 와플

2분~3분

약간 부드러움

3

Crispy 와플

4분~5분

약간 바삭함

4

Extra Crispy 와플

7분~8분

바삭함

* 반죽의 구성 밀도에 따라 시간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료램프(후면 녹색램프)
후면(180° 회전)의 녹색램프가 켜지면 와플 조리가 완료됩니다.
손잡이
상단 플레이트를 열고 닫거나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180° 회전이 가능합니다.
180° 회전된 상태에서는 안전잠금 기능으로 의도치 않게 열리는 경우를 방지해 줍니다.
팬을 180° 돌리면서 반죽이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플레이트(상·하단)
상·하단 플레이트를 오픈하여 적당량의 반죽을 부어 주십시오. 반죽량이 많을 경우,
부풀어올라 반죽이 넘칠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재료가 눌러 붙을 수 있습니다)
안전고리
내부에 장착되어 회전이 용이하게 해줍니다.
스탠드
하단 플레이트와 스탠드를 고정해 줍니다.
드립트레이
반죽이 흘렀을 때 드립트레이에 반죽이 떨어져 손쉬운 세척과 깔끔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전
모든 포장재를 제거하십시오.
사용설명서의 청소 방법에 따라 제품을 세척하십시오.
제품의 처음 사용시 약간의 냄새와 연기가 날 수 있으나 제품의 이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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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내부로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기기고장이나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동
방법

1. 제품준비(POWER 상태)
본체의 전원 플러그를 220V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적색램프가 켜집니다.

2. 온도설정
원하는 온도(1-4단계)를 설정하십시오.

4. 완료(하단Ready 상태)
하단 Ready 녹색 램프가 켜지면 조리가 완료됩니다.
손잡이를 원상태로 돌린 후 상단 플레이트를 열고, 플레이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와플을 꺼내주면 됩니다.

세척
관리

	세척 전에 전원 코드를 뽑아주시고 가열된 플레이트를 식혀 주십시오.
	세척을 위해 제품을 분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나 오일 등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제품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뾰족하거나 표면이 날카로운 도구로 닦거나
세척하지 마십시오.
	상·하단의 플레이트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고 거친 천을 이용하시면 표면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재료 눌러 붙음의 원인이 됩니다)

고장
응급
처치

현상

예상원인

예열이 안됨

온도설정이 안되었을 경우

회전이 안됨

안전고리가 빠져나와 있는 경우

재료가
눌러 붙음

반죽에 당분이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
플레이트에 손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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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여 주십시오.
 하단 플레이트와 스탠드를 분리한 후 안전고리를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재조립해 주십시오.
당분을 줄여서 사용해 보십시오.
A/S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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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동(상단READY상태)
설정한 온도에 이르게 되면 녹색램프가 켜지며, 이후 플레이트에 식용유나 기타 오일
등을 바른 뒤 와플 반죽을 부어줍니다. 상단 플레이트를 닫고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180°
돌려 뒤집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플레이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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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시
피

브루쉘식 와플 BRUSSELS WAFFLE
붉은 반죽을 바삭하게 굽는 방식으로 달콤함이 적어 토핑 등에 얹어서 즐긴다.

재료
박력분 120g, 베이킹파우더 1ts, 설탕 1ts, 소금 1/4 ts, 달걀 2개, 우유 100ml, 버터 70g

만드는 법
①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설탕, 소금을 넣은 뒤 계란을 풀어 혼합한다.
② 우유를 부어가며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한다.
③ 녹인 버터를 혼합된 재료에 넣는다.

리에주식 와플 LIEGE WAFFLE
밀가루에 버터, 설탕, 우유, 이스트를 넣어 끈기있는 반죽으로 구워 만드는 형태

재료
강력분 120g, 박력분 80g, 설탕 2ts, 우유 50ml, 버터 50g, 드라이이스트 4g

만드는 법
① 체를 친 밀가루를 계란과 우유와 혼합한다.
② 혼합된 재료에 녹인 버터를 넣으면서 반죽한다.
③ 박죽된 재료를 랩에 씌워 약 40분 동안 상온에서 발효시킨다.
④반
 죽이 약 2배 이상의 크기로 발효되면 취향에 따라 크기를 떼어낸 후 예열된
와플메이커에 놓는다.
⑤완
 성된 와플은 생크림이나 시럽, 과일, 아이스크림 등으로 토핑하여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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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리 예열시킨 와플메이커에 혼합된 반죽을 붓는다.

VER.1

바삭바삭 고소한 한국의 맛, 누룽지 와플

재료
밥 한공기, 리큅 와플메이커

만드는 법
① 밥 한 공기를 플레이트에 고루 펴서 얹어준다.
② 밥이 노릇노릇하고, 딱딱하게 구워지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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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 와플

토스트 와플 TOAST WAFFLE
나만의 재료로 완성하는 근사한 브런치 토스트 와플

재료
식빵 2개, 버터, 치즈, 햄

만드는 법
① 상·하단 플레이트에 버터를 펴발라 준다.
② 식빵 한 쪽을 올린 후 기호에 따라 치즈, 햄 등의 재료를 올려준다.
③ 식빵 하나를 또 올린 다음 플레이트를 닫고 구워준다.
④ 식빵과 재료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완성된다.

가래떡 와플
쫀득쫀득 온가족이 즐기는 가래떡 와플

재료
가래떡, 꿀, 견과류

만드는 법
① 가래떡을 와플메이커에 겹치지 않도록 놓아준다.
② 떡이 노릇노릇해 질 때까지 구워준다.
③ 조리가 완료되면 꿀과 견과류 등 기호에 따라 함께 곁들인다.
※ 주의사항 :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딱딱한 가래떡은 반드시 해동시킨 후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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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증서

1.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제품검사를 거쳐서 출고되는 제품입니다.

2 . 보증 기간이라도 실비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
나) 당사 A/S 센터가 아닌 곳에서의 임의 수리나 개조로 인한 고장
다)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손상
라) 구매 후 이동 또는 낙하 등에 의한 고장 및 손상
마) 본 제품에 명시된 주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고장
바) 제품 정격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발생한 고장

제품명

와플메이커

팬용량

300ml

모델명

LW-425

제품무게

2.73kg

제품정격

220V~, 60Hz

소비전력

1,100W

제조국

중국

수입/판매원

(주)리큅

제조사

Poking Industrial Company Co., Ltd
구입일로 부터 무상보증기간 1년 간

보증기간

사용부주의 및 상업용(카페 및 영업점)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입일자

년

월

일

구입업체

성명
고객란

주소
전화

본 보증서는 재발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품질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제품구매시

유의하십시오.

공란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가정용이므로 다른 용도의 사용은

제품의 외관 및 사양 등은 제품개선을 위해

피해주십시오.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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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객센터 및 쇼핑몰
고객센터 : 1566-6884  www.lequip.co.kr
구입문의 : 1566-6563  www.lequip.kr

Waffle Maker Manual User Guide

L'EQUIP - LW-425

VER.1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196

TEL : 1566-6884
FAX : 031-351-1318
E-mail : help@lequ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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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QUIP Site : www.lequi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