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문의 : 1833-5594

www.allda.co.kr

Quick & Easy
Healthy &

Tasty Cooking

Printed in February, 2018



www.allda.co.kr

건강과 행복을 요리하는

쿠킹마스터 올다



TOTAL COOKING SOLUTION

요리하는 즐거움이 모두! 
요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로.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완벽한 조리 시스템으로

최고의 맛은 물론 가정의 행복까지 드립니다.



 올다가 드리는 
1석4조의 만족

무한한 조리 기능   
12가지 조리도구의 기능을 하나로 모은 올다
다른 조리도구가 필요 없어요.

요리의 맛과 풍미      
올다의 과학적 조리 시스템과 정밀한 제어 프로그램
누구나 일류 요리사가 될 수 있어요.

즐거운 Cooking Time 
올다의 완벽한 친환경 One Stop Cooking System
어떤 요리든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어요.

행복한 Home Cooking Life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올다의 웰빙 가정 요리
가족의 건강과 사랑까지 요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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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맛

시간

건강

요리하는 즐거움이 모두! 
요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로.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완벽한 조리 시스템으로

최고의 맛은 물론 가정의 행복까지 드립니다.



ALLDA 요리를 잡다! 
요리하는 도구가 모두 하나로  

어떤 요리라도 척척 !

올다 하나면 충분해요!

ALL-IN-ONE COOKING



12개 조리도구가 펼치는 무한한 조리기능

RED/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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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타이머 믹서기 주서기 다지기 반죽기 블렌더 그라인더 거품기 죽제조기 쿠커 찜기



ALLDA 맛을 잡다! 
요리의 맛과 풍미를 살리는 올다의 기술로

여러분 요리에 마술을 걸어 보세요.

올다 하나면 나도 요리사!

DELICIOUS COOKING



ALL WHITE

영양과 풍미가 살아나는 입체조리방식

올다는 칼날이 항상 회전하면서 조리되기 때문에
재료가 잘 섞이며 골고루 익고 바닥에 눌어붙지 않아
재료 본연의 영양이나 풍미가 잘 보존됩 니다.

맛을 높이는 정교한 맞춤조리 기술          
올다는 정교한 조리제어 기술로  레시피에 따라
최적의 온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므로
어떤 요리든 맛있게 조리됩니다. 

•  37~120℃의 초고효율 용기일체형 히터
•  40~11,000rpm의 폭넓고 강력한 BLDC 모터가 
 젓기부터 분쇄까지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  최대 100분까지 시간설정 기능

풍부한 메뉴의 홈메이드 레시피 제공         
일류 요리사의 웰빙 레시피를 엄선하여 개발한 올다 
전용 레시피집을 제공합니다

맛있는 올다 요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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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DA 시간을 잡다! 
이제 복잡하고 힘들었던 조리는 끝!

여유롭고 쾌적한  ALLDA Cooking Time!

올다 하나면 간편하게!

ONE-STOP COOKING



WHITE/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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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쉬운 작동방법        
조리온도, 시간, 속도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초보자도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의 절약                                   
원스탑 조리기능으로 조리 시 많은 도구가 
불필요하므로 재료 준비 나 조리시간이 단축되고 
정리도 간단합니다. 
 

쾌적한 주방환경    
가스 사용이 줄어  실내 공기 오염과 온도상승을 
방지하며, 부엌의 공간활용도가 높아져 주방환경이 
쾌적해 집니다.

다양한 사용자 편의기능   

•  교체 없이 사용하는 탈착이 간편한 다기능 칼날  

•  저울, 역회전, 반죽, 터보, 세척 등 편리한 부가 기능
•  찜기, 보조바구니, 거품기 등 유용한 조리 보조도구
•  인체에 무해한 소재와 완벽한 사용안전 설계   
 

사용자를 위한 원스탑 
조리시스템 



음식의 맛과 풍미를 살리는
다양한 조리기술로
풍성해진 우리집 레시피

소중한 가족을 위해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드는 
웰빙 레시피

건강주스, 저염식, 자연식
다이어트식, 이유식
올다로 지키는 건강 레시피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즐겁고 화목한 우리집, 
행복한 올다 타임 !

WELLBEING COOKING

ALLDA 행복을 잡다! 
올다와 함께 하는 즐거운 Cooking Time,

가정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요리하세요.

올다가 드리는 행복 레시피  
RED/BLACKWHITE/GRAYALL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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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Components

Patent

제품명 올다 (ALLDA) ALLDA-1000

모터
Max 500 W / Max 11,000rpm
SR Motor (Switched Reluctance Motor)

열판 1000 W / Max 120°C

전자저울 Max 3kg (10g 단위)

조리용기 Max 2,500cc SUS

정격전압 220v / 50hz ~ 60hz

소비전력 Max 1500W

사용시간 1초 ~ 100분

중량 7.3kg (찜기 포함 8.4kg)

제품사이즈 300(W) X 310(D) X 304mm(H) 찜기제외

진동흡수용 지지방진구 : 10-1559955
믹서기용 칼날연구  : 10-1632395
진동흡수용 복원방진구 : 10-1705309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즐겁고 화목한 우리집, 
행복한 올다 타임 !

제품구성품

본체, 찜기(보조찜기, 찜기덮개), 용기 뚜껑 조리 용기, 계량컵, 보조 바구니 거품기, 

회전 칼날 전용 주걱, 레시피집

Warranty
제조원 : 월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안길 155    T.031.355.5080
모터 품질보증 기간 10년 / 본체 및 히터일체형 용기 1년

단 소비자 과실에 의한 부품, 용기 등의 파손은 본인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