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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D Microwave Safety Test/전자렌지 안전성 검사 통과

Microwave Use Only

전자레인지 전용 만능조리기
The revolutionary Multi Cooker for microwave.



COMPANY
INTRODUCTION1. 회사소개

COMPANY NAME(회사명)

ADDRESS(주소)

ESTABLISHED(설립일)

CATEGORY OF BUSINESS(업종)

CORE BUSINESS(핵심사업)

REVENUE(매출액)

WEB SITE(웹사이트)
Instagram(인스타그램)

PELLYTECH CO., LTD.

15, 374BEONGIL, SASANG-RO, SASANG-GU, BUSAN, KOREA

2003.03.06

MANUFACTURING, COOKWARE

RANGEMATE

US$ 6,000,000

WWW.RANGEMATE.CO.KR
@rangemate_korea

CONTACT US

JEON, SU HYEON(전수현)  / MANAGER
TEL. (82) 051-971-4799
E-MAIL. rangemate1@naver.com



RANGEMATE
렌지메이트2. ONLY FOR MICROWAVE

전자렌지 전용 조리기입니다.

시간을 정해 
버튼만 누르면 
요리 끝!

EASY
TO COOK

강력한 원적외선 
고등어구이를 
5분만에 완성!

FAST
COOKING

불로 요리되지 않고, 
원적외선로 요리되므로,
실내가 쾌적합니다.

INFRA
HEAT

HOW TO COOK?EASY!!

Put food ingredients
on the pan.

Put the lid on the pan
and put it into a microwave.

Set the time and Cook!

Just 5mis for 
Grill Fish!

Easy Cooking!No! Direct fire cooking.
Infra-heat Cooking!



전자파로 요리되지 않습니다!

특허받은
전자파 차단뚜껑

전자파 흡수
원적외선 발열판

전자파

“강력한 원적외선으로 요리됩니다”

Far Infrared Cooking(500℃)

Heating Principle 가열원리
Rangemate’s patented INFRA-HEAT rechnology transforms microwave rays to “far infrared energy,” allowing our patented ceramic-coated cookware 
to heat evenly for “ FAST-FRESH” grilling, baking, and steaming, all without exposing food to actual microwaves.

전자렌지의 전자파 원적외선
변환

전자파 
차단 뚜껑

Electromagnetic

Waves Prevent Cover

Electromagnetic Waves Far Infrared Energy(500℃)
Transformation!!

마르지 않고 수분이 살아있다/Moisture&Crunchy딱딱하게 마른다/Dry&Tough

Existing Cooker for microwave
(Material:Glass, Plastic, Ceramic)

유리, 플라스틱, 도자기 재질의 기존 전자렌지조리기

·음식이 딱딱하게 마른다

·음식을 구울 수 없다.

·전자기파에 의해 

   맛과 향이 손실된다.

·Dry&Tough Results

·No grill/roast cooking

·destroy nutritive substance

·Moisture&Crunchy Results

·Grilling/Roasting/Steaming/Baking Foods 

·Minimize destruction of nutrients

  (95% remain Vitamin C after cooking)

·음식이 촉촉하게 요리된다.

·구이/그릴/찜/베이킹/찌개 가능.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조리 후 비타민C 95% 유지) 

전자파 흡수 원적외선 발열체

전자파 차단 팬

전자파/electromagnetic waves

전자파 차단 뚜껑
Electromagnetic
Waves Prevent Cover
:metal/ceramic coating

Electromagnetic
Waves Prevent Pan
:metal/marble coating

Heating Plate
(Absorbes electromagnetic wave)
:Mixed Ceramic

명칭/재질
Part/Material



Why Rangemate?
렌지메이트는 사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제품입니다.

Rangemate is designed for users convenient and safety.

조리 후 손잡이가 뜨겁지 
않아 맨손으로 이동 가능!

물세척 가능! 별도의 수납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

전자기파 요리가 아닌
원적외선으로 요리됩니다.

Cooked by Far infrared ray. Handle is not hot after
cooking. Safety using.

Easy to wash! No need storage place. Cook frozen food
without defrosting! Moisture&Crunchy results!

냉동식품도
해동없이 OK!

수분이 달아나지 않아,
마르지 않고

육즙이 살아있다!

“냄새 배이고”
“냄새 배이고”

POINT 01

냉동식품 조리에 더 편리합니다!
Cook Frozen Food 
without defrosting!

POINT 02

적은량의 음식 조리에 더 편리합니다!

Cook for 1-2 person.
For single cooking!

Hot and Humid Wether!
Pleasant Cooking with Rangemat!

Have a rest
during cooking time.

POINT 03

더운날씨! 요리가 쾌적해요!

POINT 04

요리 중 시간활용 가능!

딱 먹을만큼만!!

밥 많이해서

남기지 마세요~

Exhausting
Cooking

Smell&Smoke

짜증나는
요리

냄새&연기



GRILLPAN

Perfect for Roast Fish!
더 완벽해진 생선굽기!

Fast Grilling! 빠른 그릴!

길죽해진 롱그릴팬은 생선굽기에 더 편리해요.

Long Grill Pan is easier to rast fish.

고열의 500℃ 원적외선 요리

Far Infarerd ray cooking on 

High Temperature(500℃)

No need for toaster machine.
토스트기가 없어도 식빵굽기 OK!

식빵 2장이 쏙 들어가는 사이즈! 식빵 넣고 2분 토스트!

Perfect size for 2 pcs of plain bread! 2min for toast!

직사각형의 롱그릴팬은 생선같이 긴 식재료,
식빵이나 돈까스같은 정방형,정원형의 재료를 담기 더 편리해요!!

Long Grill Pan, rectangular shaped, is more convenient 
for storage square/circle/long shaped food ingredients such as plain bread and fish.

전자파 차단뚜껑

그릴구이팬

BEST
SELLER!!



GRILLPAN
COOKING
그릴팬을 활용한 요리

bake fish : 5min+2min

chicken leg : 7min+2min

egg toast : 4min+2min

grilled pineapple: 4min+2min roast tomatos: 4min+2min grilled salmon: 5min+2min grilled lambs: 5min+2min

egg fry : 4min+1min grilled dumplings : 5min+2min grilled shirimps : 5min+2min

chicken wings : 5min+2min chicken breast : 5min+2min

요리책자가 있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Easy Cooking
with Recipe Book!



전자파차단뚜껑

미니팬

miniCOOKER

Delicious Steamed Rice

두꺼운 통 알루미늄 솥
(3mm)

가마솥 원리로
누룽지 밥 자동OK!

뚝배기 기능으로 오랜시간 
따뜻하게 음식을 즐겨보세요.
Keep the food warm long time.

맛있는 밥짓기!(1-2인분)
rice cooking for small qty.

즉석식품 이제 그만 데워드시고
즉석식품도 요리해 드세요!
Dont re-heating instant foods,
instead COOK instant foods.

Specializen on Egg Dishes!

Iron Pot Funcion Cooking Instant foods

계란요리 특화 제품(프리타타/계란찜/원형계란후라이/수란/계란삶기 등)

(Frittata/Steamed egg/egg frys/poached egg/boiling egg)

뚝배기형의 미니쿠커는 식사끝까지 음식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계란 요리 등 다양한 요리를 쉽게 할수 있는 멀티 쿠커입니다!!

Mini Cooker, designed as an iron pot which keeps warm long time, can enjoy food warm long time.
Also, it is a multi-cooker:egg dishes, steam rice, cook soup, and so on.

3mm thickness pan
can cook rice well!

it’s like an iron pot!

New
&

hot



miniCooker
COOKING
미니쿠커를 활용한 요리

두꺼운 통 알루미늄 
(두께 3cm)
가마솥 원리로

누룽지 밥 자동 OK

누룽지

누룽지향이 밥맛에 베여
구수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8min 
흰자만 익음

10min
반숙(Soft-boiled)

12min
완숙(hard-boiled)

원하는 익힘 정도 만큼 

계란을 삶을 수 있어요!

COOKING
TIPS

계란찜의 마술사
만능 미니팬

보들보들한
일본식 계란찜

메추리알 프리타타

메추리알 프리타타

Rice : (1P:12min/2P:18min)

Bowl of rice topped with Curry : 6 min

Fritatta : 5 min + 1min Baking : 4min+1min

Fried eggs: 3-6min

Steamed eggs: 7min Poached eggs: 8min

Boiling Eggs

Soup: 12min  //  iron pot function

요리책자가 있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Easy Cooking
with Recipe Book!



Double Cooker
더블쿠커는 그릴팬+찜판+깊은 다용도 팬으로 구성되어

안되는 요리가 없는 완벽한 구성입니다.

Double cooker comes with grill pan, steamer and pot.
and it cooks various foods.

TV Shopping

찜요리

찜솥
steam cooker

다용도팬

찜판

밥짓기

밥솥
pressure cooker

다용도팬

구이요리

프라이팬
frying pan

그릴구이팬

찌개, 전골, 볶음, 국요리

냄비
pot

다용도팬

더블쿠커

249mm

No.1

grill pan

grill/roast soup, stir-fry, boiling rice, stew steamed dishes

pot pot
pot

steamer



렌지메이트는 5개국 특허등록 제품으로 
모방될 수 없는 제품입니다.

Rangemate is patented product.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대회 금상

에너지절감형 조리기부문
친환경대상(3년연속수상)

미국,일본,유럽,중국,한국 특허 등록제품
Patented in USA, Japan, EU, China, Korea.

대한민국 100대
우수특허대상

모방할 수 없는 렌지메이트

IDEA
Patented
Product



1. 전세계 24개국 수출
2. 독일, 미국, 일본, 한국 홈쇼핑 매진기록
3. 미국 홈쇼핑 4시간 방송 10만개 판매신화!!
4. 미국 홈쇼핑 별 5개 리뷰 1300개 이상!!
5. 일본 니케이 신문 전자렌지용 조리기구 만족도 1위
6. 한국 홈앤쇼핑 주방부문 판매 1위(2017/2018)

1. Sales Rangemate in 24 countries.
2. Sold out at Germany, USA, Japan, Korea TV shopping.
3. Daily Sales 100,000pcs on QVC USA!!(Just 4hrs)
4. A lot of 5 stars reviews from customers.
5. Award on No.1 product of Microwave cooker.
   (Japan Nitkay Newspaper)
6. Award on 1st place of cookware section. (2017/2018)

Record of Rangemate
국내외 판매실적



Product List

Please visit more product at www.rangemate.co.kr

Rangemate
Perfect

Cover

Grillpan 
for roast

Steamer

Pot for boiling
steaming/
baking/
roasting bulkfood Rangemate

Double Cooker

Rangemate
Long Grillpan

Rangemate
Mini Cooker

Rangemate
Noodle Cooker

Rangemate
Spatu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