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 취급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사용이나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요1.

제품명 상업용 가스레인지 구 모델명(1) : (3 ) ( : WS-TR1230 / WSN-TR1230)

제품 치수(2) (W ×L×H) : 600 × 1200 × 800

제품 재질 상판 및 프레임 스테인레스 버너 주조 회주철(3) : - / : ( )

버너의 수(4) : 3

사용 가스 가스용 도시가스용(5) : LP /□ □

가스 소비량 좌 중 우(6) (Kw) : : : :

가스 압력 준저압용(7) :

가스 압력 범위(8) (KPa) :

제조일자 및 제조번호 제품 명판에 기재(9) :

노즐 구경(10) :

용도 조리용(11) :

품질보증 기간 년(12) : 1 (A/S)

제품 사용 취급 주의사항2. /

가스는 반드시 명판에 기재된 가스를 사용 해야 한다(1)

가스는 명시된 압력 범위 내에서 사용 하여야 한다(2)

제품은 조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3)

가연성 물질 식용유통 에어졸통 마른수건 등 을 제품 가까이에 두지 않아야 한다(4) ( , , )

제품 사용중 수시로 환기하여야 한다(5)

사용 전 후에는 가스밸브가 완전히 잠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5) ▪

점화시에는 점화봉에 점화한후 사용하고자 하는 버너에 대고 가스밸브를 차례로 개방하여 점화(6)

하여야 하며 모든 염공에 불꽃이 착화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화시에는 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완전히 소화되었는 확인해야 합니다(7)

공기조절기로 청색 불꽃이 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7)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메인밸브 및 중간밸브를 닫는다(8)

수시로 비눗물을 이용하여 밸브 배관 및 연결부위등에 대한 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9) .

월 회 이상 염공을 청소히여 깨끗한 불꽃이 유지되도록 합니다(10) 1

물청소 절대 금지 황염발생 부드러운 행주를 이용하여 청소( : - )

상업용 가스레인지 사용 취급 설명서/



제품 설치 요령3.

가스는 지정된 가스 및 압력범위에 적합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1)

제품은 불연성의 재료로 경사가 없는 평평한 바닥면에 수평이 유지되고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2)

되어야 한다

제품의 수평은 하단부에 설치된 높이 조절용 나사를 이용하여 조절 한다(3)

제품 설치 장소에는 가스 배출용 환풍구나 통풍구가 설치하여야 한다(4)

제품이 설치된 주변은 인화성 자재를 피하고 부득이하게 인화성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중간(5)

방열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방열판은 내열성과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하며 충분한 방열 성능이 유지되도록 설치 한다(6)

연결 호스는 또는 인증제품으로 가스안전에 관하여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7) KS KC

제품 설치시 최소 개 이상의 중간밸브 및 메인밸브가 설치 되어야 한다(8) 1

가스 공급관 호스 밸브 및 기타 접속재의 설치시 기밀이 유지되도록 해야하며 오랜 사용에도(9) , ,

변화가 없도록 견고히 조립 되어야 한다

가스 공급관 및 연결부위는 주기적으로 누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10)

가스 용기에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11) 3m

가스 경보기 설치시 감지 센서는 제품 주변 제품 하단 제품상부 천정 에 설치(12) (LPG : / LNG : , )

한다

가스 차단 밸브 설치시 메인밸브가 차단 되도록 한다(13)

가스경보기 및 차단밸브 설치치 해당 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14)

기타 주의 사항4. ,

수시로 비눗물을 이용하여 밸브 배관 및 연결부위등에 대한 가스 누설여부를 확인한다(1) .

월 회 이상 염공을 청소히여 깨끗한 불꽃이 유지되도록 한다(2) 1

몸체 세척시에는 부드러운 행주를 활용해 주십시오(3)

금속제나 거칠은 수세미는 표면을 손상 시킬수 있습니다( )

버너는 부드러운 행주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물청소시 황염 발생(4) ( )

불꽃의 색은 공기조절기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노란색일 경우 공기조절기 개폐 조절(5) ( )

리프팅 현상이 발생할 경우 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공기조절기를 조정한다(6)

조리중에 음식이 넘쳐 불꽃이 모두 꺼졌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밸브를 잠가 가스를 차단하고(7)

버너 청소 및 건조후 사용 한다

그을음이 발생할 경우 공기 조절기를 이욯하여 조정 한다(8)

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품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한다(9)

고장 및 이상시 조치 방법5.

점화가 불량할 경우1.

원 인 조 치 방 법

중간 밸브의 열림이 완전하지 않다-

가스량이 충분하지 않다-

버너의 장착이 완전하지 못하다-

가스배관에 공기가 있다-

버너 몸체의 불꽃구멍이 막혀 있다-

중간밸브를 완전히 열어 주십시요-

가스통을 교환해 주십시요 의 경우- (LPG )

버너 장착상태를 바르게 조절 하십시요-

점화 조작을 반복하여 주십시요-

버너 내부를 청소해 주십시요-



고장 수리 문의6.

주 그랜드우성(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258-16

TEL : 1588-1328 (A/S)

불꽃이 불안정할 경우2.

원 인 조 치 방 법

버너 주위에 바람이 불고 있다-

제품에 적합한 가스가 아니다-

가수 공급 호스가 꺽여 있다-

버너 내부에 이물질이 있다-

공기 조절기를 조절해 주십시요-

제품에 적합한 가스를 사용 하십시오-

가스 호스를 올바르게 펴 주십시오-

버너 내부를 청소해 주십시요-

불꽃이 노란색일 경우3.

원 인 조 치 방 법

버너부의 불꽃 구멍이 막혀 있다-

제품에 적합한 가스가 아니다-

버너 내부를 청소해 주십시오-

제품에 적합한 가스를 사용 하십시오-

가스 냄새가 나는 경우4.

원 인 조 치 방 법

가스 호스의 연결부가 불완전하다-

가스호스가 갈라졌거나 구멍이 있다-

가스호스를 완전하게 연결해 주십시오-

새 가스호스로 교환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