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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228G, RFA-328G, RFA-42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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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뒤쪽 전원코드가 제품 후면 및 배기구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제품 후면 및 배기구는 고열이 발생합니다.
전원코드가 제품 후면 및 배기구에 닿으면 고열에 녹아 합선에 
의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름 하한선 밑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름 하한선 밑으로 사용하실 경우 과열로 인한 에러(E14)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름 하한선 밑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 반드시 기름의 양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름 하한선 밑으로 사용하실 경우 과열로 인한 에러(E14)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기름을 보충하여 기름 정량선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사용 중에는 반드시 기름 정량선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사용 중 기름이 부족하여 기름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 기름이 과열되어 에러(E14)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름을 보충하여 기름 정량선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고온의 튀김가루와 함께 이물질(키친타올, 휴지 등)을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튀김가루는 충분히 식혀서 폐기해 주십시오. 

배유 시 튀김가루는 내부가 고온이므로 기름에 젖은 키친타올, 휴지, 이물질 등과 같이 쌓아둘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고 시 모서리 용접부에 부식방지를 위한 식용류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초기 설치 시 먼저 물을 넣어 작동시키면 자연스럽게 도포된 식용유가 분해됩니다.

겨울철 기온차로 습기의 물방울과 도포된 기름이 섞여 일부가 얼룩이 질 수 있습니다.

물을 넣고 가열할 경우에는 제품이 과열되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FA-228G

RFA-228G LNG의 경우

RFA-328G RFA-42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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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표시창
타이머(조리시간) 중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타이머 버튼
설정한 조리시간으로
타이머가 작동합니다.

타이머 올림/내림 버튼
1초~99분 59초 까지 타이머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온도 올림/내림 버튼
50℃~220℃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설정온도 표시창
조리 설정온도 표시
에러번호 표시

운전 램프
튀김기가 작동하면
램프가 켜집니다.

조리 램프
설정온도에 도달하면
램프가 켜집니다.

연소 램프
버너가 연소하면
램프가 켜집니다.

대기 버튼
저장한 온도로
운전합니다.

운전/정지 버튼
튀김기의 작동을 
켜고 끕니다.

※ RFA-328G는 타이머가 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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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그림은 RFA-428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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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코드를 연결하시면 모든 표시창에
 “---”가 3회 점멸 후 “---”로 표시됩니다.

 



 전원코드를 연결하시면 모든 표시창에
 “---”가 3회 점멸 후 “---”로 표시됩니다.

 



타이머 작동
 타이머 버튼을 누르시면 튀김기 자체의 초기 
 설정시간(10분)이 3회 점멸 후 카운트다운됩니다.
  
  ※ 타이머는 제품 운전중에만 작동됩니다.

 카운트다운이 완료되면 “00:00” 점멸하고 
 부저가 울립니다.  이 때 타이머 버튼을 누르시면
 부저가 멈추고 “----”가 표시됩니다.

  타이머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부저가 1분마다
  반복해서 울립니다.

타이머 정지
 카운트다운 중에 타이머 버튼을 누르시면
 타이머가 정지하고 “----”가 표시됩니다.

타이머 설정
 타이머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시간이 3회 점멸합니다.
 이 때 올림/내림 버튼을 1회 누르시면 1초 씩,
 계속 누르시면 연속해서 변경됩니다.
 올림/내림 버튼에서 손을 띄시면 설정시간이 3회
 점멸 후 카운트다운됩니다.

 카운트다운 중에 올림/내림 버튼을 누르시면 타이머
 설정시간이 변경됩니다. 올림/내림 버튼에서 손을
 띄시면 설정시간이 3회 점멸 후 카운트다운됩니다.

대기 기능
 조리온도 보다 낮은온도로 기름을 예열하는 기능입니다.
 대기버튼을 누르시면 대기온도(초기 설정온도 120℃)로
 운전되면 표기창에 “        ”가 회전합니다.

  ※ 대기운전 중에는 대기버튼을 다시 누르면 설정온도로
      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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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온도 설정
 대기 운전 중에 온도 올림/내림 버튼을 1회 누르시면 대기온도가 표시됩니다. 
 온도 올림/내림 버튼을 1회 누르시면 1℃씩, 연속해서 누르시면 연속해서 
 변경됩니다. 온도 올림/내림 버튼에서 손을 띄시면 설정한 온도로 대기운전됩니다.

10

운전/정지
 조리를 마친 후에 ‘운전/정지’버튼을 누르시면
 표시부 ‘---’가 나타나면서 동작을 멈춥니다.

11

12 13

메모리 기능
   설정온도, 타이머 시간, 대기온도는 최초에 전원인가 후 8분 이후부터 자동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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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탱크를 물 청소 하기위해 물을 넣고 제품을 작동할 경우에는 
기름 정량선까지 물을 넣으십시오.

물 청소 시 조작부나 배기구 등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청소가 끝나면 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마른 천 등으로 닦아주십시오.

물을 넣고 제품을 운전하면 과열로 인하여 에러(14)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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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428G

RFA-228G모델명 RFA-328G RFA-42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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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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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228G/328G의 경우

RFA-428G의 경우

예) RFA-228G LNG의 경우

RFA-328G RFA-42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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