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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밸브(휴즈코크)의

한번에 너무 많은 양의 조리를 하지 마십시오.
조리중 끓어 넘침과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조작부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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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따

“꾹 누른상태로 왼쪽 끝까지”

꾹 누른상태로 끝까지 돌리지 않으면 점화 플러그가 
자동방전 되지만 점화가 되지 않습니다.
눌러 돌렸을 때 점화가 되지 않거나“따따따따”소리가 나지 않으면 건전지를 
확인하십시오.
한번에 점화가 되지않은 경우 누출된 가스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린 후 
재점화하십시오. 즉시 점화하는 경우 폭발점화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건전지 교환전 점화 손잡이를 돌려 꺼짐의 위치로 전환시켜 주시고 중간 
밸브를 닫힌 상태로 놓아주십시오.
건전지 케이스에 물 등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접촉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조작부 하부

건전지 교환 시 제품이 냉각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새 알카라인 건전지
(LR14(CM))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1. 건전지 위치는 조작부 하부에 있습니다. 핸들 손잡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제품 아랫면이 
    보이게 하십시오.
2. 건전지 커버와 건전지 케이스를 연 후 알카라인 건전지(LR14(CM))를 교환해 주십시오.
※ 미사용 건전지라도 사용기간을 경과한 경우는 자연방전 될 수 있습니다. 또 건전지는 공장
    출하시기에 의해서 수명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용상황, 사용시기, 건전지 제품 메이커 종류가 다르면 교환시기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건전지 조립 및 교환

따따따따

“꾹 누른상태로 왼쪽 끝까지”

배관은 제품 입구까지 3/4B 배관 이상으로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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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회전형 수도꼭지(시중품)

비상점화구

급수연결 파이프

점화확인창

솥뚜껑 손잡이는 사용설명서와 같이 솥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솥뚜껑 손잡이를 조립한 후 사용하십시오.
급수연결 파이프(15A)에 회전형 수도꼭지(시중품)를 별도 
구매하여 설치하십시오.
급수연결 엘보우(15A)는 별도 포장되어 있습니다.

부속품 : 사용설명서 (1권), 솥뚜껑 손잡이 (2개), 엘보우 15A (1EA), 건전지 LR14 (1개), 높이 조절판(6개)

스테인레스 5t

상(청소, 조리편리)

※상기 내용은 권장 사용에 대한 표시이며 실제 조리물의 조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RSKN-501T/S/C, RSKN-401T/S/C (500인용, 400인용 국솥)은 안쪽버너와 바깥쪽버너 2개의 버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SKN-201T/S/C (200인용 국솥)은 바깥쪽버너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청소 또는 조리 어려움)
하(청소, 조리 어려움)

조리 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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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따

“꾹 누른상태로 왼쪽 끝까지”중간밸브 열림
   가스 중간밸브의 손잡이를 누르면서 왼쪽방향으로 돌려
중간밸브를 열어주십시오.

점화
   ① 점화 손잡이를 꾹 누른상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후 놓으면“따따따따”하며 자동으로 연속방전 되면서 
   버너가 점화됩니다.
② 점화가 되지 않을 때는 점화 손잡이를 원상태(꺼짐 위치)로 
   돌린 후 다시 점화하여 주십시오.
   - 재점화시에는 먼저 점화를 위해 누출된 가스에 의해 폭발점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③ 건전지 방전 시 비상점화
    - 반드시 미리 점화된 점화봉(별매품)을 비상점화구에 넣고 점화 손잡이를 천천히 눌러서 돌려
       점화하십시오. 
    - 반드시 비상점화구를 이용하여(8페이지 그림참고) 점화하시고, 점화봉의 불꽃이 버너까지 
       충분하게 닿을 수 있는 길이의 점화봉을 사용하십시오.

※ 버너가 따따따따 방전하는데 점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화 손잡이를 꾹 누리지 않고 돌렸거나
   건전지가 다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7페이지 건전지 교환방법에 따라 건전지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수동점화는 폭발,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점화가 되지 않을 경우 즉시 수리하여 사용하십시오.

RSKN-501T/S/C RSKN-401T/S/C RSKN-201T/S/C

솥이 뒤쪽으로 기울어지고
오른쪽을 돌리면 솥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 사용 직후 제품이 식으면서“딱딱’하고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안전에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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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위한 공간입니다.

2대 이상 설치시 제품과 제품사이 간격은 30cm이상
유지하십시오.

측면
벽과의 거리
50cm이상

후면
벽과의 거리
50cm이상

천정과의 거리
150cm이상 벽과 차열판의 거리

3cm이상

가스접속구로부터
60cm이상
가스접속구로부터
60cm이상

차열판

150cm이상
50cm이상
60cm이상

스테인레스 강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3mm이상
0.3mm이상

가연성 벽에서 3cm이상
변형방지를 위해 보강필요강판

차열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열판과 가연성 벽과의 거리를 3cm이상 유지하여 주십시오.

제품을 설치한 후 주변에 부착물을 달지 마십시오.

30cm

재질 두께 주의
- 제품다리에는 설치를 위하여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 높이 조절판을 이용하여 제품의 수평을 조절하여 주십시오.

볼트(M10)
앵커

높이 조절판

  회전형 수도꼭지
(시중품) 개별구매

 엘보우(1EA, 별도포장)

 수전파이프(1EA)

 3/8″ U볼트(2EA)
 3/8″ 너트(4EA)

 M10 스프링와셔(4EA)

 M10 평와셔(4EA)

15A용 파이프 탭

① 설치할 바닥에 
구멍을 냅니다.

②앵커를 구멍에
넣습니다.

③어태치먼트를 
사용하여 앵커를
바닥면까지
두드려 넣습니다.

④제품을 앵커에 
조립 후 볼트를
조입니다.

반드시 가스의 종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바닥이 수평하고 고정이 단단한 곳에 설치하십시오.
제품 설치시 앵커볼트(M10)4개로 다리를 고정하십시오.

수도배관 설치
- 제품에는 별도의 수도꼭지를 구입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파이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설치시에는 3/8″ 너트를 14mm 스패너로 살짝풀고 파이프
   높이를 조절 후 고정하여 사용하십시오.
- 엘보우(별도포장) 조립 시 수전 파이프가 회전할 수 있으니 
   반드시 파이프 렌치로 고정 후 조립하십시오.
- 회전식 국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회전형 수도꼭지를
   별도로 구매하여 설치하십시오. 
- 당사에서 수도꼭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도배관 연결 시 중간밸브를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가스배관은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 가스접속 및 제품 설치 시에는 가스 설치 면허를 보유한 가스 전문점이나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 중간밸브를 설치해 주십시오.

※ 다리를 고정하지 않으면 솥 회전 시 제품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 등이 넘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배관 연결부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제품 파손에 의한 누설로 폭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판은 제품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파열 시 누설로 인하여 화재 및 제품의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리한 배관 접속 시 제품 파손에 의한 이상연소, 누설에 의한 폭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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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위한 공간입니다.

2대 이상 설치시 제품과 제품사이 간격은 30cm이상
유지하십시오.

측면
벽과의 거리
50cm이상

후면
벽과의 거리
50cm이상

천정과의 거리
150cm이상 벽과 차열판의 거리

3cm이상

가스접속구로부터
60cm이상
가스접속구로부터
60cm이상

차열판

150cm이상
50cm이상
60cm이상

스테인레스 강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3mm이상
0.3mm이상

가연성 벽에서 3cm이상
변형방지를 위해 보강필요강판

차열판을 설치할 때에는 차열판과 가연성 벽과의 거리를 3cm이상 유지하여 주십시오.

제품을 설치한 후 주변에 부착물을 달지 마십시오.

30cm

재질 두께 주의
- 제품다리에는 설치를 위하여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 높이 조절판을 이용하여 제품의 수평을 조절하여 주십시오.

볼트(M10)
앵커

높이 조절판

  회전형 수도꼭지
(시중품) 개별구매

 엘보우(1EA, 별도포장)

 수전파이프(1EA)

 3/8″ U볼트(2EA)
 3/8″ 너트(4EA)

 M10 스프링와셔(4EA)

 M10 평와셔(4EA)

15A용 파이프 탭

① 설치할 바닥에 
구멍을 냅니다.

②앵커를 구멍에
넣습니다.

③어태치먼트를 
사용하여 앵커를
바닥면까지
두드려 넣습니다.

④제품을 앵커에 
조립 후 볼트를
조입니다.

반드시 가스의 종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바닥이 수평하고 고정이 단단한 곳에 설치하십시오.
제품 설치시 앵커볼트(M10)4개로 다리를 고정하십시오.

수도배관 설치
- 제품에는 별도의 수도꼭지를 구입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파이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설치시에는 3/8″ 너트를 14mm 스패너로 살짝풀고 파이프
   높이를 조절 후 고정하여 사용하십시오.
- 엘보우(별도포장) 조립 시 수전 파이프가 회전할 수 있으니 
   반드시 파이프 렌치로 고정 후 조립하십시오.
- 회전식 국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회전형 수도꼭지를
   별도로 구매하여 설치하십시오. 
- 당사에서 수도꼭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도배관 연결 시 중간밸브를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가스배관은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 가스접속 및 제품 설치 시에는 가스 설치 면허를 보유한 가스 전문점이나 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 중간밸브를 설치해 주십시오.

※ 다리를 고정하지 않으면 솥 회전 시 제품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 등이 넘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배관 연결부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제품 파손에 의한 누설로 폭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판은 제품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파열 시 누설로 인하여 화재 및 제품의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리한 배관 접속 시 제품 파손에 의한 이상연소, 누설에 의한 폭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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