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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쿡탑레인지 사용설명서
건전X|형

RBR-S33010 / RBR-S3305D / RBR-S3307DJ / RBR-S63010 / RBR-S3701DJ / RBR-AC331D / RBR-C3311D / RBR-C3317DJ
RBR-S3703DIJ / RBR-S3705DJ / INBS631DJ / INBC331DJ

전원코드형

RBR-S3300 / RBR-S3304 / RBR-S3306J / RBR-C3310

•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 설명서의 그림은 구입하신 제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품의 외관 및 규격 등은 제품 개선을 위해 사전 예 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대한민국 국내 전용 상품입니다. 해외에서 사용 및설치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서용할 경우에 발생한 모든사고및
고장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DOMESTIC USEONLY, ff;園內使用吉用机, 海外地巨使用 品炭槪不魚賣 )

안전을위한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企
今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위험

A 주의

• 환7|7t질되는곳에설치하고,사용중애는 지주환71를시7IA1R.
-환기가되지않은곳에설치시일산호탄소중독및사망의 위험이있습니다.

• H追, |부는곳에저匡을설치하지 마세요.
- H佳으로 인해 볼이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어 호1XH의 위험이있습니다.

• 저居을설치한 주변 에 선반등의부착물을달지 마세요.
-호1XH의 적닫固인 원인이 됩니다.

• 가스호스가저居에직접 랗거나저居 밑으로지나가지 않도록하세요.
-버너 열기에 의해기스호스가손상되어 폭발이나화재의 위험이있습니다.

• 가스가새는 것 같다면. 불을 켜거나전기 기 구의 스위치 사용,전원코드
접촉을하지 말고전화를사용하지 마세요
-전기로 인하여 폭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이 때에는아래와같이조치하세요.
® 곧HI로저居·의시용을 멈추고 7松:증간밸브롤잠7芹·세요
® 창문을 열어 환기틀시켜주세요
®와부전화를이용하여린LIO|코리아서비스센터로연락하세요.

• 가스증간밸브의 이상유, 무를반드시 확인하세요
- 가스중간밸텍용량이적합히X|않거나,막혀있는경우점회되지않쉼』|다.
- 반드시저뭄설치시 설치 기사가확인하서요.

• Xft]이나화재또는사용중에 이상연소,이상음,이상한 냄새등의 이상현상이
발생히면 곧바로서용을 멈추고기스중간밸브를잠근후환기 시키서ia.
• 빈용가를올려놓거나용가를올려놓지않은상Ells나｀용히지 마서요..
또한직호円이 냄비(물등을 넣지 않은상태이 µ1 고구마등을굽는 냄비는:
절대로사용하지마세요
-고躍방X선써고장으로인한저뭄손상이나화재,화상의 위험이있습니다.
-저居괴열로 Ltt-"F-주요부품이 손상되어 기스누설의 위험이있습니다.
-고R이되면안전징치가직동하여X�으로소화되지만고장이아닙니다.
생
-싱부설차물의 변형이나화재가발할수있쉼』|다.
• 저匡즐을 덮는크기의조리 용가는시용하지 마서ia.
- 아상 과열로인한화재또는저뭄고장및일산화탄소중독의 원인될수
있습니EI.
• 쇼kI|또는옷이 볼에기까이 가지 않도록주의하서IR.
-볼이붙어서 상해의 위험이있습니다.
• 사용자임으匡.저붐을분해하거나개조,수리하지 마서IR.
-시용자임으匡.분해,개조,수리했을경우에는무상수라를받을수없습니다.
수리는 반드시 린LIO匡리아서비스센터로문의 히세요.
- 예싱하지 못한감전, 폭발이나호fXH등이 발생할수있습니다.
• 시용할버너의 위차와점회손잡아틀확인하고점화히세요.
-버너와다른점화손잡이를조작할경우화 상또는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습L|Ek

• 가스연결은기스전문점이나XR痛춥갖춘시공업자에게 맡기세요
• HI'=,I()| 단단하고수평인곳에설치하서요.
-불안정한곳이囚사용할경우싱해나화재의 원인이 될수있습니다.
• 가연성 벽에스테인러L판등을직접 붙여사용하지 마세요
• 저폼아래애는가연성몰질이나몰건을놓지ntAiR.
-호째의 원인이 될수있습니다.
• 불붙기 쉬운물건은저뭄기끼이두지 마세요
-호째의 원인이 될수있습니다.
• 가연성 벽이는차열판을설치하서요.
• 저居·과 벽의 거라를충분히 유Xfo1서IR.
- 충분한간격을띄을수없는경우어는차옅판을설치하서IR.
(저뭄설치 방법-41111이지 침조)
• 설치시 가스호스연결부에끼워져 있는캡율제거하고, 호스를가스
연결부의 적색선까지충분히 까운후조임쇠로잘조여주십시오.
• 가소호소연결후어는가스가새는지 반드시확인하십사오.
• 저居에사용되는가스 용품은KS표준품이거나,한국가스안전공사의 규격
검사쯤 이어야하며, 유효사용기간을 반드시확인하서IR.
-저居에맞는규격의호스틀사용하서묘.
• 사용가스가저居 명핀의 기스와동일한지 확인 하세요.
-일치하지 않을경우그대로사용하면 불완전연소로인한일산화탄소
중독또는싱해의 위험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