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 사용설명서
| FS-H5500WH | FS-H5510SI | FS-L5500WH |
※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란? 가스쿡탑레인지를 별도의 싱크대 타공없이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설치 방법
1 삼발이 분리

2 가스 호스 연결

3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 조립
수평설치

50mm

▼

삼발이

▼

(후면부)
▼

▼

가스 호스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에 가스쿡탑레인지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삼발이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설치시 삼발이가 떨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스 호스

가스 호스 연결시 가스 호스는 가스
쿡탑스탠드케이스의 내부를 통해
후면부 아래 방향으로 빠져 나오게
설치하십시오.
가스호스 길이는 약 50mm정도
여유있게 설치하여 주십시오.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를 위치시키고
가스쿡탑레인지를 그림의 방향대로
조립합니다.

낮은 타입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의
경우 가스 호스 연결 후 연결부가
수평이 되게 설치하여 주십시오.
제품 높이가 낮기때문에 가스 호스가
닿아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버너헤드,삼발이 안착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 완전하게 조립
하고 버너헤드가 잘 안착되었는지
확인한 후 삼발이를 올려주십시오.

• 가스쿡탑레인지 설치 및 가스 호스 연결시 반드시 장갑을 끼고 설치하십시오.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 가스 호스는 전문 업체(지역 도시가스)에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 가스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 가스 호스가 가스쿡탑레인지 하단부에 직접 접촉되거나 혹은 아래로 지나가지 않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건전지 교체 방법

※ 건전지 적용 제품에만 해당

1 가스쿡탑레인지와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 분리

2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 위 가스쿡탑레인지 위치

3 가스쿡탑레인지 전면부를 올린 후 교체
건전지 케이스
(가스쿡탑레인지 바닥면)

② 들어 올린다
① 잡는다

건전지 교체를 위해 가스쿡탑레인지 분리시,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 후면의 모서리를 잡고 들어
올리면 쉽게 분리됩니다.

분리 후 가스쿡탑레인지를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
위에 걸쳐 놓으십시오.
이때 가스쿡탑레인지 제품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 건전지 교체시 반드시 장갑을 끼고 교체하십시오.
• 건전지를 교체하기 전 삼발이를 반드시 분리하여 주십시오.

건전지는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로부터 가스
쿡탑레인지 전면부를 들어올려 교체해 주십시오.
(건전지 케이스는 가스쿡탑레인지 바닥면에 위치)

4 건전지 교체가 완료되면 가스쿡탑레인지를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에 다시 조립하고
삼발이를 올려 사용해 주십시오.

• 제품 청소시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특히 제품 하부에 손을 넣어 청소할 경우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 강한 재질의 철수세미 등을 제외한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주십시오.
• 제품 청소시 강한 산성 혹은 강한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 제품 설치 및 사용중 제품에 무리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제품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전지 적용 제품은 건전지 이탈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 규격
▼

▼

595

모델명
▼

▼

595

낮은 타입
▼

높은 타입
▼

품명
460

▼

▼

R15

▼

▼

150

R15

▼

제품 치수(mm)
(가로 X 세로 X 높이)

높은 타입/화이트

FS-H5510SI

높은 타입/실버

FS-L5500WH

낮은 타입/화이트
가스쿡탑스탠드케이스

높은 타입

595 X 460 X 150

낮은 타입

595 X 460 X 50
560 X 430

가스쿡탑레인지 매립 치수(mm)

▼
▼

460

FS-H5500WH

50

중량(kg)
(제품 / 포장포함)

높은 타입

1.8 / 3.2

낮은 타입

1.4 / 2.7

▼

품질보증기간 : 1년

부품보유기간 : 5년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 (국번없이)

1544-3651

ver.17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