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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설치한 상태로 아이언 그릴 테이블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 높이 조절 프레임은 공구 없이 간단히 탈부착 가능하므로 관리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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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다리

부속 다리(2개 세트)를 본체 하부에 있는 구멍에 끼웁니다. 
이 때, 본체 내부에 있는 구멍에도 확실하게 끼우십시오.

화력 조절 프레임을 본체 속의 구멍에 끼웁니다. 
구멍이 2군데 있는데, 안쪽 구멍에 끼우십시오.

본체의 손잡이에 벨트를 넣고 버클을 연결한 후, 
벨트를 조이십시오.

부속 다리

● 반드시 이너 트레이를 설치한 후 사용하십시오. 본체에 직접 숯을 넣어 조리하면 파손됩니다.
● 이너 트레이에 숯을 넣고 석쇠를 설치한 후, 높이 조절 레버를 조작하여 화력을 조절하면서 조리하십시오. 
    (높이 조절 레버는 사용하시는 중에 매우 뜨거워지므로,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툼한 장갑 등을 끼고 작업하십시오.)

●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부속된 다리를 설치한 후 사용하십시오.
● 부속된 뚜껑을 사용하면, 빨리 익지 않는 식재료를 효과적으로 조리하거나 찜·구이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숯은 이너 트레이의 높이에 알맞은 양을 넣으십시오. 숯을 너무 많이 넣으면 변형·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이너 트레이의 화력(높이) 조절기구(프레임)는 공구 없이도 본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즈: 250×360×190mm
재  질: 스테인리스,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강철
중  량: 5.1kg

배기구멍   

석쇠(소모품)  

이너 트레이(숯마루(소모품))

 화력(높이) 조절기구 
프레임(A)(착탈식)

본체

부속 다리 2개 세트

 화력(높이) 조절 레버
사용 중에는 뜨거워집니다.

깊이감 있는 뚜껑

CK-130 아이언 그릴 테이블 BBQ 박스 야키무샤

본 제품은 숯불을 열원으로 사용하여 야외에서 BBQ 요리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넘어짐, 화재, 화상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사용 전에 본 취급설명서를 잘 읽으시고 숙지하신 후 사용하
시기 바랍니다. 읽으신 후에는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제품구성 및 품질표시 부속 다리를 설치한다. 높이 조절기구 (A) 프레임을 설치한다. 이너 트레이(숯마루)를 (A) 위에 올린다.

석쇠를 본체에 확실히 설치한다. 뚜껑을 사용하여 조리할 경우, 본체에 딱 
맞게 덮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수납할 때는 (다리를 위로 접은 후) 부속된 벨
트로 뚜껑과 본체를 고정하십시오.

사용상의 주의사항

사용방법

조립과 수납(분해할 경우에는 반대 순서로 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옵션 상품

● 스테인리스 그릴 하프 Pro (S-029HA)
● 그릴 넷 하프 (S-029HN)
    참고) 뚜껑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릴 플레이트 하프 (S-029HD) 
    참고) 그릴 넷이나 그릴 넷 Pro 위에 올려서 사용하십시오. 뚜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뚜껑×1개 
석쇠×1개 
이너 트레이×1개
수납용 벨트×1개
본체×1개
다리 세트 (2pcs) ×1개

● 확실히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잘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 높이(화력) 조절 레버(본체의 손잡이)는 사용 중 매우 뜨거워지므로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화력(높이)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하실 때는 레버를 홈 중간에서 놓지 말고, 확실히 고정되었는 확인하십시
     오. 또한 화력(높이) 조절 프레임에 이물질이나 찌꺼기 등이 끼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십시오.
● 본 제품은 조리 도중과 조리 후에 매우 뜨겁습니다. 사용시 마른 두툼한 장갑 등을 끼시고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 부속된 다리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십시오. 다리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바닥이 뜨거워져 테이블 표면 등과 맞닿
    은 부분이 탈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열로 인해 변형·뒤틀림이 발생하며 변색됩니다.
● 이너 트레이 안의 숯은 넘치지 않을 정도의 양을 사용하십시오. 너무 많이 넣으면 높은 열로 인해 변형이 촉진됩니다.
● 석쇠와 이너 트레이는 소모품입니다. 닳은 상태로 사용하면 다른 부분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석쇠에 많은 식재료를 얹거나 뚜껑을 계속 덮어둘 경우, 화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가끔 화력을 확인하십시오.
● 수분, 염분 등이 본체에 묻었을 때는 빨리 닦아 낸 후 충분히 건조시키십시오.
● 숯을 처리할 때는 완전히 식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금속제 주걱, 단단한 것, 날카로운 것으로 긁지 마십시오.
● 본체가 뜨거울 때 다리를 착탈하지 마십시오.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수납용 벨트는 길이 조절이 가능하지만, 너무 꽉 조이면 본체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주위에 가연물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 텐트나 타프 등 타기 쉬운 물품 근처나 경사진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을 조리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옥외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품질표시

벨트

저희 스노우피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품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기 전에 안전한 
장소에서 조립방법, 취급방법 및 부속품 확인을 해주세요.
설명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제품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시고, 구입하신 판매점 혹은 
A/S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