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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스위치를 켜면「틱・틱・틱」하고 소리가 납니까?      

 

 

 

 

 

 

 

 

 

 

 

 

 

 

 

 

 

 

 

 

 

 

 

 

 

트러블 ①   불이 붙지 

소리가 난다

불씨가 보입니까? 
(메인버너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까?)

소 리 가 나 지

● 불씨가 보임 
 
 버너 삽입구 속에 있는 

 노즐구멍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용 노즐 청소봉으로  

 막힌 노즐구멍을 뚫어  

 주십시요. 

● 불씨가 안보임 
 
 가스벨브 속에 있는   

 안전장치가 잠겨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벨브를 「OFF」로   

 했다가, 천천히 다시한번 

「ON」으로 열어주십시요

● 전원플러그가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원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아주십시요.  

● 브레이커가 「OFF」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레이커 스위치를  

    다시「ON」위치에  

    놓아 주십시요. 

※ 주의 1 – 노즐을 청소할 때, 깨끗하지 않은 행주 등으로 노즐구멍을 닦지 말아 주십시요.                

            또 다른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2 – 브레이커를 「ON」으로 해도 다시「OFF」로 떨어지는 경우, 그릴의 전기계통     

            어딘가에서 쇼트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포 아메리카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1 (925) 223–8673]

※ 주의 1

해결되지 않음 
 

신포 아메리카로 문의바랍니다. 
TEL  :  + 1 (925) 223-8673 

해결되지 않음 
 

전기공사 업자 또는  
신포 아메리카로 문의바랍니다.  

TEL : + 1 (925) 223-8673

※ 주의 2



 
 

 

 

 

 

 

 

 

 

 

 

 

 

 

 

 

 

 

 

 

 

 

 

 

  

 

 

 

 

 

 

 신포 아메리카로 문의바랍니다. 
TEL : + 1 (925) 223-8673

 
이상가열(異常加熱) 원인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요.  

자세한 것은 취급설명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러블 ②   불이 꺼져버림

버너에서 불이 균등하게 나오고

삐〜하고 경고음이 나고

나온다 

나고

나오지 않는다

나지

● 생각할 수 있는 원인 
 

 ① 드레인 팬에 물이 들어 있지 않다. 
   

 ② 부품에 묻어 있는 기름때로 인해,  

    불이 본체 내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③ 버너의 노즐이 막혀 출구를 찾지 

    못한 가스가 버너 삽입구에서  

    비정상적으로 연소하고 있다. 
     
     5〜10분 정도 지나면 기구의    

    온도가 내려가 경고음이 멈춥니다.  

    각 부품을 청소、점검한 후에  

    다시 점화해 사용하여 주십시요. 

● 숯바구니, 버너가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숯바구니, 버너를   

    다시한번 바르게 세팅해  

    주십시요. 가스벨브, 전자기반 
또는 써모커플의 

불량일 수 있습니다
● 버너의 불꽃이 나오는   

   구멍들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힌 구멍들을 금속  

    브러쉬 등으로 청소해  

    주십시요. 

● 버너의 내부가 녹슬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너 본체를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들겨,   

    녹을 떨어뜨려 주십시요. 

● 버너의 수명이 다하여     

   제 성능을 못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너를 신품으로 교체해 

    주십시요. 

해결되지 않음 해결되지 않음 

가열방지 장치가 
작동하고



 

 

 

 

 

 

 

 

 

● 배기 FAN 스위치가 

「OFF」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위치를「ON」으로 

    해 주십시요.  

 
① FAN 청소상태가 매우 불량. 
 
② FAN에 이물질이 감겨 들어가 

   날개의 회전을 방해하고 있음.  
 
③ FAN이 제 성능을 못내고 있음.  

④ FAN 벨트의 수명이 다함.

트러블 ③   고기가 잘 안구워짐 

트러블 ④   연기를 잘 빨아들이지 

● 숯바구니, 버너가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숯바구니, 버너를 다시한번 바르게  

    세팅해 주십시요. 

● 버너의 불꽃 나오는 구멍들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힌 구멍들을 금속 브러쉬 등으로  

    청소해 주십시요. 

● 버너의 내부가 녹슬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너 본체를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들겨, 녹을 떨어뜨려 주십시요. 

● 버너의 수명이 다하여 제 성능을 못 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너를 신품으로 교체해 주십시요. 

배기 FAN이 작동하고

모든 테이블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고

하나의 배기 FAN과 연결된  
모든 테이블이 같은

특정

 
문제의 테이블 바로 밑에 있는 

FD・FVD의 뎀퍼 퓨즈가 끊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퓨즈를 신품으로 교환해 

    주십시요.  

※ 주의 1 – 브레이커를 「ON」으로 해도 다시「OFF」로 떨어지는 경우, 그릴의 전기계통 어딘가에서  

            쇼트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포 아메리카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1 (925) 223–8673]

신포 아메리카로 문의바랍니다.      [TEL : + 1 (925) 223-

● 배기 FAN의 브레이커가 

「OFF」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레이커 스위치를 

    확인하여「ON」으로  

    해 주십시요.  

※ 주의 1

해결되지 않음 해결되지 않음 해결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