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ndbox Smart R1 스마트 로스터

．간편한 스마트 앱 X 새로운 로스터 트렌드．

저희 로스터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더 스마트한 로스터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보내세요.

사용 설명서



Thank you for purchasing!
Hope you enjoy the wonderful life with Sandbox Smart R1 Roaster.

Please scan the QR code to download.



제품 규격
●제품 상표：Sandbox Smart
●모델형：Sandbox Smart R1
●로스팅 허용량：권장 허용량 100그램(0.22파운드)
●가열 방식：전기 직화 가열 방식
●전압：AC 220-240V 50/60 Hz 
●전력：550-650W
●분당 회전수 : 30rpm
●제품 크기：길이/넓이/높이25.5*23.0*26.0 cm (L 10.03〟 x H 10.24〟 x W 9.06〟)
●제품 무게：약7kg (15.5 파운드)
●연동 방식：블루투스 페어링
●부속품 : 주방 방열 장갑 한쌍 , 청결용 브러쉬 1개 

제품 특징

전기 가열식의 로스터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

클라우드 데이터 수집

내장 로스팅 온도 곡선

관측 LED조명

심플하고 세련된 모형

저소음 로스터

분리가 가능한 드럼

로스팅 단계 선택 가능

서랍형 채프트레이











※해결 방법
1.조명등이 빠르게 반짝일 시, 우선 기계 냉각을 기다린 후 정상 온도로 회복되면 다시 
로스터를 작동해 주십시오.
2.만약 냉각 이후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시, 본사로 연락 하여 고장 수리를 
진행해 주십시오.

※주의 사항
1.예열 작업 시 로스팅 드럼을 로스터 속에 조립하지 않고, 예열 작업이 완료된 이후 3분 
내에 드럼을 로스터에 설치하여 가열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을 시 로스터는 
자동으로 운행을 중지하며, 로스팅이 필요할 시 로스터를 다시 예열해야 합니다.
2.로스터 작동 시 전원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우선 전원 코드에 문제가 발생한게 아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 처리 방식
사용 중 이상 문제 발생 혹은 제품 파손이 발생 할 시, 바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발생 후 지속적인 사용은 화재, 감전 혹은 개인 상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바로 전원 코드를 연결 해제하고, 로스터를 냉각시키십시오.

 정상 상황

조명등 상황 원인

상시 켜짐 로스터 기동 완료 대기 중

예열 작업 진행 중

예열 작업 완료, 관측 조명등과 같이 반짝임

로스터 가열 작업 중

냉각 작업 중

문제 상황

조명등 상황 원인

기계 과열

기계 가열 작업 중 문제 발생

지속적으로 반짝임

빠른 속도로 반짝임

버튼등 설명



제품 보증 안내
저희 SANDBOX SMART TECHNOLOGY CO., LTD. 의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SANDBOX SMART TECHNOLOGY CO., LTD.에선 구매일 부터 1년간 전국가 대상으로 제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 기간 동안 비인위적인 요인으로 파손 혹은 손해가 발생할 시 
저희 회사에서 검사 및A/S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A/S 및 교환 서비스의 경우, 고객님께서 
유효한 구매 증명 (예시 : 원본 영수증 혹은 구매 진행 자료 및 해당 설명서에 있는 제품 보증 인장)을 
저희에게 보여 주시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A/S 서비스는 구입하신 판매처이나 구매 채널에 문의해 주십시오.
2.보증 기간 내에 아래 상황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저희 회사에서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 사용 설명서에 주의 사항 내용을 따르지 않고 조작하여 고장이 난 경우.
● 저희 회사에서 인증 받지 않은 수리 기사를 통해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를 진행한 경우.
● 규정된 전압을 사용하지 않아 제품 불량이 된 경우
● 자연적인 노화현상로 외관에 손상이 난 경우
● 자연 재해 혹은 인위적으로 제품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정품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아 고장이 난 경우
● 제품 운반 혹은 이동 중 낙하로 인해 고장 혹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3.아래 같은 경우, 저희 회사에선 비용을 받고A/S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 기간이 지난 경우
● 구매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본 보증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본 보증 설명서의 내용 중 판매지점의 거래 명세표 도장이 없고 구매 일자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본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4.만약 구매한 상품이 단종되고 보증 수리의 기간이 지났을 경우,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 생산이 중지 
되었을 시 대체용 부품으로 수리가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5.해당 증명서을 통해 구매 제품에 한에 보증기간 동안 제품의 A/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내용은 법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거래를 포함하지 않으며 아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 증명서는 소비자에게 A/S를 제공하는 증명이며,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치 있는 
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 내용의 위조 혹은 변경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