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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ECUING METHODS & BARBECUE SYSTEMS
바비큐 방법

바비큐 시스템

직접적인 바비큐 방법
이름에서 말해주듯 구워져야 하는 음식들을 불 위에
바로 올려 굽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빠르게 고기를
굽는데 적합합니다. 높은 온도는 스테이크에 멋진
크러스트를 만들거나 완벽한 그을린 패턴이 가능
하게 합니다.

간접적인 바비큐 방법
간접적인 굽는 방법으로 열은 음식 주위를 순환하
여 음식을 굽습니다. 닫힌 뚜껑은 바비큐를 대류가
가능한 오븐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방법은 큰덩어
리 고기를 낮은 온도에서의 요리, 생선을 부드럽게
요리하거나 바삭한 피자를 만드는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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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케틀 바비큐의
이지 플립 깔대기 시스템

가스 바비큐 스테이션의
그릴 시스템

이지 플립 깔대기 시스템은 열이동을
직접적인 방법에서 간접적인 방법
으로 굽기, 요리, 베이킹과 같은 쉬운
움직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
하게 이지 플립 깔대기를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동시에 유해한 불꽃
및 원치 않은 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지능형 보호막 기능
을 합니다.

가스 바비큐 스테이션의 그릴 시스
템은 눈깜짝할 사이에 직업 열에서
간접열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굽기, 요리 및 베이킹의
경우 그릴망 중간에 구워질 음식을
놓고 두개의 바깥쪽 버너에만 점화
하십시오.

차콜 케틀 바비큐의
이지 슬라이드 깔대기 시스템
차콜을 위한 간편한 팁 - 한쪽에만
차콜을 부은 다음 이지 슬라이드 깔
대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열로 작업하십시오.
깔대기의 입구가 숯으로부터 멀어
지고 뚜껑이 닫히면, 전체 그릴 표면은
간접적인 굽기로 사용됩니다.

GAS KETTLE BARBEC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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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GAS KETTLE BARBECUES

●
●
●
●

CUBIC-LINE

P-LINE

U-LINE

X-LINE

VENEZIA 570 G ONYX

P - 420 G

LEON 570 G VANILLA/BLACK

AMBRI 480 G RUBY

PARIS DELUXE 570 G ONYX

P - 420 G MINICHEF+

CHELSEA 480 G LH

ASCONA 570 G DARK GREY

KENSINGTON 480 G

MONTREUX 570 G

최고급 화강암 사이드테이블
사이드테이블과 수납공간
안전한 운반을 고려한 가스통 고정장치와 바퀴
뚜껑 개폐가 용이한 한지와 잠금장치

8.5kW 조리버너와 1.2kW의 보온 버너는
100~350℃까지 빠르게 화력조절 가능
고깔 시스템을 이용해 간접열 및
직화열 조절이 가능해 최고의 요리 제공
고화력 6kW 주물 버너와 주물 그릴을 사용한
스테이크하우스는 완성도가 높은 스테이크 제공
0~350℃까지 정확한 내부 온도 측정가능
배터리 내장형 원터치 점화기와
화력조절 밸브로 화력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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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C0AL KETTLE BARBEC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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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COAL

CHARCOAL KETTLE BARBECUES

The OUTDOORCHEF U라인은 순수한
바비큐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외관과 고성능을 갖춘 소형
바비큐는 오늘날의 도시생활방식에 맞춰
만들어 졌습니다.

THE OUTDOORCHEF CHARCOAL SYSTEM

U-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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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접이식 크롬 도금 바비큐 그릴로 바비큐 도
2

중 숯을 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3cm정도
낮아진 바비큐 그릴이 추운 날에 열 손실을
막아줍니다.

CHELSEA 480 C

2 EASY SLIDE 고깔 기술로 고깔을 한번 뒤집
3
4
6

5
7

는 것만으로 직접 그릴방식과 간접 그릴방
식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랑 처리된
고깔은 세척이 용이합니다.

3 완벽한 바비큐와 부드러운 고기를 위해서
JUICE TRAY에 물과 허브 또는 훈연 나무칩을
넣어 주세요.
음식의 향이 더욱 좋아집니다.

4 STAINLESS STEEL CHARCOAL BASKET
으로 빠르게 불을 붙일 수 있고 숯과 조개탄
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CHARCOAL
BASKET의 구멍이 열을 위로 올려 주고 열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HELSEA 570 C

5 점화 쇠살대로 CHIMNEY STARTER없이
점화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6 통풍구로 공기 공급과 온도를 확실하고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7 법랑 처리된 재받이는 쉽게 비울 수 있습니다.
KENSINGTON 57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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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LL SYSTEM GAS BARBECUE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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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GRILL SYSTEM GAS BARBECUE STATIONS

AUSTRALIA LINE SYSTEM

A-LINE

새로운 사이드 요리 받침

뚜껑에 STAINLESS막대 조정
(외양을 변경하지 않고)

AUSTRALIA 315 G

AUSTRALIA 425 G

AUSTRALIA 325 G

AUSTRALIA 455 G

새로운 STAINLESS
불꽃 커버

재 설계된 기름 찌꺼기통
새로운 STAINLESS STEEL
버너가 포함된
STAINLESS STEEL 판
새로운 크롬 도금 경고 받침

간단한 장착을 위해 기본 프레임에
재 설계된 도어 판

AUSTRALIA 41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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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COAL KETTLE BARBECUE
PARK GRILL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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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COAL KETTLE BARBECUE

CHARCOAL KETTLE BARBECUE

FUEL / 연료

우리의 연료는 장시간의 바비큐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최고의 품질의 아웃도어 쉐프의 숯과 조개탄은 FSC®의 인증을 받은 나무들
(오크, 너도밤나무, 애쉬)로 만들었으며, DINplus 테스트 절차의 엄격한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숯이나 조개탄에 있어서 옳고 그른 선택은 없습니다.
연료의 선택은 바비큐의 용도와 요리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료의 종류와 양은 바비큐의 온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온도는 환기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제어할수도 있습니다.

높은 탄소를 함량 하는 숯/조개탄은 다른 연료들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온도와
장시간의 바비큐 시간을 보장합니다.

CHARCOAL / 숯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아웃도어 쉐프는 기존의 숯이나 조개탄에 비교하여 보다
장시간의 지속시간을 달성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연료로서 굉장히 빠르게 고온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는 숯은 고기를 빠르게 굽거나 마련해
놓은 피자를 굽는데 적합합니다.
너도밤나무,오크 그리고 애쉬나무로 만들어 졌습니다.

숯 : 기존의 제품보다 70분 이상 더 지속되는 화력
성형탄 : 기존의 제품보다 40분 이상 더 지속되는 화력

BRIQUETTES / 성형탄
숯을 압축하여 성형탄을 만듭니다.
성형탄은 완전한 연소상태에 이르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요리에 적합합니다.
너도밤나무,오크 그리고 애쉬나무로 만들어 졌습니다.

숯과 성형탄 제품의 성공요인
●
●

●

●

탄소 함유량 - 높은 탄소 함유량이 양질의 숯과 성형탄의 핵심 되는 특징입니다. 생산되는 숯의 함유량은 높은 온도와 바비큐의 지속시간 모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휘발성 요소 - 이 요소들은 연소가 되면서 방출되어 최적의 점화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휘발성 요소들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 하면 과도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됩니다.
최적의 비율은 12~14% 입니다.
재 - 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연료중 모래나 미네랄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열을 발생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비칩니다.
이 또한 많은 양의 연기를 방출시키고 연소 시간을 단축 시킵니다.
물/수분 - 숯과 성형탄을 생산하기 위해, 높은 열로 원재료(유기화합물)를 더 작은 부분으로 분리시켜 숯 또는 성형탄이 가능한 긴 연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열분해 공정이 이용됩니다.
소량의 물이 이 과정에 첨가 됩니다. 이 물은 숯이나 연탄에 습기로 남아 있으면서 너무 빨리 연소 되는 것을 막습니다.

BRIQUETTES / 성형탄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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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재

표준

< 8%

OUTDOORCHEF

4.60%

CHARCOAL / 숯

탄소

휘발성요소

미세입자

매개변수

수분

< 15%

> 65%

12~14%

< 20mm / 10%

표준

< 8%

5.47%

76.16%

12.90%

2.0%

OUTDOORCHEF

4.12%

재

탄소

휘발성요소

미세입자

< 4%

> 80%

12~14%

< 20mm / 20%

2.54%

86.06%

12.70%

6.50%

PARK GRILL

PARK GRILL

THE ADVANTAGES OF THE CHARCOAL BARBECUE (특허받은 시스템)

IF 450

ST 450

INDIRECT COOKING
간접열을 사용하여 서서히 조리해야하는 경우 그릴의 양쪽 외곽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연소되고 있는 연료와 음식물
사이에 그릴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4단계 온도조절망을
통하여 음식이 타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으며 그릴 옆면의
반사열을 통하여 조리가 되게하는 방법입니다.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기름기가 많은 육류)

DIRECT COOKING
직화열을 이용해 조리하는 방법으로 조리망 위에 조리할 음식물을
놓아 빠르게 조리해야 하는 육류에 적당한 위치입니다.
(소고기, 닭 가슴살 등 기름기가 적은 육류)

크 기: 450×370×1150mm

크 기: 456×376×843mm

재 질: 철판 SPCC 5T

재 질: STAINLESS 2T

받침대: 100mm

받침대: 100mm

힌지가 달린 조리망
힌지가 달린 조리망은 그릴을 사용 중에도 손쉽게 숯을 보충할
수 있으며 분실 우려가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점화부스터그리들(비츠레저 특허시스템)
점화부스터 그릴망으로 그릴망 위에 숯의 연소가 쉽도록 점화제나
신문지를 태워 숯이 쉽게 점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T 570

ST 570

공기 조절구
공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공기 조절구가 있어 조리에 맞는
온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받이
재받이가 있어 사용 후의 청소가 매우 편리하고 간편합니다.

숯 받침대

다용도 선반

쉬운 연료 보충

4단계 온도조절망

재받이

크 기: 570×480×1070mm

크 기: 570×480×1070mm

재 질: 철판 SPCC 3T

재 질: STAINLESS 2T

받침대: 210mm

받침대: 210mm

공기조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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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Y

ACCESSORY

480 · 570
OUTDOORCHEF 요리책

GRILLCHEF 4계절요리책

480 · 570

RTG

GRILLCHEF ON FIRE 요리책

립랙

420 · 480/570

피쉬 랙

바비큐 꼬치

주물 바비큐 그리드

플랜차 그리드 플레이트

팬케이크 링 세트

플랜차 클리닝 세트

RTG

2part 주물 바비큐 그리드

주물 바비큐 그리드

CAST IRON GRID

사각 주물 그리드

주물 바비큐 팬

풍미 팬

주물 바비큐 웍

고맷 세트

HALF MOON 법랑

피자 스톤

피자 패들

깔쪼네 프레스

피자 커터

베이킹 트레이

실리콘 실린더 폼

실리콘 실린더 폼 S

스타터 툴 세트

트위져

420 · 48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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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80 · 570

ACCESSORY

ACCESSORY

집게

튜너

고멧 체크

버거 프레스

콘 스틱

실리콘 브러쉬

앞치마

가죽장갑

실리콘 장갑

침니 스타터

숯(차콜)

성형탄

파이어 스타터

차콜 집게

커버 홀더

대나무 사이드 테이블

미니쉐프 스테이션

리플렉터 포일 420

온도계

깔대기 브러쉬

바비큐 클리너

덮개

가스통 덮개

480 · 570

바비큐 브러쉬 실비/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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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AI ELECTRIC SMOKERS
브라이 전기스모커 | 자연에 제일 가까운 요리
비스켓 훈연칩 방식은 기존 훈연칩 방식에 비해 동일한 온도로 20
분에 하나씩 타며 지속적으로 깨끗한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가스와 산성수지를 제거해 보다 완벽한 훈제
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BSTD4 - 4 RACK SMOKER

BSTD6 - 6 RACK SMOKER

BSTD8 - 8 RACK SMOKER

브라이 전기스모커를 이용한다면 더 이상 훈제를 만드는 것이 어렵
지 않습니다. 간단한 액세서리로 냉훈, 온훈, 열훈까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훈제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
●
●
●
●
●
●

디지털 온도계에 의한 최적 제어
상하 온도 편차 최소화
안전하고 간단한 사용방법
STS304 최고급 자재 사용
내장 히터로 용이한 청소
튼튼한 이동식 바퀴
통합 온도계에 의한 최적 제어
연기양과 온도조절 용이

STS304 최고급 자재

냉·훈연 아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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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전력

800w

1200w

1800w

내장재질

ST304

ST304

ST304

외장재질

ST430

ST430

ST430

조리면적 7224cm³/43 x 42cm

10836cm³/43 x 42cm

17888cm³/52 x 42cm

설치면적 500 x 560 x 800(h)

500 x 560 x 1100(h)

500 x 660 x 1280(h)

BRAAI ELECTRIC SMOKERS
육류

브래들리 훈연비스켓

▲ 통삽겹

브래들리 훈연비스켓은 바비큐요리에 최상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그릴이나 훈제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에게 최고의 훈제향을 맛볼 수 있게함은 물론 간편하고 깔끔한
맛을 맛있게 만들어 줍니다.
FLAVOR
CODE
ALDER BTAL 120
APPLE BTAP 120
CHERRY BTCH 120
HICKORY BTHC 120

120 PACK
FLAVOR
CODE
120 PACK
6 89796 90012 3
MAPLE BTMP 120 6 89796 75012 4
6 89796 55012 0 MESQUITE BTMQ 120 6 89796 68012 4
6 89796 36012 5
OAK
BTOK 120 6 89796 33033 3
6 89796 15012 2

▲ 베이비 폭립

▲ 스테이크

▲ 풀드포크

▲ 닭날개

▲ 나비닭

▲ 단호박오리구이

▲ 키조개양념구이

▲ 석화구이

▲ 날치알새우만두

▲ 야채볶음

▲ 소고기야채밥

▲ 토마토볶음밥

▲ 깨찰빵

▲ 샌드위치

▲ 호박고구마

가금류

▲ 비어캔치킨

해산물

스모크 칩 / 숯그릴, 가스그릴
본격적인 훈제에는 역시 칩이 인기!
정성이 들어간 만큼 완성도가 다르다!
엄선된 원목의 순수한 목질부만을 일정한 크기로 칩핑하여
연기가 고르게 올라옵니다. 수분율 10% 정도로 확실히 관리
하여 적당한 연기를 내는 동시에 보관시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품질이 변질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 전어구이

탕&볶음

종류 : 히커리, 화이트오크, 벗나무, 사과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밤나무

스모크 우드 / 가스그릴, 전기그릴, 오븐
착화가 간단! 연속적으로 훈연이 가능!
천연의 소재로만 만들어 안전!
누구라도 손쉽게 훈제를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훈연
6가지 훈제향을 즐기세요
종류 : 히커리, 벗나무, 사과나무,
호두나무, 참나무, 밤나무

특징
- 한번 점화하면 약 4시간정도 일정량의 연기를 냅니다.
- 열원이 없어도 연속으로 훈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열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냉훈, 온훈, 열훈까지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기의 양, 시간이 간단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 홍합탕

디저트

▲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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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AI OF TEXAS STYLE SMOKERS
➤

TRAILERS

›

CARNIVORE

➤

VALUE LINE

›

20” DIAMETER GRILLS and SMOKERS

대한민국 No.1 바비큐전문 주식회사 비츠레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3길 50
쇼핑몰 www.barbecook.co.kr 고객센터 080-858-7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