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메뉴얼(한글메뉴얼)은 참고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꼭 일본어 메뉴얼을 기준으로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SA-F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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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신체, 감각,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지시 없이는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어린이 포함)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 시 
    감독하여 주세요.
● 본 제품은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가지고 놀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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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바닥면과 뒤쪽 하단부에 손을 넣거나, 금속재의 

막대를 넣지 마세요

● 손을 넣으면 날카로운 부분에 다칠 수 있으며, 금속에
     의해 감전될 수 있습니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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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기는 신체, 감각,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지시 없이는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어린이 포함)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어린이를 감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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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외곽이나 매입형 구조에서 송풍기 구멍을 청결히 유지하세요.

마세요.

마세요.

 인화성 추진체가 있는 에어로졸 캔 등의 폭발성 물질을 이 기기에 보관하지 마세요.

닿지



|8 |



|9|

이동시키지

생

제품 설치시 깔판을 깔아주면 바닥의 변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좁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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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기는 다음과 같이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상점, 사무실의 탕비실 구역과 기타 작업 환경 
    농장 및 호텔, 모텔 및 기타 주거형 환경의 사용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숙박 환경   
    음식 서비스 및 유사한 비소매 용도 

오래 사용한 김치 냉장고의 소비자 안전점검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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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숙성]으로 설정 하셨다면 1~2일 안에 , [김치보관]으로 설정 
하셨다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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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기능(냉동, 냉장, 김치, 익힘)에 해당하는 식품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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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야채나 과일을 보관할 시는 냉장 모드로 
    전환해주세요. 김치 보관 모드나 냉동 모드에서는 

투명소재 김치용기

    얼 수 있습니다.

소형 용기에 김치를 장기 보관하면
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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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플러그를 컨센트에 끼웁니다.
- 전원을 넣으면 [삐]알람음이 발생하고 동시에 표시램프가 점등되면, 공장출하모드 (냉동 / 
    -20℃)이 표시됩니다.
-  표시 판넬의 버튼을 동작시키지 않으면 2분후에 풀림 상태에서 잠금 상태로 전환되면서 
    [잠금] 표시 램프가 켜 집니다. 
    이때, 흐르게 켜진 표시부는 모두 꺼진 상태가 됩니다.
-  잠김상태에서 약5분 30초 동안 표시 판넬의 버튼을 동작시키지 않으면 [잠금] 표시 램프 
    이외에 표시부는 모두 꺼집니다.
- 작동중 도어를 열면 동작 판넬 표시부램프가 켜지고, 설정 모드 표시가 됩니다.

■ 잠금/풀림 버튼
- [잠금/풀림] 버튼을 3초간 누르세요
   표시부가 풀림 (     ) 으로 바뀌면 다른 기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선택 한 후 
    [잠금/풀림] 버튼을 다시 눌러 잠금 상태가 되도록 하세요.
-  표시부가 잠금 (    ) 으로 되면 잠김 상태가 완료된 것이며 [잠금/풀림]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2분 후 잠김으로 자동설정 됩니다. 

■ 설정방법

설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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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모드
-  잠금 / 해제 (길게3초)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잠금 기능이 해제됩니다.
-  기능버튼을 눌러 냉장 모드를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 = 냉장/ 3℃)
- 선택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바뀝니다. ( 3℃ -> 2℃ -> 1℃ -> 5℃ -> 4℃)
-  락 버튼을 누르면 잠금 상태가 됩니다.
- 잠김상태에서 약5분 30초 동안 표시 판넬의 버튼을 동작시키지 않으면 [잠금] 표시 램프 이외에 
    표시부는 모두 꺼집니다.
 
■  기무치모드
- 잠금 / 해제 (길게3초)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잠금 기능이 해제됩니다 
- 기능버튼을 눌러 기무치 모드를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 = 기무치 / 표준/ -1℃)
- 선택버튼을 누르면 표준(-1℃) -> 강(-2℃)  -> 약(0℃) -> 장기 모드로 변경됩니다.
- 락 버튼을 누르면 잠금 상태가 됩니다.
- 잠김상태에서 약5분 30초 동안 표시 판넬의 버튼을 동작시키지 않으면 [잠금] 표시 램프 이외에 
   표시부는 모두 꺼집니다.

■  냉동모드 
- 잠금 / 해제 (길게3초)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잠금 기능이 해제됩니다
- 기능버튼을 눌러 기무치 모드를 선택합니다..(기본 설정 = 냉동/-20℃)
-  선택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바뀝니다. ( -20℃ -> -22℃ -> -24℃ -> -16℃ -> -18℃)
- 락 버튼을 누르면 잠금 상태가 됩니다. 
- 잠김상태에서 약5분 30초 동안 표시 판넬의 버튼을 동작시키지 않으면 [잠금] 표시 램프 이외에 
   표시부는 모두 꺼집니다. 

■선택 메뉴 
 1) 기무치 표준
 - (냉동 / -20℃에서 기무치/표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 잠금 / 해제 (길게3초)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잠금 기능이 해제됩니다. 
 - 기능 버튼을 2회 누르면 기무치/표준 모드를 설정합니다. (기무치/표준/-1℃)
 - 락 버튼을 누르면 잠금 상태가 됩니다.

 2) 기무치 강
 - (냉동 / -20℃에서 기무치/강으로 변경하는 경우)
 - 잠금 / 해제 (길게3초)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잠금 기능이 해제됩니다. 
 - 기능 버튼을 2회 누르면 기무치/표준 모드를 설정합니다. (기무치/표준/-1℃)
 - 선택 버튼을 1회 터치하면 기무치/강 모드를 설정합니다. (기무치/강/-2℃)
 - 락 버튼을 누르면 잠금 상태가 됩니다.

 3) 기무치 약
 - (냉동 / -20℃에서 기무치/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 잠금 / 해제 (길게3초)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잠금 기능이 해제됩니다. 
 - 기능 버튼을 2회 누르면 기무치/표준 모드를 설정합니다. (기무치/표준/-1℃) 
 - 선택 버튼을 2회 터치하면 기무치/약 모드를 설정합니다. (기무치/약/0℃) 
 - 락 버튼을 누르면 잠금 상태가 됩니다. 

4) 기무치 장기
 - (냉동 / -20℃에서 기무치/장기로 변경하는 경우)
 - 잠금 / 해제 (길게3초)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잠금 기능이 해제됩니다.
 - 기능 버튼을 2회 누르면 기무치/표준 모드를 설정합니다. (기무치/표준/-1℃) 
 - 선택 버튼을 3회 터치하면 기무치/장기 모드를 설정합니다. (기무치/장기) 
 - 장기 온도는 기무치/표준 온도대와 같습니다. 
 - 락 버튼을 누르면 잠금 상태가 됩니다.



냉장고 내에 냄새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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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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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온도가 낮을경우 온도를 높여보세요.

설정된 온도가 높은 경우, 온도를 낮혀 주세요.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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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면이

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