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업소용제빙기

LIM-3500B

본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본 설명서를 잘 읽으시고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하십시오.
사용설명서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본 제품은 국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압과 주파수가 다른 해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용설명서는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ce Maker



본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잘 보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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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표시에 관한 의미와 식별

● 사용 전 안전표시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위 험
이 표시를 경시해서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사고, 화재 등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를 경시해서 잘못 사용할 경우 인명사고, 화재 등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금지된 행위를 표시합니다.

이 기호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지시를 표시합니다.

주 의
이 기호는 주의를 요하는 사항을 표시합니다.

경 고

안전 표시 및 주의사항 안
전
 표
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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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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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금 지

의 무



아래에서 제시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항목의 내용은 모두 중요하므로, 반드시 자세히 읽고 준수하십시오.

전원 코드를 임의로 확장하거나 기기를 개조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기에 손상을 주거나 화재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 수리 인원의 보수 외에 화재, 감전, 부상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해해서는
안됩니다.
수리가 필요하시면 A/S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표시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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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220V 용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220V 외의 전원을 사용하면 기계의 손상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나 감전, 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본 제품을 설명서에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제품은 전원 플러그의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콘센트에 확실하게 꽂아 주십시오.
코드를 카펫이나 다른 열 절연체에 가까이 두지 마시고, 전원 코드를 어떤 것으로도 덮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를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곳에 두지 마시고, 물에 닿거나 잠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전한 접지 선을 갖추고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접지가 되어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고, 220-240V/60Hz 접지 전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전 방지를 위하여 설치, 수리할 때에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청소를 할 때에도 전원 플러그를
전원 플러그를 반드시 뽑아 주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을 뽑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빼야 하며, 전원 선을 당겨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원 플러그가 손상될 수 있으며, 스파크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전, 화재, 쇼트, 단선 등)
또한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전원 선을 임의로 구부림, 당김, 비틀림, 차단, 다른 전원 선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선에 하중이 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 및 감전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직접 수리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서비스센터로 접수하여 검증된 기술자에 의해 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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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 눈이 오는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실내용입니다. 실외(야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제품의 후면과 벽 사이에 최소 15cm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제품 전면에 다른 물건들을 두지 마십시오. 통풍이 잘 되도록 통풍구 주변에 물건들 두지 마십시오.

제품을 이동하거나 설치할 때, 설명서에 기재된 안내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화성 물질을 가까이하지 마십시오.

아래에서 제시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항목의 내용은 모두 중요하므로, 반드시 자세히 읽고 준수하십시오.

제품을 절대 눕히거나 뒤집지 마십시오.
이럴 경우,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성되는 얼음의 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음을 만들 때 물이 아닌 다른 액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겨울에 제품을 외부에서 내부로 들여온 경우, 전원을 바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실온에서 몇 시간 동안 두었다가 사용하십시오.

냉매관과 냉매 회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용 중 이상이 있는 경우(회전 정지, 소리 이상, 이상 진동, 특이한 냄새)의 경우 즉각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안전 표시 및 주의사항

가연성 액체로 제품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연기가 나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휘발성 물질(희석제, 휘발유, 등유, 액화가스 등 휘발성 액체,
마그네슘, 알루미늄, 납, 등 휘발성 분진과 증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소, 폭발, 화재,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보관 시 가연성 압축가스가 포함된 에어로졸(분사형) 캔과 같이 폭발성 물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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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가정이나 아래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장, 사무실이나 다른 업무 공간의 직원용 주방
   주택, 호텔, 모텔, 펜션 등의 숙박업소, 식당 등

전원 플러그에 묻은 먼지는 정기적으로 마른 천으로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플러그에 먼지나 습기가 쌓이면 접촉불량이나 누전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 또는 사용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단독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의 감독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린이가 제품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통풍구 주변을 물건으로 막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십시오.
운전 중에는 절대로 손을 넣지 마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항목의 내용은 모두 중요하므로, 반드시 자세히 읽고 준수하십시오.

안전 표시 및 주의사항

      

※ 중요  :

    메인 리드의 와이어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색을 표시합니다.

       ▶ 그린 및 옐로우 : 접지

       ▶ 블루 : 중립

       ▶ 브라운 : Live 

●   컬러가 그린-옐로우인 와이어는 E, G나          또는 녹색으로 그린이나 그린-옐로우로 표시된 

  단자로 연결합니다.

●   컬러가 블루인 와이어는 N으로 표시된 단자로 연결합니다.

  컬러가 브라운인 와이어는 L로 표시된 단자로 연결합니다.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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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의 사양은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환경 : 실온 21℃, 수온 10℃

기후 등급

모델명

얼음 생성 시 정격

전기 보호 등급

일일 제빙량

냉매정보

발포제

제품무게

연결

물 소비량

제품크기
(W X D X H, ㎜)

LIM-3500B

N

I

1.3A

얼음 수확 시 정격 1.8A

38kg/24Hr

C5H10

16.5kg

R290A, 52g

345 X 339 X 602

전원코드 - 0.75㎟
물공급 - 6.35㎜
배수 - Φ16배수관(후면)

38L/Hr

최대 얼음 저장용량 4kg

구성품 얼음주걱, 설치키트, 사용설명서

작동조건
실온 : 10 - 38℃
물공급온도 : 5 - 25℃
물공급압력 : 0.2 - 0.6MPa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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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이즈

제품 회로도

MCU
Room Temp
Sensor

T1

Water Level
Switch

RELAY
COMPAC-L

N

Power Supply

L
G

AC-N

Ice-harvest
Solenoid Valve

6C

Electrical Diagram
for Ice-maker

T1

Ice-Full
Detecting SwitchDC Fan for

Condenser

RT
WATER

ICE

AC Pump

Starting
Relay M

~AW

MW

Overload
Protector

COMPRSSOR

Main PCB

Control panel PCB

Main Water Supply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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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제품 구조

상부 커버
제빙 & 물탱크 본체: 제빙 증발기, 물탱크, 물펌프 및 감지센서
덮개
조작부
공기 배출구: 공기 순환이 원활하도록 유지해야 하며, 제품 작동 시 뜨거운 공기가 배출됩니다.
공기 입구
물 공급을 위한 물 유입구 포트: 급수 호스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물 배수 포트: 마개로 막혀 있으며, 배수가 필요할 때 마개를 열고 흰색 배수 호스를 연결합니다.

* 구성품: 배수 호스(2m), 수도 커넥터, 물 유입용 급수 호스(직경: ∅ 6.35mm, 길이: 3m) 얼음스푼

2

3

1

5

4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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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제빙 및 물탱크 부품

A

B

C

D

E

F

G

H

I

J

물 분배 파이프：작은 구멍 9개가 있고, 이 구멍에서 물이 공급됩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해 후 청소가 가능합니다.
증발기(제빙 모듈)
얼음이 가득한 상태를 감지하는 보드 : 내부 캐비닛에 얼음이 꽉 차 있는지를 확인할 때
제빙과정이 중지되었는지를 점검할 때 사용합니다.
물탱크
급수관
증발기 오른쪽에 배치된 커버 보드
수위 감지 스위치 설치 판
물탱크의 배수관 : 얼음이 생산될 때, 이 배수관이 물탱크 벽의 홈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배수 시 이 관을 당겨서 빼야 합니다.(수동) 
얼음이 가득한 상태를 감지기 
물펌프

K 수위 감지 스위치



각
 부
분
의
 명
칭
과
 기
능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조작부

1. ON/OFF 장치: 전원 꺼진 경우, 이 기호가 깜박입니다. 작동 중 계속 켜져 있습니다.
2. 주변 온도 및 제빙 카운트다운 시간 표시
3. 제빙 설정 및 타이머 설정 표시
4. 오류 코드: E1_외부 온도 센서에 오류 발생. E2_제빙 과정에 오류 발생.
5. 조명 기호: 이 기호가 표시될 시, 캐비닛 내부의 LED 조명이 켜집니다.
6. 물 흐름 및 물 부재 기호: 이 기호의 화살표가 깜박이는 경우, 물이 주 급수로부터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기호가 계속 표시된다면, 주 급수원으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7. 아이스 풀 디스플레이: 얼음 저장 캐비닛이 얼음으로 가득 찼을 때, 이 기호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얼음 제작을 멈춥니다.
8. 제빙 및 수확 디스플레이: 얼음 기호가 계속 회전할 때, 장치가 얼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호가 깜박이면, 장치가 얼음 수확 프로세스 중임을 의미합니다.

LED 버튼: 내부 LED 조명 ON/OFF.
(이 버튼을 5초 이상 계속 누르면, 외부 온도 단위를 화씨도 혹은 섭씨도로 변경합니다.

타이머/청소 버튼: 버튼을 빠르게 한 번 누르면, 타이머 설정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버튼을 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자동 청소 프로그램이 작동 됩니다.

1 2 3 4

56789

A

B

C

ON/OFF 버튼: 장치가 꺼진 경우 이 버튼을 눌러 장치를 켭니다.
그리고 자동 청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정상적인 제빙 시, 장치를 한 번에 끄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타이머로 장치를 설정한 경우, 타이머 설정을 취소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장치가 얼음을 만들 때, 이 버튼을 5초 이상 누르시면, 장치가 강제로 얼음 수확 프로세스로 전환됩니다.

: “+”“-” 버튼: 제빙 공정 지속 기간 조정에 사용, 기본 설정은 0입니다, 누를 때마다 1분씩 추가 또는 감소 합니다.
또한 타이머의 지연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기본 설정은 0입니다, 누를 때마다 1시간씩 추가 또는 감소 합니다.궾

D

E

F

조명 전원예약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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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환경 온도 표시 및 제빙시간 디스플레이입니다.
M은 제빙시간을 표시하고 ºC는 환경 온도가 표시됩니다.

제빙 및 탈빙 기호 표시, 기호가 돌면 제빙 중이고, 
기호가 깜빡이면 탈빙 중입니다. 

자동 청소 표시

전원 표시

에러코드 표시, E1 은 환경 온도 센서 손상
E2는 비정상적인 얼음 혹은 냉매 누출

이 표시등이 깜박이고 있으면, 물이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 켜져 있다면, 물탱크에 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시등은 얼음이 가득 찼을 때 켜집니다.
얼음을 꺼내면 제품은 다시 제빙을 시작합니다.

조작부 설정, H는 타이머 온 오프 혹은 시간 표시 기능,
M은 제빙시간 설정 기능

LCD 조작부



1. 외부 및 내부 포장재를 제거합니다. 
2. 사용설명서, 얼음 주걱, 배수 호스, 수도 커넥터, 물 유입구용 급수 호스를 포함해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구성품이 없을 경우,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어와 내부 캐비닛을 고정하는 테이프, 얼음 주걱 등을 제거합니다. 
   내부 캐비닛 & 얼음 주걱을 젖은 천으로 청소합니다.
4. 평평하고 수평이 맞는 바닥에 제빙기를 설치합니다. 
   설치 장소는 직사광선이나 다른 열원 (예, 스토브, 난로, 라디에이터 등)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통풍구와 장애물 사이의 간격은 최소 20cm이어야 하며, 좌/우 벽면의 거리는 최소 5cm이어야 합니다.
5. 제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을 뒤집은 경우, 제빙기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바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제빙기 안에 냉매가 안정 되도록 4시간 정도 기다립니다.
6. 본 제품은 플러그 연결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콘센트가 가까운 곳)
  ※ 경고 : 식수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용방법

제빙기 포장 해제

장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패널에 [조명] 버튼을 한번 눌러 내부 LED 조명을 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창의 기호도 켜집니다.
[조명] 버튼을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내부 LED등이랑     동시에 꺼집니다.

* 조명 버튼을 5초 이상 계속 누르면, 외부 온도 단위를 화씨도 혹은 섭씨도로 변경합니다.

오류 코드

E1_외부 온도 센서에 오류 발생. 
E2_제빙 과정에 오류 발생. (얼음이 너무 커서 떨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제빙이 안될 경우.)

내부 LED 조명 작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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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제품은 실외 용이 아닙니다. 실온에서 사용해야 하며, 정격에 표기된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실내 온도와 
   공급되는 물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빙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품은 반드시 열원으로부터 멀리 설치해야 합니다.
3. 제품은 일반적인 카운터 높이에서, 단단하고 평평한 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4. 제품의 문을 열거나 공기 순환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연결 시, 15cm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고 
   앞면은 25cm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5. 제빙기의 상단에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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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용방법

설치 장소

제빙기의 통풍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면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 20c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공기 순환을 위해 후면 간격은 15cm 그리고 상부와 측면의 간격은 5c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치되어야만,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제빙기를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카운터 밑에 제빙기를 설치할 때, 위에서 명시한 권고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부품과 물 공급 부품 및 물 배수 부품은 위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배치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온도는 10-32 ℃여야 합니다. 제품은 반드시 직사광선, 바람, 비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물보라나 물방울이 떨어지는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제빙기의 경우 위 사양 표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물을 1-8 Bar의 압력으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제빙기의 적절한 운전을 위해, 공급되는 물의 온도는 5-25℃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Side
Front

Back



올바른 사용방법

전기적 조건 및 연결

제빙기 사용 전 청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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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장소로 제빙기를 이동하기 전, 전기 연결 상태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벽면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본 제품의 정격 220V, 60 Hz에 맞는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제빙기를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1. 얼음 도어를 열어 주십시오.
2. 희석 세제, 따뜻한 물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청소합니다.
3. 내부를 계속해서 물로 청소하고, 물탱크에 있는 물을 배수할 때, 제빙 및 물탱크 부품 그림의 “H”로 표시된 
   물 배수 파이프를 잡아당긴 다음 내부 전체를 청소할 때까지 내부 얼음-저장 캐비닛을 청소하고 메인 제품 
   구조 그림에서 “8”로 표시된 제품 후면에 위치한 물 배수 포트에서 물을 배수합니다. 그리고 물탱크에 물 배수
   파이프와 물 배수 포트의 캡을 다시 설치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얼음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4. 청소 후 처음 생산된 얼음은 버리도록 권고합니다. 제빙기의 외부를 중성 세제 용액 그리고 따뜻한 물로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청결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내부와 외부의 물기를 닦아내어 건조합니다.

본 제품은 반드시 접지되어야 합니다.

플러그는 벽면 콘센트에 단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접지단자를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멀티탭이나 어댑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코드를 확장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적 충격 위험

안전한 접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본 제품은 접지 플러그가 포함된 전원 코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충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드는 반드시 벽면 콘센트에 꼽아야 하며, 벽면 콘센트 또한 접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을 제빙기에 연결할 때 반드시 제품과 함께 공급된 새로운 호스세트를 사용하고,
오래된 호스세트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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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용방법

제빙기에 공급될 물 연결

1. 물 유입구용 급수 호스를 제품에 연결합니다. 
    먼저 물 공급을 위해 제품의 후면(“B”로 표시)에 있는 물 유입구 포트 클리퍼를 제거하고, 그런 다음 
    먼지-방지 플러그를 안으로 밀어 줍니다. 이후 먼지-방지 플러그를 고정할 때 다른 손으로 원 부분을 누르고, 
    먼지-방지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물 유입 포트에 물 유입구용 급수 호스의 끝을 꽂고, 안쪽으로 누릅니다. 그 후 클리퍼를 다시 설치합니다. 
    물 유입구용 급수 호스 연결이 완료됩니다.

2. 물 배수 호스의 연결
검은색으로 된 물 배수 캡을 당기고(위 그림에서 ‘A’로 표시), 그런 다음 구성품에 포함된 배수 호스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배수 장치의 다른 끝을 메인 물 배수 호스 라인에 연결합니다.

1단계 : 먼지-방지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제품 후면에 설치된 물 유입 포트 클리퍼를 제거합니다.
액티브 아웃 라인 안쪽을 누른 다음, 포트 클리퍼를 제거하십시오.

2단계: 물 호스를 꽂습니다.
먼저 물 유입구용 급수 호스를 꽂습니다. 
그런 다음 클리퍼를 다시 설치합니다.
물 유입구용 급수 호스 (구성품)

A

B

클리퍼

클리퍼
급수호스



수도꼭지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메인 물 공급 시스템의 수압은 반드시 0.04-0.6 MPa이어야 합니다. 중 요

올바른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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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스를 수도꼭지에서 메인 물 공급 시스템으로 연결합니다.
먼저, 나사를 사용하여 수도 퀵 커넥터를 수도꼭지에 연결합니다. 
그다음, 수도 퀵 커넥터에서 클리퍼를 제거하고, 급수 호스의 다른 끝 부분을 수도 퀵 커넥터에 넣고, 클리퍼를 
다시 합니다.

1단계: 수도 퀵 커넥터 그리고 수도꼭지
2단계: 나사로 수도꼭지를 수도 퀵 커넥터를 고정하고, 클리퍼를 제거합니다. (먼저 클리퍼를 제거합니다.)
3단계: 물 호스를 완전히 넣습니다. (안쪽으로 밉니다.)
4단계: 클리퍼를 다시 설치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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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용방법

장치 운전 방법

1.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가 디스플레이 창에 깜박이고, 컨트롤 패널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물을 추가하여 전자파 워터 밸브를 통해 물탱크의 표준 수위에 도달하면       가 
    켜지고 제빙을 시작합니다.
    주변 온도는 디스플레이 창의 왼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바뀐 숫자가 깜빡인다면 제빙을
    완료하는데 남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2. 얼음 만들기 사이클이 완료되고, 제빙 공정이 시작되면       가 깜빡거리며, 외부 파이프는
    전자파 밸브를 통해 물탱크에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의 화살표는 물이 표준 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깜박이고, 도달 후에는      가 꺼지고
    장치는 다음 얼음 만들기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물이 표준 수위에 도달할 수 없을 때,      는 꺼지지 않으며 제품은 작동을 멈춥니다. 
    물이 부족하여 장치가 정지하면 15분 후에 자동으로 가동됩니다.
    참고 : 얼음 만들기 주기는 약 11-20분이며, 얼음 만들기 시간은 주변 온도와 수온 변화에 
    따라 변경됩니다. 
    특히 첫 번째 얼음 만들기 사이클은 물탱크의 높은 수온 때문에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빙 사이클은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3. 얼음 두께 조절
 - 디스플레이 창 왼쪽 하단에 있는 숫자는 얼음 만들기 시간의 설정이며, 기본값은 "0"이고,
   "+"를 한번 누르면  얼음 만들기 시간이 1분이 추가되고 얼음이 더 두꺼워집니다.
 -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제빙 시간이 1분 줄고, 얼음이 더 얇아집니다.
 - 제어판의  "+", "-"버튼을 눌러 조절합니다.
 - 기계를 재가동하면 설정값이 0이 됩니다.
 - 수질이 좋지 않을 경우, 얼음의 질도 떨어지며 얼음의 투명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4.        표시등이 켜지면, 제품은 운전을 중지합니다. 얼음을 꺼내면, 제품은 다시 얼음을 
    생산합니다.

조명 전원예약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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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치 종료
 - 얼음을 만드는 동안 제어판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장치가 종료되고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 얼음을 만드는 동안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장치가 탈빙 공정에 직접 들어가고,
    이 기능은 얼음판의 얼음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계를 종료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6. 예약 설정 - 1~24시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예약 설정 방법
   예약 버튼을 누르십시오. 
   기본 예약시간은 디스플레이 창에서 "1H"로 표시되며 "+" 버튼을 눌러 필요한 예약시간을 
   조정하십시오. 
   "+" 버튼을 누를 때마다 1시간씩 추가됩니다.
   "-" 버튼을 눌러 예약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조정 과정 동안, 숫자 하단 모서리의 "H"가 깜박이고, 5초 동안 누르지 않고 깜박이면 
   "H" 문자가 깜박임에서 항상 표시됨으로 변경됩니다.(예약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기 상태 디스플레이 창에서 "5H"는 장치가 5시간 후에 자동으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제빙 상태 디스플레이 창에서 "5H"는 장치가 5시간 후에 자동으로 정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디스플레이 창에서 "H"는 기계가 현재 타이밍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의 숫자는 점점 더 작아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0"이 되면 예약 설정이 끝나고 장치가 필요한 모드로 들어갑니다.
- 예약 설정 취소 방법
   예약 설정이 되어있을 때(디스플레이 창에 XX H가 표시됨), 예약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디스플레이창에 "H"가 꺼지면 예약 설정이 취소됩니다.
   장치에 예약이 되어있을 때 왼쪽 하단 모서리의 디스플레이 영역에는 예약과 빙질 설정 시간이 
   표시되며, 설정 5초 후 시간이 저장됩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강제로 예약 설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
 -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의 시작 : 물 파이프 전체를 연결한 다음, 전원을 연결한 후 5초 동안 
   컨트롤 패널의 예약/세척 버튼을 누르면 셀프 자동세척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 이 시점에서       표시등이 켜지며 숫자 표시창은 남아 있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 물 펌프는 8분 동안 작동하고 3분 동안 중지됩니다. 
 -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 또한 물 펌프가 중단되면 물이 자동으로 물탱크로 공급됩니다.
 -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의 취소 :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OFF-상태에 들어갑니다. 
 - 또한 컨트롤 패널의 전원 버튼을 누를 경우, 강제로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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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용방법

제빙기 작동 시, 여러 가지 소리가 발생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로 인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바닥이나 벽면, 캐비닛과 같이 표면이 단단할 경우 실제보다 더 크게 소리가 발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이클에서 물탱크로 물이 주입될 때, ‘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냉매 또는 물 라인에서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제빙기의 상부에 보관된 물건 또한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고효율 압축기는 진동 또는 높은 음의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증발기 판으로 물이 공급될 경우, 첨벙거리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발기에서 물탱크로 물이 공급될 경우, 첨벙거리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이클이 종료될 경우, 콸콸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냉매가 제빙기로 공급되어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콘덴서에서 팬으로 인해 공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빙 동안, 얼음이 얼음 통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제빙기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빙기는 얼음을 생산한 이후 헹굼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빙기 작동 시, 발생하는 소리와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품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소리

1. 제빙기의 증발기에서 모든 얼음조각이 나오도록 합니다.
2. 제품의 전원을 끄고, 전원 코드 플러그의 연결도 해제합니다.
3. 메인 시스템으로의 물 공급을 중지합니다.
4. 물 유입구 밸브에서 물 공급 호스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5. 물탱크에서 물을 배수할 때, 제빙 및 물탱크 부품 그림의 “H”로 표시된 물탱크의 물 배수 파이프를 당깁니다.
   남아 있는 물 모두 배수한 후에, 물탱크의 물 배수 파이프를 다시 설치합니다.
6. 제품 구조 그림에서 제품 후면에 “7”로 표시된 물 배수 포트에서 물을 배수 시킵니다.
7. 물 배수 파이프와 물 배수 파이프라인 또는 바닥 배수 선의 연결을 해제하고 배수 캡을 다시 꽂습니다.
8. 도어를 개방하여, 공기를 순환시키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9. 재사용 전까지 물 공급 호스와 전원 코드를 제거합니다.
10. 제품의 내부를 건조하고 외부를 닦습니다.
11. 먼지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봉지로 덮습니다.

제빙기 장기 미사용 시 준비사항

제빙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시스템에 남아 있는 물 모두를 배수해야 
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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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이나 연기를 사용하여 제빙기를 청소/살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경우 플라스틱 부품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 년에 한번 서비스센터로 접수하여 응결기를 점검하면 제품을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반드시 물을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제품을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높인 상태에서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제품을 청소하고
적절한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명시된 관리 기간은 일반적인 조건을 기초로 합니다.
애완동물이 있거나 또는 외부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청소 주기를 짧게 해야 합니다.

얼음 통에 얼음 이외에 다른 물건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와인이나 맥주병 같은 물건은 위생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떨어진 라벨이 배수 파이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

도어와 캐비닛은 따뜻한 물 7.5L에 주방용 세제 28g을 섞은 순한 세제와 따뜻한 물로 청소합니다. 
솔벤트-기반 또는 마모성 세제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고, 깨끗한 물로 헹구도록 합니다. 
물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부드럽고, 깨끗한 타월로 닦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의 경우 염소 가스에 노출된 경우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반드시 닦아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의 경우 중성세제와 따뜻한 물 그리고 축축한 천으로 청소합니다. 
마모성 세제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참고 :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스파나 수영장과 같이 염소 가스나 수분에 노출이 될 경우,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염소 가스로 인한 변색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외부 청소

청소 및 관리 방법

청소 또는 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전, 제빙기에 전원 공급을 중지합니다.
(예외: 제빙기의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경 고

제빙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사용 이전에 제품을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또는 살균 용액의 사용과 관련해 지침을 주의하여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이후 제빙기에 용액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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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를 청소할 때, 솔벤트 세제 또는 마모성 세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세제의 경우 얼음의 맛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내부를 변색시킬 수 있습니다.경 고

얼음 통은 자주 살균 처리합니다. 처음 제빙기를 사용하기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통을 청소합니다.
얼음 시스템을 청소한 이후와 얼음 통이 비어 있을 때 살균 작업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1. 제품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2. 도어를 열고, 깨끗한 천으로 가정용 표백제 또는 염소 28g과 뜨거운 물 (35 ℃ ~ 46 ℃) 7.5L로 만든 
   살균액으로 내부를 닦아주십시오.
3. 깨끗한 물로 완전히 헹굽니다. 버릴 물은 배수 파이프를 통해 배수합니다.
4. 제품에 전원을 다시 연결합니다. 얼음 주걱은 다른 음식용기들처럼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내부 청소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제빙기의 메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1. 물탱크 그리고 제품의 다른 내부 부품을 청소할 때, 청소 및 관리 방법을 참조합니다.
   특히, 증발기의 물 분배 파이프는 압축기와 물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물 분배 파이프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양이 공급될 경우, 물 분배 파이프를 주의하여 청소합니다. 
   아래에서 표시한 물 분배 파이프의 작은 구멍을 청소하고,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원래의 위치로 
   다시 설치합니다.
2. 증발기 표면에 얼음이 있으며, 얼음을 쉽게 제거할 수 없을 경우, 강제로 얼음을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누를 경우, 얼음 녹음 과정에 들어갑니다. 조금 지날 경우, 큰 얼음은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 증발기 표면을 청소할 수 있도록 장비의 전원 연결을 해제하고 플러그 연결도 해제합니다.

제빙 부품의 청소

분수관

증발기

먼저 위로 당기고
옆으로 이동시킵니다.

물 분배 파이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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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빙기용 세제 또는 살균제를 사용하는 취급하는 경우 고무장갑과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경 고

내부 부품을 청소한 이후, 부품을 원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제품을 다시 작동하고, 처음 생산된 얼음은 버리도록 권고합니다.권고사항

제빙기가 작동되는 동안 물에서 나온 광물은 한 번 퇴적이 되면, 실제로 물 시스템에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을 정기적으로 청소할 경우, 광물이 퇴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소 주기는 물에 광물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광물이 4-5L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제빙기의 전원 연결을 해제합니다. 제빙기에 물을 공급한 상태로 유지하고 배수-파이프도 연결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한편 메인 시스템의 수도꼭지는 잠급니다.
2. 도어를 열고, 남아 있는 얼음을 모두 제거합니다. 얼음은 버리거나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3. 세제 용액을 만듭니다. 경수 연화제 세제와 물을 섞어 세제 용액을 만듭니다.

용량이 4리터를 넘는 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고, 온도가 50-60℃ 따뜻한 물 2.8 리터에
경수 연화제 (Nu-Calgon Nickle) 300ml을 혼합합니다. 
그런 다음 용액을 2개의 컵에 같은 양으로 나눕니다. 컵에 있는 용액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수 연화제 제빙기용 세제를 사용한 청소

3. 물탱크 및 얼음가득 감지판
   얼음을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물탱크와 얼음가득 감지판이 중요합니다.
   중성 세제 & 물 혼합물을 분무기에 넣은 다음 탱크 & 얼음판의 내부 면에 분사합니다.
   표면을 깨끗한 천으로 청소합니다. 그런 다음 표면에 물을 뿌리고, 건조한 천으로 닦습니다.
   제빙 및 물탱크 부품 그림에 “H”로 표시된 물탱크의 물 배수 파이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물을 배수합니다.
   물을 모두 배수하였을 때, 물탱크의 물 배수 파이프를 다시 설치합니다.

얼음가득
감지판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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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벤트-기반의 세제를 사용하거나,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세제 용기에 명시된 안전 지침을 주의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후 처음 생산된 얼음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 고

4. 탱크의 배수 파이프가 탱크 벽의 슬롯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물탱크에 용액을 한 컵 붓고, 5분 동안 기다립니다.

5. 제빙기의 전원을 켜고 컨트롤 패널의 세척 버튼을 5초 이상 누를 경우,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펌프는 한 사이클 동안 8분 동안 운전하고 3분 동안 정지합니다.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클린” 표시등이 들어오고
   숫자 표시창은 남아 있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6.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20분 후, 물탱크의 배수 파이프를 뽑고, 청소 용액을 
   얼음 통으로 배수합니다. 청소 용액을 완전히 배수할 수 있도록 제품을 흔듭니다. 
   그런 다음 물탱크의 슬롯에 배수 파이프를 다시 설치합니다.
7. 제빙 시스템을 다시 청소할 때 위 4-6단계를 반복합니다.

8. 그런 다음 메인 시스템의 수도꼭지를 개방하고, 물이 제품에서 배수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패널의 세척 버튼을 5초 이상 눌러,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펌프는 한 사이클 동안 8분 동안 운전하고 3분 동안 정지합니다.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들어오고 숫자 
   표시창은 남아 있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 배수 파이프, 증발기, 물 펌프, 실리콘 파이프, 물탱크를 물로 헹굽니다.
9. 셀프 자동 세척 프로그램이 완료된 이후, 물탱크의 배수 파이프를 뽑고, 청소 용액을 얼음 통으로 배수합니다.
   청소 용액을 완전히 배수할 수 있도록 제품을 흔듭니다. 그런 다음 물탱크의 슬롯에 배수 파이프를 다시 
   설치합니다.
10. 위 8-9단계를 2차례 반복합니다.
11. 얼음 통을 청소할 때 위에서 명시한 프로그램을 따릅니다
12. 특별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정상적인 제빙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후 처음 생산된 얼음은 버리도록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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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 해야 하는 청소
   얼음 주걱, 도어, 물 분배 파이프는 매일 청소해야 합니다.
   하루의 사용이 끝나면, 얼음 주걱을 헹구고 도어의 양 면은 깨끗한 천으로 닦습니다.
2. 보름마다 해야 하는 청소
   얼음 주걱, 얼음 통, 물탱크, 얼음가득 감지판과 증발기 표면은 내부 청소 프로그램에 딸 15일에 한 번씩 
   청소합니다. 
3. 6개월에 한 번 해야 하는 청소
   보관 통, 물탱크, 도어, 증발기, 물 펌프, 실리콘 튜브, 물 분배 파이프 등 물이나 얼음에 노출된 모든 부품과 
   표면은 경수 연화제 제빙기용 세제로 사용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해야 합니다.
   제빙 어셈블리 시스템의 청소 프로그램에 따라 반드시 안전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권고사항



점검 및 조치요령

문제해결

26

점
검
 및
 조
치
요
령

제빙 과정에 들어가지만,

표시

표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며,

표시가 깜빡입니다.

물 펌프가 작동하지만,
물 분배 파이프에서
물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얼음의 투명도가
좋지 않습니다.

얼음의 모양이
불규칙적 입니다.

얼음이 매우 얇습니다.

얼음이 지나치게 두껍습니다.

제빙 사이클이 정상이지만,
얼음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음

물 레벨 감시 스위치의 플로팅
볼이 차단되었거나, 상승하지 않음

물탱크에서 물이 누출

물탱크의 물 배수 파이프에서
물이 누출

물 공급 호스 파손 또는 물의
공급이 매우 느림

물 분배 파이프에 있는
구멍이 막힘

물의 질이 좋지 않음

물의 질이 좋지 않거나
물탱크가 매우 더러움

물 분배 파이프에 있는
구멍이 막힘

주변 온도가 지나치게 높음

제품 주변의 공기 순환이
좋지 않음

주변 온도가 지나치게 낮음

얼음 통에 얼음이 가득 찬 상태

주변 온도 또는 물탱크 내 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음

냉매 유출

냉각 시스템 튜브 막힘

메인 공급 압력을 점검하거나 물 공급

호스가 막혔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압을 높이거나 호스를 청소합니다.

물탱크와 물 레벨 감지 스위치를
청소합니다.

제품을 경사진 장소가 아닌 
평평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파이프를 뽑고, 다시 물탱크의 슬롯으로
적절하게 설치합니다.

메인 공급 압력을 점검하거나 물 공급
호스가 막혔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압을 높히거나 호스를 청소합니다.

구멍을 청소합니다.

물의 공급을 바꾸거나 물을 여과하기
위해 물필터를 사용합니다.

물탱크를 청소하고,새로운 물로 바꿉니다.

물 분배 파이프를 청소하고, 구멍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온도가 낮은 장소로 옮기거나 제빙 주기
시간을 늘립니다.

제품 후면과 벽면의 간격이 최소 20cm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제빙 사이클 시간을 줄입니다.

얼음 일부를 버립니다.

온도가 32℃ 이하인 장소로 이동하고,
수온이 낮은 물로 교체합니다.

기술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비 기술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결방안원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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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부 E1 표시 - 외부 온도 센서 고장 
2. 조작부 E2 표시 - 흡입 튜브 온도 센서 고장 
3. 얼음을 생산하는 동안,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누를 경우, 장치는 제빙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제빙 프로그램 이후, 제빙 과정에 들어갑니다.
4. "물 부족" 표시 - 물 공급 압력이 낮거나 물 공급 호스가 막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을 공급할 때까지 6분 이상이 걸리고, 물 레벨 감지 스위치를 연결할 수 없으며 표시등이 켜집니다.
    이는 물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에러표시

본 제품의 포장재는 국가 법률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포장재에 표기된 표시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제품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국가 및 지역별로 정해진 수거 및 폐기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포장재 및 폐제품 처리



제품 판매시에 보증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   품   명

모   델   명

업소용제빙기

보 증 기 간 구입일로부터 12개월

LIM-3500B

상 호 : 성 명 :구입대리점

구 입 금 액

구 입 일 자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기준 비             고

고   객   명

-  본 제품은 당사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그 품질을 보증합니다.  
-  제품의 교환, 환불 및 무상 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보증기간 내의 제품의 결함으로 고장이 생겼을 때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리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은
실비로 유상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부품보유기간 : 5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1개월 이내에 중요 부품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정

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

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무상수리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본 제품의 중요한 수리

- 압축기 고장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서 10%
를 가산하여 환불
( 최고 한도 : 구입가격 )

구입가 환불

구입가 환불

교환 불가능 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

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품질보증기간 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

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

우

■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  유상서비스 안내
보증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소정의 수리 비용
(출장비, 부품비, 수리공임)을 받고 수리하여 드립니다.
1)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전기 정격 전원을 잘못 사용하여 고장이 난 경우
3) 필터를 청소하지 않아서 고장이 난 경우
4) 본사에서 지정하지 않는 자가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5) 경고나 주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경우
6) 천재지변 (화재, 수해, 염해, 낙뢰, 풍수해, 지진 등 )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지원센터 : 1899-8846



◆ 제품의 외관, 시방 등은 제품개량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제품 출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