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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린나이 제품을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서를 읽고 사용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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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세요.

▶ 읽고 난 뒤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지시사항을 위반하면 사망이나 증상 등의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지시사항을 위반하면 다치거나 집 또는 가구 등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주세요.

전원 콘센트는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 주세요.

전원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동시에 꽂아서 사용하면 
콘센트 부분이 
이상 발열하여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플러그가 제품 뒷면에 

눌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전원 플러그가 손상되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무거운 물건 및 기타 다른 물건을 

위에 올려 놓지 마세요.

제품의 문을 여닫을 때, 
떨어져 다칠 수 있으며, 
제품 성능, 수명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미자격자가 제품의 분해·수리·개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치거나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과 조작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기호입니다. 위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깊게 살펴보고 지시에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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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제품 외부나 내부에는 물을 뿌리지 마세요.

전기 부품의 절연이 나빠져 
감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자나 그 서비스
대행점 또는 유자격기술자에 의해 코드 교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전원 플러그에 먼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핀을 끝까지 
확실히 꽂아 주세요.

먼지가 부착되거나 접속이 불안전한 
경우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옥내에만 설치해 주세요.

옥외설치는 제품손상 및 냉각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옥내 전용 입니다. 

냉장고에서 타는 냄새,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 플러그를 빼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침수된 냉장고는 반드시 
서비스 후 사용하세요.

감전,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기계실 등)에 손가락이나 
젓가락 등의 막대기를 
넣지 마세요.

제품을 버릴 때는 문의 패킹을 
떼어 내세요. 또한, 어린이가 
노는 곳에는 제품을 
버리지 마세요.

어린이가 들어가면 갇히게 
되어 위험합니다.

전원 플러그 길이를 연장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전원선의 전기적 손상 등으로 
감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코드를 손상시키거나, 가공하거나,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잡아당기거나, 
비틀지 마세요.

전원 코드가 손상되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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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 주세요.

▶ 통풍이 좋아야 냉각력이 좋아지므로 냉장고 주변
에 그림과 같이 적당한 간격을 두세요.

▶ 냉장고 상측이 밀폐되거나 통풍이 나쁘면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곳은 피해서 설치해 주세요.

▶ 주위 온도가 5°C이상 43°C 이하인 곳에 설치해 
주세요. 설치 장소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도록 제품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세요

전원 연결시 정격전압을 확인하세요.

▶ 본 제품은 220V 전용이므로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정격전압을 확인하세요.

▶ 전원이 110V지역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사용시 아래측 그림 참조)

▶ 전원이 110V지역은 한국전력공사에 
220V승압공사를 의뢰하면 해 드립니다.

※ 주의: 용량이 부족한 트랜스는 위험합니다.

이런 곳에는 접지하지 마세요.

▶ 가스관, 수도파이프, 피뢰침, 전화선
연결부에는 절대로 접지하지 마세요.



80%

1

올바른 식품저장방법

식품저장방법

문을 자주 여닫지 마세요.

▶ 문을 자주 열게 되면 냉장고 안의 찬공기가 
빠져나가 냉각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 냉장고는 일반 음식점용 식품을 보관하는
제품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장기보관 시 식품이 변질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식품의 상태를
확인 해 주세요 (이틀에 한번)

특히, 특정목적으로 계절성 과일을 장기간 
보관하지 마세요.

예) 고가의 산삼, 인삼, 딸기, 자두 외…

저온에서 상하기 쉬운 식품은 

보관하지 마세요.

▶ 바나나, 파인애플, 메론 등 저온에서 상하기 
쉬운 과일이나 식품은 보관하지 마세요.

▶ 인삼, 산삼 등 수분이 많은 식품 보관시 얼 수 
있습니다.

병종류는 냉장실에 보관하세요.

▶ 병종류를 냉동실에 넣으면 얼어서 깨지기 
쉬우며 즙이나  물 종류는 그릇의 80% 정도만
채워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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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장시 참고하세요

식품저장방법

식품은 신선도가 제일입니다.

▶ 해동과 냉동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구입 당시 
식품의 신선도가 맛과 영양을 더욱 좌우합니다.

해동 후 바로 조리하세요.

▶ 냉동식품을 녹인 상태로 장시간 놓아두면 맛과 
영양이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할 염려가 있으므로
해동 후에는 바로 조리하도록 하세요.

2~3시간 지난 후 식품을 넣어주세요.

▶ 냉장고를 가동시킨 후 2~3시간 지난 다음 
냉장고 안이 충분히 차가워졌을 때 식품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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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에가 녹은 물은 냉동실 및 
냉장실 아랫면에 있는 배수 
마개를 뽑으면 배수관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배수 후 배수마개는 꼭 
막아 주세요.)

▶ 송곳이나 칼 등의 예리한 
금속으로 성에를 제거하지 
마세요. 
제품 내 측면이 긁혀 제품을 
상하게 합니다.

▶ 성에 제거가 끝나면 내부를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고 
운전시켜 주세요.

사용방법

방법-Ⅱ:전원을 끄고, 냉동고 내부의 보관식품을 꺼낸 후

구 분

냉동고의 문을 열어두고
자연적으로 성에가
제거되게 합니다.

문을 열어두고
선풍기로 불어서 
강제로 녹이면 보다 빨리 
제거가 됩니다.

냉    동    실

성에제거시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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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용하지 마세요.

▶ 연마제, 석유 벤젠, 신나, 염산이나 끓는 물,
거친 솔 등은 제품 외관이나 부품을 상하게 하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청소가 끝난 후에는

전원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전원플러그에 이상 발열 현상이 없는지

전원플러그가 전원콘센트에 헐겁게
꽂혀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1.

2.

3.

청소할 때는



2

▶ 

▶ 

2

냉장고의 이상 증상 점검

다음과 같을 때는 고장이 아닙니다.

제품 바깥 쪽에 이슬이 맺힐 때

▶ 설치장소의 습도가 높거나 장마철, 
비가 오는 날과 같이 습도가 높으면 제품 바깥
쪽에 이슬이 맺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 중의 수분이 제품의 차가운 면에 닿아 
이슬이 맺히는 것으로 습도가 매우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때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세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때

▶ 제품의 운전이 정지될 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제품 내부에 냉매가 흐르는 소리입니다.

냉장고 앞쪽이 따뜻할 때

▶ 제품 전면의 둘레 및 냉동실과 냉장실의 
칸막이부 및 문닫힘부는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히터 및 핫트라인 파이프를 설치하여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열을 느끼게 되어도 이상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배송 받은 냉장고 안쪽에 물기가 고여있어요.

▶ 배송 받은 냉장고 안쪽에 고여 있는 물기 또는 이슬은 공장 생산 및 성능 실험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용여부 또는 
성능과 관계가 없습니다.

냉장고 안쪽에 이슬이 맺힐 때 

▶ 설치 장소의 습도가 높을 때 문을 오래 열어 
두거나 수분이 많은 식품을 덮개없이 보관하면 
수분이 이슬이나 얼음으로 되어  냉동실과 
냉장실 벽면에 붙는 일이 있습니다.

▶ 자동 제상기능 작동으로 인하여 냉장실 내부 
벽면에 붙어 있던 얼음이 녹아 물방울이 생길 수 있
으며 얼음 제거 후 운전으로 자동복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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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을 위해 참고하세요

필요 이상으로 
제품의 문을
자주 여닫지 
마세요.

뜨거운 음식물을 곧바로 
넣지 마세요.

오랫동안 문을 
열어놓지 마세요.

필요 이상으로 제품 
안을 차갑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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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서 

린나이       

린나이 

린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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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mm 805mm

1909mm

(RRF-EB25CF 적용) 

(RRF-EB25F, RRF-EB25C 적용) 

`

640mm 805mm

190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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