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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the possibilities
삼성전자 냉장고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웹 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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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장점
제품의 주요 특장점

구입하신 양문형 삼성 냉장고는 공간 절약 능력뿐 아니라 혁신적인 보관 능력과 절전 기능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 독립 냉각 방식
냉장실과 냉동실에 별도의 냉각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 냉각 방식 덕분에 냉장실과 냉동실의 
냉각 효율성이 더 뛰어납니다. 또한 공기 유동 시스템이 따로 작동하므로 한쪽 수납칸의 냄새가 다른 
수납칸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 Cool Select PantryTM (RF267)
The Cool Select pantryTM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폭이 가장 긴 서랍입니다.

 
• 더 커진 수납 공간

이 냉장고는 빌트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그대로 살린 채 더 많은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 Secure Auto Close
Secure Auto Close는 살짝 열려 있는 문을 자동으로 닫는 기능입니다.

•미니 제빙기
제빙기로 각얼음이나 분쇄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표시부와 온도 조절 장치

• 정수 시스템

• 문열림 경보
냉장고 문이 열려 있으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 기울임 포켓
기울임 포켓은 적은 양의 냉동 식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열림 서랍
냉동실 상단 서랍은 냉동실 문을 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 간편 손잡이
힘들이지 않고 냉동실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Energy Star
Energy star 표시가 붙은 제품을 사용하면 전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모델 번호와 
일련 번호를 적어 두세요. 모델 번호와 일련 번호는 
냉장고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모델 번호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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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새로 구입하신 삼성 프렌치 도어 냉장고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용설명서를 읽어 새 냉장고의 
특징과 기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익혀 두세요.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독이나 지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를 포함하여) 신체적, 감각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이 냉장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 지시사항은 다양한 모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므로, 구입하신 냉장고의 특징과 이 사용설명서에 
나온 냉장고의 특징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1-800-SAMSUNG에 문의하거나 www.
samsung.com에서 도움말과 정보를 찾아 보세요.

주요 안전 기호 및 주의사항:

경고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위험한 행동.

주의
경미한 부상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위험한 행동.

주의

냉장고를 사용할 때 화재, 폭발, 감전 또는 신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아래 나온 
기본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하세요.

시도하지 마세요.

분해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지시를 잘 따르세요.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으세요.

반드시 냉장고를 접지하여 감전을 예방하세요.

서비스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세요.

위 경고 표시는 사용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부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따라 주세요.

다 읽고 나서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설치 시 엄중 경고 기호
•  습한 곳이나 물과 닿을 수 있는 곳에 냉장고를 설치하지 마세요.
   - 전기 부품의 절연성 저하로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냉장고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에 놓거나 스토브나 실내 난방기 같은 제품의 열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  멀티탭 하나에 여러 제품의 플러그를 꽂지 마세요. 냉장고는 항상 정격 표시판과 일치하는 정격 
전압을 갖춘 전용 콘센트에 꽂아야 합니다.

   -  이렇게 해야 최고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으며, 배선 과열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옥내 배선 
회로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_3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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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를 안전하게 접지해야 합니다.
   -  냉장고의 어떤 부분이든 검사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냉장고가 접지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전으로 인해 심각한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관, 전화선, 그 외 피뢰침처럼 작용할 수 있는 물체에는 절대 접지하지 마세요.
   -  접지 플러그를 잘못 사용하면 감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장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3피스 접지 플러그가 있는 3선 연장 코드와 제품의 

플러그를 꽂을 3구 콘센트만 사용하세요. 연장 코드의 표시 정격은 AC115-120V, 10A 
이상이어야 합니다. 접지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 박스를 완전히 접지하세요.

•  전원 코드가 파손되면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 대리점에서 바로 교체하세요.

• 벽면 콘센트가 느슨하면 전원 플러그를 끼우지 마세요.
   -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코드 선 부분 또는 코드 양끝에 찢어지거나 닳은 흔적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 전원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누르지 마세요.

•  냉장고 플러그를 뺄 때 절대로 전원 코드를 당기지 마세요. 항상 플러그를 꽉 잡고 콘센트에서 
직선으로 당겨 빼내세요.

   -  코드가 손상되면 단락, 화재,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가까이에서 에어로졸을 사용하지 마세요.
   -  냉장고 가까이에서 에어로졸을 사용하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에 따라 냉장고를 올바로 설치 및 배치해야 합니다.

• 코드를 빼서 전원 플러그를 올바른 위치에 연결하세요.
   -  전원 플러그를 거꾸로 연결하면 전선이 차단되어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를 옮길 때에는 냉장고가 뒤집히거나 전원 코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이렇게 하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  냉장고 뒷면에 눌려 전원 플러그가 뭉개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세요.

• 아이들 손에 포장재가 닿지 않도록 하세요.
   -  아이들이 포장재를 머리에 쓰면 질식해 사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설치 후에도 플러그에 쉽게 손이 닿도록 적절한 위치에 냉장고를 설치하세요.
•  처음 플러그를 꽂아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보호용 플라스틱 필름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주의       설치 시 주의 기호
•  평평한 표면 위에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세요.
   -  냉장고가 수평을 이루지 않으면 내부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냉장고 커버 또는 마운팅 구조의 통기구가 장애물에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 설치 후 2시간 동안 냉장고를 세워 놓으세요.

     사용 시 엄중 경고 기호

•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끼우지 마세요.
• 냉장고 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
   -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 물건이 떨어져 부상이나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물을 담은 용기를 냉장고 위에 올려 놓지 마세요.
   -  물이 쏟아지면 화재,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아이들이 냉장고를 갖고 놀지 않도록 잘 감독해야 합니다.
• 아이들이 문에 매달리지 못하게 하세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냉장고 안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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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의 내부 램프를 교체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빼주세요.
   -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아이들이 냉장고를 갖고 놀지 않도록 잘 감독해야 합니다.
• 병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간격 없이 촘촘히 붙여서 넣어야 합니다.
• 이 제품은 가정에서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가스가 샐 때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을 치우고 냉장고가 설치된 방을 몇 분 동안 환기하세요.
•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 대리점에서 제공한 LED 램프만 사용하세요.

     사용 시 엄중 경고 기호

• 냉장고 밑 하단부에 손을 넣지 마세요.
   -  날카로운 모서리 때문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서랍 덮개를 밟고 올라가지 않게 하세요.
   -  서랍이 부서져 아이들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 냉장고에 식품을 무리하게 많이 넣지 마세요.
   -  냉장고 문을 열 때 물건이 떨어져 부상이나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젖은 손으로 냉동실의 안쪽 벽면이나 냉동실 안에 넣어둔 제품을 만지지 마세요.
   -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워터 디스펜서 구멍, 얼음 슈트, 제빙기 얼음통에 손가락이나 다른 물체를 넣지 마세요.
   -  부상이나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가까이에서 가연성 가스를 분사하지 마세요.
   -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휘발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  벤젠, 신나, 알코올, 에테르, LP 가스 등의 물질을 넣어두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과학 자재, 기타 온도에 민감한 제품을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  온도를 엄격하게 조절해야 하는 제품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유형이 아닌 전기 제품은 냉장고 안에 넣거나 냉장고 안쪽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  성에 제거를 돕는 기계 장치나 기타 수단도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유형이 아니면 사용하지 마세요. 

• 냉매 회로를 손상시키지 마세요.

•  냉장고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세요.
   - 화재, 고장,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

•  타는 냄새나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 플러그를 빼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 조명을 교체하기 어려우면 서비스 대리점에 문의하세요.

•  LED 램프가 장착된 제품의 램프 덮개와 LED 램프를 임의로 분해하지 마세요.
   - 서비스 대리점에 문의해 주세요.

•  냉장고 안쪽에 먼지나 물기가 생기면 전원 플러그를 빼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 기호
• 완전히 해동한 냉동 식품을 다시 얼리지 마세요.
    냉동실 수납칸에 탄산 음료나 발포성 음료를 넣어두지 마세요. 병이나 유리 용기를 냉동실에 넣지 

마세요.
   -  내용물이 얼면 유리가 깨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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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가 물에 젖으면 전원 플러그를 빼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세요.

• 서비스 보증 및 개조.
   -  제3자가 이 냉장고 완제품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경하거나 개조하면 삼성전자 보증 서비스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삼성전자는 이러한 제3자의 개조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통풍구를 막지 마세요.
   -  특히 비닐 봉지 등으로 인해 통풍구가 막히면 냉장고가 과냉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냉각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정수 필터가 망가져서 물이 샐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콘센트를 전원 공급장치에서 뽑아둔 경우에는 적어도 5분 이상 기다렸다가 다시 플러그를 
끼워야 합니다.

•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거나 장기간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냉장고를 비우고 전원 플러그를 
빼야 합니다.

   - 절연성 저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물기가 많으면, 물기를 닦아내고 문을 열어 두세요.
   - 악취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제품 성능을 최대한 높이려면,
   -  냉장고 뒷쪽 통기구 앞에 너무 바짝 붙여서 식품을 놓지 마세요. 냉장고 수납칸의 자유로운 공기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에 보관할 식품은 랩으로 잘 싸거나 밀봉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 물 탱크, 얼음 트레이, 워터 큐브는 식수로만 채우세요.

     청소 시 주의 기호
• 냉장고 안팎에 직접 물을 분사하지 마세요.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전원 플러그 핀에 묻은 이물질이나 먼지를 제거하세요. 전원 플러그를 청소할 때는 젖거나 축축한 
천을 사용하지 말고 핀에 묻은 이물질이나 먼지를 제거하세요.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청소와 수리를 하기 전에 냉장고 플러그를 뽑으세요.

주의

     폐기 시 엄중 주의 기호
•  아이들이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를 버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세요.
   - 문을 모두 떼어 내세요.
   - 아이들이 냉장고 안으로 쉽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선반을 제자리에 두세요.

•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품의 포장재를 폐기하세요.

•  아이들이 냉장고 안으로 쉽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선반을 제자리에 두세요. 폐기 전에 냉장고 
뒷면의 배관이 하나라도 파손되지 않게 하세요.

•  이 냉장고를 폐기할 때는 어린 아이나 동물이 안에 갇히지 않도록 문, 도어 패킹, 도어 래치를 떼어 
내세요. 

   아이들이 냉장고를 갖고 놀지 않도록 잘 감독해야 합니다.

•  사이클로펜테인은 단열재에 사용됩니다. 단열재 가스를 폐기할 때에는 특별한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 폐기에 관한 내용은 현재 관공서에 문의하세요. 폐기 전에 냉장고 
뒷면의 배관이 하나라도 파손되지 않게 하세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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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 도어 냉장고 설치하기
냉장고 설치 전 준비사항
삼성 프렌치 도어 냉장고를 구입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새로 구입하신 냉장고가 제공하는 최신 기능과 효율성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설치 장소 선택하기
•  급수관을 연결하기 쉬운 곳을 선택하세요.
•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은 피하세요.
•  바닥이 평평한지 확인하세요.
•   냉장고 문을 쉽게 여닫을 수 있을 만큼 주변 간격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   내부 냉각기의 공기 순환을 위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합니다. 
주변 간격이 충분하지 않으면 내부 냉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  현관, 문간, 천장, 계단 등의 폭과 높이를 모두 측정하여 최종 설치 장소까지 냉장고를 쉽게 운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 프렌치 도어 냉장고의 정확한 높이와 깊이는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   오른쪽, 왼쪽, 뒤쪽, 위쪽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세요.  
이렇게 하면 전력 소모를 줄이고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온도가 50°F(10°C) 미만인 곳에 냉장고를 설치하지 마세요.

일자형 드라이버(-)

조절다리

냉장고를 운반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바닥 손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앞쪽 조절다리를 (바닥보다 
높게) 위로 들어 주세요.
사용설명서의 ‘문 조절하기’(15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델 RF267AB / RF26VAB

용량(큐빅피트) 26

치수(인치)

폭(A) 35 ¾

외장 높이
힌지 포함(B) 70

힌지 제외(C) 68 ⅝

깊이
문 포함(D 35 ⅝

문 제외(E) 29 ⅛

A

E

C
D

B

A

E

C
D

B

냉장고를 설치, 수리하거나 냉장고 뒤를 청소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를 직선으로 빼내고, 작업이 끝나면 직선으로 밀어 
넣으세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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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설치하기
이제 새 냉장고를 제자리에 설치했으므로 냉장고의 특징과 기능을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계를 
마치면 냉장고를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1.  벽면과 냉장고 사이의 간격이 적당한 장소에 냉장고를 놓으세요. 
이 사용설명서의 설치 지시사항을 참조하세요. (9페이지, 최적의 설치 장소 선택하기)

2. 냉장고 플러그를 끼운 다음, 문을 열 때 실내 조명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3.  온도 조절 장치를 최저 온도로 맞추고 1시간 동안 기다리세요. 그러면 냉동실이 약간 싸늘해지면서 모터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4.  냉장고를 켜고 몇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온도에 도달합니다.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 냉장고에 식품과 

음료를 보관하세요.

0
1 설

치
하

기

냉장고 문 분리하기

최종 설치 장소까지 냉장고를 운반하기 위해 문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장고 문 분해하기
1.  문을 연 상태에서 일자형 드라이버로 힌지 상판을 

분리하고( 1  ) 문을 닫으세요. 
 
상판을 고정하는 나사 3개를 빼고( 2  ) 상판을 
분리하세요.

필요한 공구

2

1

십자형 드라이버 10mm 소켓 렌치 L자형 렌치(3/16”)

일자형 드라이버 펜치

아래 기재된 부속품을 확인하세요.

정수 필터
(DA29-00002B)

육각 렌치
(DA80-00002C)

패스너
(DA60-00143B)

압축 이음장치
(DA62-00305A)

압축 너트
(DA74-00070B)

적색 클립
(DA61-045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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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 도어 냉장고 설치하기

3.  소켓 렌치(10mm)로 왼쪽 및 오른쪽 문 상힌지에 달린 

육각 볼트 3개( 7  )를 분리하세요. 십자형 드라이버(+)

로 왼쪽 및 오른쪽 문 상힌지에 달린 접지 나사( 8  )를 
분리하세요. 

왼쪽 및 오른쪽 문 상힌지( 9  )를 분리하세요.

4. 냉장고 문을 수직으로 들어 올려 분리하세요.

5.  십자형 드라이버(+)로 왼쪽 및 오른쪽 문 하힌지에 

달린 나사 ( 10  )를 분리하세요. 
L자형 렌치(3/16”)로 왼쪽 및 오른쪽 문 하힌지에 달린 

육각 볼트 2개( 11  )를 분리하세요. 

왼쪽 및 오른쪽 문 하힌지( 12  )를 분리하세요.

7

8

9

10

12

11

2.  상부 마개 양쪽의 커넥터 2개( 3  )와 

왼쪽 문의 커넥터 1개( 4  )를 분리하세요. 

급수관 커플러의 진회색 부분( 6  )을 

눌러 튜브( 5  )를 분리하세요.
3

4

5

6

Dispenser
Door Tube

Cabinet
Tube

Dispenser
Door Tube

Cabinet
Tube

Red Clip
(1/4”)

Red Clip
(1/4”)

적색 클립이 커플러에 있으면 이를 분리한 후 
튜브를 분리해야 합니다.

3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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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켓 렌치(10mm)로 양쪽 육각 볼트 4개를 분리하세요.

5. 레일 위쪽으로 냉동실 문을 들어 올리세요.

2.  지지대 두 개( 2  )를 동시에 위로 잡아당겨 기울임 포켓( 1  )을 
분리하세요.

3. 아래쪽 바구니( 3  )를 레일 장치에서 위로 들어 올려 빼내세요.

1. 상단 서랍을 위로 들어 올려 빼내세요.

냉동실 서랍 분해하기

0
1 설

치
하

기

1

2

3

Slot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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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 도어 냉장고 설치하기
냉장고 문 다시 장착하기

냉장고 문 조립하기
1.  왼쪽 및 오른쪽 문 하힌지 ( 12  )를 분리하세요. 

십자형 드라이버로 왼쪽 및 오른쪽 문 하힌지에 나사 ( 10  )를 
끼우고 조이세요. 
L자형 렌치(7/16”)로 왼쪽 및 오른쪽 문 하힌지에 육각 볼트 2개

( 11  )를 끼우고 조이세요.

2. 문 아래 구멍을 문 힌지 위에 올리세요 ( 12  ).

힌지 마개는 쉽게 벗겨질 수 있으므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3.  문 위쪽 구멍에 상힌지( 9  )를 끼우세요. 

소켓 렌치(7/16”)로 왼쪽 및 오른쪽 문 상힌지에 육각 

볼트 3개( 7  )를 끼우고 조이세요. 

십자형 드라이버(+)로 왼쪽 및 오른쪽 문 상힌지에 

접지 나사( 8  )를 끼우고 조이세요.
9

7

8

12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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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설

치
하

기

5.  상판( 2 )을 제자리에 놓으세요. 십자형 드라이버(+)로 상판에 
나사 3개를 끼우고 조이세요. 문이 열리면 마개 상판( 1 )을 
다시 끼우고 문을 닫으세요. 

상판을 다시 장착할 때 힌지 덮개에 배선이 눌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1

냉장고 문 다시 장착하기

4.  디스펜서 도어 튜브(  5  )를 연결한 후 튜브를 
당기면서 커플러에 클립을 끼우세요. 왼쪽 

문에 커넥터 하나(  4  ), 상부 마개 양쪽에 

커넥터 2개(  3  )를 연결하세요.

3

4

Dispenser
Door Tube

Cabinet
Tube

Dispenser
Door Tube

Cabinet
Tube

Red Clip
(1/4”)

Red Clip
(1/4”)

클립은 상부 마개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Dispenser
Door Tube

Cabinet
Tube

Dispenser
Door Tube

Cabinet
Tube

Red Clip
(1/4”)

Red Clip
(1/4”) 5

3

디스펜서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려면 디스펜서 도어 튜브( 5  )를 
표시선까지 완전히 삽입해야 합니다.주의

커플러

디스펜서 도어 튜브

캐비닛 
튜브

적색 클립
(1/4”)

디스펜서 도어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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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장고 옆쪽의 뚫린 구멍에 냉동실 문 앞판을 장착하세요.

3.  소켓 렌치(10mm)로 육각 볼트 4개를 완전히 조이세요.

4.  아래쪽 바구니( 6  )를 레일 장치에 끼우세요.

5.  기울임 포켓 양쪽 끝( 7  )을 선반받이에 걸고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눌러 주세요.

7

8

SlotSlot

SlotSlot

6

SlotSlot

냉동실 서랍 조립하기

프렌치 도어 냉장고 설치하기

1. 캐비닛 양쪽 레일을 끝까지 빼내세요.



설치하기 _15

0
1 설

치
하

기

문 조절하기

이제 냉장고 문을 다시 장착했으므로 최종 조절을 하기 전에 냉장고가 수평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고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면 냉장고 문이 완벽한 수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왼쪽 문이 오른쪽 문보다 낮을 때.
왼쪽 조절다리 홈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꽂고,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왼쪽 문의 수평을 
맞추세요.

왼쪽 문이 오른쪽 문보다 높을 때.
오른쪽 조절다리 홈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꽂고,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오른쪽 문의 수평을 
맞추세요.

조절다리를 사용하여 미세 조절을 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문을 미세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조절다리

일자형 드라이버(-)

일자형 드라이버(-)

조절다리

확장 선반용 지지대 조절하기(RF26V)

1

2

1. 확장 선반을 떼어 내세요.

2.  고리 1 를 눌러 이동식 지지대 2

를 아래로 내리세요.

3.  아래쪽 위치에 확장 선반을 걸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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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 도어 냉장고 설치하기
냉장고 문 간격 조절하기

냉장고 문이 모두 완벽한 수평을 이루려면 냉장고의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냉장고 수평 조절에 관한 앞쪽 내용을 참조하세요.

1.  냉동실 서랍( 1  )을 당기면 하힌지( 2  )가 보입니다.

2.  동봉된 L자형 렌치( 3  ) 를 하힌지 축( 4  )에 끼우세요.

3.  육각 렌치( 3  )를 시계 방향( ) 또는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돌려 높이를 조절하세요.

육각 렌치를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돌리면 문이 위로 올라갑니다. 

1.   문을 조절한 후, 펜치( 6  )를 사용하여 동봉된 패스너( 5  )를 힌지-그로멧( 7  )과 하힌지( 8  ) 사이 틈새에 
끼우세요. 삽입할 패스너의 수는 틈새에 따라 다릅니다.

냉장고에 동봉된 패스너는 2개입니다. 각 패스너-링의 두께는 0.04인치입니다.

왼쪽 문이 오른쪽

문보다 낮을 때.

왼쪽 문이

오른쪽 문보다

높을 때.

조절 부위

조절 부위

3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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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서랍 수평 조절하기

1.  냉동실 서랍에 높이 조절기( 1  )를 대세요. 

     십자 나사 4개( 2  )를 살짝 풀어 문을 느슨하게 만드세요.

2.   십자형 드라이버(+)로 컨트롤러 나사( 3  )를 
느슨하게 풀어 주세요.

3.  문 경사와 나란하도록 최적의 수평을 찾으세요.

냉동실 서랍

조절부위

1 2

3

예) 경사는 아래 그림과 같이 0.08”(2mm) 정도입니다.

- 높이 조절기를 +2.0으로 돌려 문의 경사를 줄이세요.

경사

기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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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 도어 냉장고 설치하기
워터 디스펜서 라인 점검하기
워터 디스펜서는 새로 구입하신 냉장고의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정수 필터가 물에 들어 
있는 불필요한 입자를 없애 줍니다. 하지만 미생물을 살균하거나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살균이나 소독을 원하면 
정수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제빙기를 제대로 작동하려면 20~125psi 정도의 수압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170cc(5.75oz.) 컵을 10초 내에 채울 수 있습니다.

수압이 낮은 곳(20psi 이하)에 냉장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스터 펌프를 설치하여 낮은 수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쪽 물 저장 탱크에 물을 충분히 채우세요. 물 배출구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워터 디스펜서 레버를 
누르면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급수관 설치 키트는 매장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급수관 설치 키트는 구리 배관과 ¼인치 
압축 너트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수관에 연결하기

1. 먼저 주 급수부를 차단하세요.
2. 가장 가까운 음용수관(냉수)을 찾아 파이프 클램프와 차단 밸브를 설치하세요.
3. 급수관 설치 키트를 차단 밸브에 연결하세요.

1 냉수관

2 파이프 클램프
3 급수관 설치 키트

4 차단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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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배관 Ⓑ의 성형 단부(벌브)가 없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급수관 설치하기

냉장고에 급수관 연결하기
급수관을 연결하려면 여러 가지 품목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가까운 철물점에서 한 벌로 판매됩니다.

식수원에만 급수관을 연결하세요.
급수관을 수리하거나 분해해야 하는 경우에는 누수 없이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배관을 1/4인치 
자르세요.

¼인치 압축 너트 
플라스틱 배관

구리 배관

페럴

정수 필터 설치하기

1. 정수 필터 덮개( 1  )를 분리하세요.

2.  고정된 마개( 2  )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분리하세요. 
필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마개를 보관하세요.

3.  그림과 같이 정수 필터( 3  )를 상자에서 분리하고 교체 
표시 스티커(표시 스티커는 상자에 들어 있음)를 필터에 
붙이세요. 6개월 후의 날짜가 적힌 스티커를 필터에 
붙이세요. 예를 들어,  3월에 정수 필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9월에 교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SEP” 
스티커를 필터에 붙이세요. 이렇게 하면 정수 필터를 
교체할 시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수명은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2 3

1

표시 스티커
(월 표시)

1. 동봉된 플라스틱 배관 Ⓐ에 압축 너트 Ⓐ를 끼우세요.

2. 1/4” 압축 이음장치에 압축 너트 Ⓐ를 조이세요.

- 구리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압축 너트 Ⓑ (별매품)와 페럴(별매품)을 구리 배관에 끼우세요.

- 플라스틱 배관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배관 Ⓑ의 성형 단부(벌브)를 압축 이음장치에 끼우세요.

3. 압축 이음장치에서 압축 너트 Ⓑ를 조이세요. 압축 너트 Ⓑ를 무리하게 조이지 마세요.

4. 물을 틀어서 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

플라스틱 배관 Ⓐ
(기본 제공)

페럴
(별매품)

압축 너트
(1/4인치)(기본 제공)Ⓐ

압축 이음장치
(기본 제공)

성형 단부(벌브)

압축 너트 Ⓑ

(1/4인치)(별매품)

구리 배관 또는 플라스틱 배관 Ⓑ

(별매품) (별매품)

가정용 급수관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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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투 급수

중요: 역삼투 시스템에서 나와 냉장고의 유입 밸브로 들어가는 급수의 압력은 35~120psi(241~827kPa)여야 
합니다.

역삼투 정수기 시스템이 냉수 급수부에 연결되어 있다면, 역삼투 정수기에 가해지는 수압은 최소 
40~60psi(276~414kPa)여야 합니다.

역삼투 정수기에 가해지는 수압이 40~60psi(276~414kPa)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역삼투 정수기의 침전 필터가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필터를 교체하세요.

•  충분히 사용한 다음에는 역삼투 정수기의 저장 탱크를 다시 채우세요.

•   냉장고에 정수 필터가 달려 있는 경우, 역삼투 정수기와 연계하여 사용하면 수압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정수 필터를 분리하세요.

수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유자격 배관공에게 문의하세요.

4.   필터 마개( 4  )를 분리하고 필터 통에 필터를 삽입하세요.

5.    덮개의 인쇄된 표시에 맞춰 정수 필터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천천히 돌려, 제자리에 필터를 고정하세요. 그림과 같이 정수 

필터의 라벨 표시( 5  )와 덮개 필터 인쇄 부분의 중앙부가 
맞아야 합니다. 절대 무리하게 조이지 마세요.

정수 필터를 설치하기 전에 오른쪽 상단 유리 선반을 빼내야 합니다.

정수 필터 설치 후 급수관 내부의 잔류물 제거하기

1. 주 급수부를 열고 급수관에 연결된 밸브를 여세요.
2.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6~7분 정도) 디스펜서로 물을 흘려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급수 시스템이 청소되고 관 속의 공기가 제거됩니다.
3. 집안 환경에 따라 청소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냉장고 문을 열고 정수 필터에서 새는 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반드시 디스펜서를 통해 물을 흘려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디스펜서에서 물이 샐 수 있습니다.
이는 급수관 내에 아직 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프렌치 도어 냉장고 설치하기

라벨 표시가 맞을 
때까지 돌리세요.

필터 마개(
적색) 분리

덮개 필터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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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 도어 냉장고 작동하기
제어 패널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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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온도로 냉동실을 조절하려면 Freezer / Power Freeze(냉동실/급속 냉동) 버튼을 누르세요.

온도는 8°F 및 -14°F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냉동실 안에 있는 제품을 냉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려면 Freezer / Power Freeze(냉동실/급속 

냉동) 버튼을 3초 동안 누르세요.  이 기능은 편리한 급속 냉동이 필요하거나 문이 열려서 냉동실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면 Energy Saver(절전) 버튼을 누르세요. 문에 이슬이 맺히면 Energy Saver(

절전) 기능을 끄세요.
( 1  )  Energy Saver 

(절전) 버튼

( 2  )  Freezer / Power 

Freeze(냉동실/급속 

냉동) 버튼

얼음 또는 물을 선택하려면 Ice/Water(얼음/물) 버튼을 누르세요. 물이나 얼음 종류(각얼음/분쇄얼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디스펜서 레버를 누르세요.
( 3  )  Ice / Water(얼음/물) 

버튼

문 열림 경보를 끄려면 Alarm/Lighting(경보/조명) 버튼을 누르세요. Alarm(경보)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Alarm/Lighting(경보/조명)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르면, 디스펜서 LED 램프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 4  )  Alarm/Lighting 

(경보/조명) 버튼

원하는 온도로 냉장실을 조절하려면 Fridge / Power Cool(냉장실/급속 냉장) 버튼을 누르세요.

온도는 34°F 및 46°F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냉장실 안에 있는 제품을 냉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려면 Fridge / Power Cool(냉장실/급속 냉장) 

버튼을 3초 동안 누르세요. 이 기능은 편리한 급속 냉장이 필요하거나 문이 열려서 냉장실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졌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 5  )  Fridge / Power Cool 

(냉장실/급속 냉장) 

버튼

제빙 기능을 끄려면 Ice Off / Lock(제빙 꺼짐/잠금) 버튼을 누르세요.

Ice Off / Lock(제빙 꺼짐/잠금)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르면 표시부와 디스펜서가 잠깁니다.
( 6  )  Ice Off / Lock 

(제빙 꺼짐/잠금)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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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표시부 사용하기

냉동실 온도는 냉동실의 현재 온도를 보여줍니다.
냉장실 온도는 냉장실의 현재 온도를 보여줍니다.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몇 초 후에 냉동실 및 냉장실 온도 표시가 꺼집니다.

Power Freeze(급속 냉동) 

"Power Freeze(급속 냉동)"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 아이콘이 켜집니다. "Power Freeze(급속 냉동)"는 얼음이 
많이 필요할 때 좋은 기능입니다.
얼음이 충분하면 같은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세요. "Power Freeze(급속 냉동)" 모드가 취소됩니다.
"Power Freeze(급속 냉동)"를 선택하면 약 2시간 반 동안 냉동실의 내부 온도가 내려갑니다.

Power Cool(급속 냉장)

"Power Cool(급속 냉장)"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 아이콘이 켜집니다. 냉장실을 빨리 냉각하고 싶으면 
"Power Cool(급속 냉장)"을 사용하세요. 
"Power Cool(급속 냉장)"을 선택하면 약 2시간 반 동안 냉장실의 내부 온도가 내려갑니다.

필터 표시등 

청색인 필터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필터를 교체할 시기입니다. 보통 6개월마다 한 번 교체합니다.

처음 정수 필터를 삽입하면 필터 표시등이 청색이 됩니다.
정수 필터를 5개월 동안 사용하면 필터 표시등이 연분홍색으로 변합니다.
정수 필터를 6개월 동안 사용하면 필터 표시등이 적색으로 변합니다.

기존 정수 필터를 떼어내고 새 정수 필터를 설치한 후, “Ice/Water(얼음/물)” 버튼을 3초 동안 눌러 
표시등을 초기화하세요. (새 정수 필터 설치 방법은 33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ubed Ice(각얼음)    , Crushed Ice(분쇄얼음)    , Water(물)

디지털 제어 패널에서 각얼음, 분쇄얼음을 취향대로 골라 즐기세요. 얼음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기능을 
꺼서 물과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세요. 얼음 종류 표시등은 현재 선택한 얼음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얼음 
없음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Cooling Off(냉각 꺼짐) 모드(표시부에 "OF & OF" 코드 표시)

Cooling Off(냉각 꺼짐) 모드에서는 냉장고가 작동해도 냉기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모드를 
취소하려면 "딩동" 소리가 날 때까지 Power Freeze(급속 냉동) 버튼과 Freezer(냉동실) 버튼을 
동시에 3초 동안 누르세요. 이제 냉동실이 차가워집니다.

이는 매장 진열용 냉장고에 사용하는 기능이며, 고객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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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및 냉장실의 기본 온도
냉동실과 냉장실의 기본 온도, 즉 권장 온도는 각각 -2°F와 38°F입니다.

냉동실과 냉장실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온도를 직접 조절하세요.

냉동실 온도 조절하기
냉동실 온도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8°F~-8°F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 표시부에 원하는 온도가 
표시될 때까지 냉동실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세요.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은 4°F에서 녹을 수 있습니다. 
온도 표시부는 -8°F에서 8°F까지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새 온도를 설정한 후 5초가 지나면 새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냉동실의 현재 실제 온도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냉장실 온도 조절하기
냉장실 온도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34°F~46°F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 표시부에 원하는 온도가 
표시될 때까지 냉장실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세요. 냉장실의 온도 조절 절차는 냉동실의 절차와 
비슷합니다. 냉장실 버튼을 눌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세요. 몇 초가 지나면 새로 설정된 온도로 냉장실 
온도 조절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이 디지털 표시부에 반영됩니다.

냉장고 문을 너무 자주 열거나 냉장고 안에 따뜻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많이 넣으면 냉동실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표시부가 깜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냉동실 및 냉장실 온도가 정상 설정 온도로 
돌아오면 깜박임이 멈춥니다.

하지만 깜박임이 계속되면 냉장고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냉장고 플러그를 빼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전원 
코드를 다시 꽂으세요.

Energy saver(절전) 

Energy Saver(절전)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콘이 켜집니다. 냉장고에 전원을 공급하면 Energy Saver(절전) 
기능이 “ON(켜짐)”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문에 이슬이 맺히면 Energy Saver(절전) 모드를 끄세요.

Alarm(경보)

Alarm(경보)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콘이 켜집니다. 어떤 문이든 3분 이상 열려 있으면 문 경보음이 
울립니다. 문을 닫으면 신호음이 멈춥니다. Alarm(경보)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Ice off(제빙 꺼짐)

“Ice Off(제빙 꺼짐)”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콘이 켜집니다. 이렇게 하면 얼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Lock(잠금)

Lock(잠금)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콘이 켜집니다. 이 경우에는 제어 패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ce Off/
Hold button for 3 sec to unlock Child Lock(제빙 꺼짐/3초 동안 길게 눌러 아동 안전 잠금 해제)을 길게 
누르면 제어 패널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ghting(조명)

Lighting(조명)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콘이 켜집니다. 이 경우에는 디스펜서 조명(표시부 아래)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디스펜서를 사용할 때만 디스펜서 조명을 켜려면 Lighting(조명) 모드를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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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수 디스펜서 사용하기

Ice/Water(얼음/물) 버튼을 눌러 원하는 종류를 선택하세요.

얼음 디스펜서 사용하기

얼음 디스펜서 밑에 유리컵을 놓고 유리컵으로 디스펜서 레버를 살짝 누르세요. 얼음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유리컵과 디스펜서를 잘 맞춰 놓으세요.

워터 디스펜서 사용하기
물 배출구 밑에 유리컵을 놓고 유리컵으로 워터 디스펜서 레버를 살짝 누르세요. 컵 밖으로 물이 튀지 
않게 유리컵과 디스펜서를 잘 맞춰 놓으세요.

냉장고를 방금 설치했거나 새 정수 필터를 방금 설치한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유리컵 6잔 
분량의 물을 버려 급수기의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물을 마시기 전에 물이 깨끗하게 흐르는지 꼭 
확인하세요.

Ice Off(제빙 꺼짐) 기능 사용하기
Ice Off(제빙 꺼짐) 모드를 선택할 때는 얼음통에서 각얼음을 모두 꺼내세요.
얼음 디스펜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각얼음이 덩어리져 뭉쳐질 수 있습니다.
잠금 레버를 앞으로 당겨 각얼음을 버리거나 덩어리진 얼음을 얼음통에서
꺼내세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얼음통을 다시 밀어 넣으세요.

물 혼탁 현상
냉장고에 공급되는 모든 물은 알칼리성 정수 필터인 코어 필터를 통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터에서 흘러나온 물의 압력이 
증가하고, 산소와 질소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 물이 공기 중으로 흘러 나오면, 압력이 치솟으면서 산소와 질소가 과포화 
상태가 되어 기포로 바뀝니다. 이러한 산소 기포로 인해 물이 흐려 보이고 일시적으로 혼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몇 초 후에 
물은 다시 깨끗해집니다.

누름

긴 휴가나 출장 때문에 워터 디스펜서나 얼음 디스펜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급수 밸브를 잠그세요.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음 슈트 또는 제빙기 얼음통에 손가락이나 손, 기타 부적절한 물체를 넣지 마세요.

- 부상이나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디스펜서 구멍에 손가락이나 기타 물체를 절대 넣지 마세요.

-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빙기를 분해하지 마세요.

얼음통을 물로 씻거나 물을 뿌리지 마세요.

제빙기를 제대로 작동하려면 138~862Kpa의 수압이 필요합니다.

No ICE(제빙 중지)
제빙기를 끄고 싶으면 
이 기능을 선택하세요.

주의

냉동실 문을 오래 열어두면, 이슬이 맺히거나 제빙기의 얼음이 덩어리져 뭉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문을 닫아 주세요. 

제빙기에 얼음이 충분하지 않으면 얼음 디스펜서에서 각얼음이 조금만 나올 수 
있습니다. 
얼음이 충분할 때 얼음 디스펜서를 사용하세요. 
냉동실 문을 오래 열어 두거나 얼음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이슬이 맺혀 디스펜서 
레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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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만들기

프렌치 도어 냉장고 작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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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용

냉장고를 설치한 후 최대 용량까지 얼음통을 가득 채우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하루 24시간 동안 냉장고를 작동하면서 냉각시키세요.
2. 24시간을 기다리면 제빙기의 냉각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3. 유리컵에 4~6개의 각얼음을 받으세요.
4. 8시간, 16시간 후 유리컵 하나 가득 얼음을 받으세요.

Test(테스트) 버튼

얼음통에 있는 얼음을 비울 때, 냉장고의 얼음통을 교체한 후 새 얼음을 
더 빨리 얻으려면 ‘ICE CUBED(각얼음)’ 또는 ‘CRUSHED(분쇄얼음)’ 
기능을 ON 으로 켜놓은 상태에서 디스펜서 레버를 한 번 눌러야 합니다.

주의

물 탱크의 용량은 약 1/3갤런입니다.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물을 받은 후 1초 정도 기다렸다가 컵을 치우세요. 
얼음이나 물을 꺼낸 후 디스펜서 레버를 잡아 빼지 마세요. 레버는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얼음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Crushed(분쇄얼음)"를 
선택하면 제빙기가 각얼음을 분쇄얼음으로 잘게 만듭니다. 

Test(테스트) 버튼

얼음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통을 빼내고 제빙기 오른쪽에 있는 Test(테스트) 
버튼을 누르세요.

얼음을 한꺼번에 모두 사용하려면 위 3, 4번 단계를 반복해야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각얼음 4~6개를 
받으려면 8시간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각얼음을 보충하여 얼음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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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RF267)

프렌치 도어 냉장고 작동하기

이 페이지를 참조하여 냉장고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을 숙지하세요.

도어 클로저

정수 필터
유제품실  1  

도어 칸 2  

Cool Select 
PantryTM  6  

조명

수직 힌지 구역 

 5  야채실/과일실

 8  기울임 포켓

조명

자동 열림 서랍  7  

냉동실 서랍칸 9  

슬라이드
선반

제빙기

접이식 선반

슬라이드 선반  3  

문을 닫을 때 다른 쪽 문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수직 힌지 구역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직 힌지 구역이 뒤집힌 경우에는 올바른 위치로 돌려 놓고 문을 닫으세요.
수직 힌지 구역에 습기가 찰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문 손잡이가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 안쪽에 있는 볼트를 조여 주세요.
한쪽 문을 세게 닫으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Quick-Space
유리 선반

계란저장용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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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RF26V)

이 페이지를 참조하여 냉장고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을 숙지하세요.

정수 필터
유제품실 1

도어 칸 2

조명

수직 힌지 구역

5  야채실/과일실

8  기울임 포켓

조명

자동 열림 서랍 7

냉동실 서랍칸 9

제빙기

대형 선반 3

Deli 서랍

계란저장용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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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보관하기

냉장실에 식품 보관하기

삼성 프렌치 도어 냉장고는 최대한의 공간 절약이라는 특장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냉장고에는 
식품을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삼성에서 개발한 몇 가지 맞춤형 수납칸이 있습니다. 얼음 수납칸에 냄새가 
스며들지 않도록 저장 식품은 단단히 싸서 보관해야 하며, 되도록 밀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실에 식품 보관하기

육류, 건조 식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식품은 용기에 넣거나 호일 또는 기타 적절한 
포장재로 단단히 싸서 저장해야 합니다.

육류나 건조 식품을 보관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저장 식품은 
용기에 넣거나 알루미늄 호일 또는 기타 적절한 포장재로 단단히 
싸서 저장해야 합니다.

( 7  )   자동 열림 서랍

작게 포장한 냉동 식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인치 피자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8  )   기울임 포켓

( 9  )   냉동실 서랍칸

장기간 집을 떠나 있을 계획이면 냉장고 속을 비우고 전원을 꺼두세요. 안쪽에 물기가 많으면, 물기를 닦아내고 
문을 열어 두세요.

냉장고 문을 열 때 병이 기울어져 떨어지지 않도록 간격 없이 촘촘히 붙여서 넣어야 합니다.

냉장실 안쪽 램프 아래에 부피가 큰 식품을 놓지 마세요. 에어 센서는 램프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센서가 
차단되면 냉장실이 너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얼지 않도록 야채실/과일실에 보관하세요. 
냉장실에 있는 식품이 얼면 온도를 더 높게 설정하세요. 

버터, 마가린, 요구르트, 크림치즈 조각 같이 작은 크기의 
유제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  유제품실

몇 킬로짜리 우유, 대용량 병, 용기같이 부피가 큰 식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  도어칸

깨지지 않도록 설계된 선반들은 각종 식품과 음료를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 표면에 생기는 동그란 흔적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보통 젖은 천으로 깨끗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 3  )    강화 유리 선반

저장된 야채와 과일의 신선도를 보존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서랍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해야 하는 식품에 적합하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야채와 과일을 따로 보관하세요.

( 5  )  야채실/과일실

큰 파티 트레이, 조제 식품, 피자, 음료 같은 식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  )   COOL SELECT 
PANTRY™

계란을 넣기에 가장 좋습니다.
편리한 선반에 계란저장용기를 놓으세요.

( 4  ) 계란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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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SELECT PANTRYTM 사용하기 (RF267)

기울임 포켓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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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Select PantryTM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폭이 가장 긴 
서랍입니다. 이 식품 저장실은 큰 파티 트레이, 조제 식품, 
피자, 음료 같은 식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 저장실 안으로 흘러드는 차가운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조절 장치는 식품 저장실 오른쪽에 있습니다.

“Chilled” 설정으로 과일과 야채를 두면 상할 수 있습니다.
상추처럼 잎이 많은 채소는 이 설정으로 보관하지 마세요.

유리병은 이 식품 저장실에 보관하지 마세요. 병이 얼면 깨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선택 버튼

1.  “Deli”를 선택하면, 식품 저장실의 온도가 41°F(5°C)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품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Fresh”를 선택하면, 식품 저장실의 온도가 38°F(3°C)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품을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Chilled”를 선택하면, 식품 저장실의 온도가 34°F(1°C)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육류나 생선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Deli
· 파인애플
· 레몬
· 아보카도
· 감자

Fresh
· 오이
· 사과
· 오렌지
· 포도
· 주키니
· 옥수수

Chilled
· 스테이크용 고기
· 경질 치즈
· 냉육
· 베이컨
· 핫도그

그림과 같이 기울임 포켓에 최대 16인치 크기의 피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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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어칸 및 유제품실

     분리하려면 - 도어칸을 일직선으로 들어 올려 빼내세요.
     다시 놓으려면 -  원하는 위치 위쪽에서 멈출 때까지 도어칸을 

밀어 내리세요.

식품이 많이 든 수납칸은 조절하지 마세요.

도어칸을 확실히 조립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어칸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세요. 도어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강화 유리 선반

     분리하려면 -  그림과 같이 선반 앞쪽을 위로 기울이고( 1  ) 

수직 방향으로 위로 들어 올리세요( 2  ). 
                      이제 선반을 당겨 빼내세요.

     다시 놓으려면 -  선반 앞쪽을 위로 기울이고 원하는 높이의 
구멍에 선반 고리를 맞추세요. 그런 다음 
선반 앞쪽을 낮춰 고리가 구멍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강화 유리 선반은 무겁습니다.
뺄 때 각별히 주의하세요.

3. 야채실/과일실

     분리하려면 -  서랍을 끝까지 당기세요. 서랍 앞쪽을 위로 기울여 
직선으로 당겨 빼내세요.

     다시 놓으려면 -  프레임 레일에 서랍을 끼우고 제자리에 다시 밀어 
넣으세요.

유리 선반을 들어 올려 빼기 전에 서랍을 분리해야 합니다.
식품 저장실이 열려 있으면 서랍을 열지 마세요.
서랍 덮개가 긁히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프렌치 도어 냉장고 작동하기
냉장고 부속품 분리하기

2

1

주의

주의

주의

4. 조제식품 서랍(RF26V)

분리하려면 -  조제식품 서랍을 멈출 때까지 잡아 당기세요. 
조제식품 서랍을 들어올려 쭉 빼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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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용하기
냉장고 문이 끝까지 닫혀 있고 완전히 봉인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냉장고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닫히는 간격보다 문이 벌어져 있으면 
계속 열려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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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ol Select PantryTM (RF267)

     식품 저장실을 분리하려면 -  식품 저장실을 최대한 당겨 
빼세요. 식품 저장실 앞쪽을 
위로 기울여 당겨 빼내세요.

     식품 저장실을 다시 놓으려면 -  냉장고에서 레일을 
최대한 당겨 빼세요. 
서랍을 레일 위에 놓고,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식품 저장실을 다시 밀어 
넣으세요.

     분리판을 빼내려면 -   식품 저장실을 최대한 당겨 빼내고, 분리판 앞쪽을 들어 올려 식품 저장실 
뒷벽에서 분리판을 뗀 다음 분리판을 들어 올려 빼내세요.

     분리판을 다시 놓으려면 -  식품 저장실 뒷벽에 분리판 뒤쪽을 걸고 분리판을 아래로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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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 도어 냉장고 작동하기
냉동실 부속품 분리하기

1. 기울임 포켓

     분리하려면 -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선반받이 양쪽( 1  )을 
위로 당겨 포켓을 분리하세요.

    

     다시 놓으려면-  포켓 양쪽 끝을 선반받이 양쪽( 1  )에 걸고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밀어 누르세요. 

2. 자동 열림 서랍

     분리하려면 - 서랍을 끝까지 당기세요.

                       서랍 뒤쪽을 위로 기울여 직선으로 들어 
빼내세요.

     다시 놓으려면 -  서랍을 위로 기울여 레일에 올려 
놓으세요. 수평이 될 때까지 서랍을 
제자리로 내리고 서랍을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3. 냉동실 서랍칸

     서랍을 분리하려면 -    서랍을 끝까지 당기세요. 서랍칸 
뒤쪽을 위로 기울이고 들어 
올리면서 분리하세요.

     서랍을 다시 놓으려면 -  레일 조립품에 서랍칸을 
놓으세요.

     분리판을 분리하려면 -  분리판을 위로 곧장 당기세요.

     분리판을 다시 놓으려면 -    분리판의 상단 모서리를 
서랍칸의 구멍에 걸어 주세요.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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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청소하기

삼성 프렌치 도어 냉장고를 잘 관리하면 냉장고의 수명이 길어지고 냉장고 악취와 세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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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청소하기
      순한 중성세제로 냉장고 안쪽 벽과 부속품을 닦고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서랍과 선반을 
분리하면 더 깨끗이 청소할 수 있습니다. 서랍과 선반의 
물기를 말린 후 다시 넣으면 됩니다.

외부 청소하기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에 물을 적셔 제어 패널과 디지털 

표시부를 닦으세요. 냉장고 표면에 직접 물을 뿌리지 
마세요.

      문, 손잡이, 캐비닛 표면은 스테인리스 강 전용 세제로 닦은 
다음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닦아야 합니다. 일년에 한두 
번 외부를 닦아 주면 냉장고의 외관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벤젠, 신나, 클로록스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지 마세요. 냉장고 표면이 
손상되며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음/워터 디스펜서 청소하기

       트레이 디스펜서의 한쪽 끝을 눌러 분리하세요.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얼음/워터 디스펜서를 닦으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원을 연결한채로 냉장고에 물을 뿌리지 마세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벤젠, 신나, 자동차 세척제 등으로 냉장고를 닦지 마세요.

냉장고 뒷면 청소하기

      일년에 한두 번 진공청소기로 냉장고 뒷면을 청소하여 코드와 노출된 부품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세요.

뒷면 덮개를 분리하지 마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도어 패킹 청소하기

      도어 패킹이 더러우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냉장고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순한 중성세제를 묻힌 
천으로 문을 닦아 도어 패킹에 묻은 먼지나 얼룩을 
제거하세요.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닦으세요.

주의

주의

주의

주의

표시부에 인쇄된 글자에 스테인리스 전용 세제를 바로 사용하면 
글자가 지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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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실내 조명 교체하기

1.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세요.
2. 덮개 램프를 당겨 분리한 후 나사를 분리하세요.
3. 통 커넥터를 분리하세요.
4. LED 램프를 교체하세요.

실내 조명을 교체할 때는 먼저 전원 공급장치에서 냉장고 플러그를 빼세요. 이 지침을 주의 깊게 읽어도
조명 교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서비스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세요.

교체용 LED는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LED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 부품 
매장에 문의하세요.

냉동실 서랍의 실내 조명 교체하기

1.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세요.
2.  서랍을 당겨 분리하세요.
3. 보호판을 뒤쪽으로 밀면서 아래로 당겨 분리하세요.
3. 통 커넥터를 분리하세요.
4. 덮개 램프의 LED 램프를 교체하세요. 

덮개 안쪽에 손가락을 넣지 마세요. 램프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프렌치 도어 냉장고 작동하기
실내 조명 교체하기

주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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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필터 교체하기

“Filter(필터)” 표시등은 정수 필터 카트리지를 교체할 시기를 알려 줍니다. 새 필터를 구비할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필터의 용량이 다 되기 직전에 적색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필터를 제때 
교체해야만 냉장고에서 가장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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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정수 필터를 가져와 그림과 같이 월 표시 스티커( 1  )를 필터에 붙이세요.
      스티커는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후의 날짜를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정수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9월에 교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SEP”(9월) 스티커를 필터에 붙이세요. 
필터의 수명은 보통 6개월 정도입니다.

2.  새 필터의 보호 마개( 2  )를 분리하고 기존 필터를 제거하세요.
3.  덮개 필터에 새 필터를 놓고 끼우세요.
      덮개의 인쇄된 표시에 맞춰 정수 필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제자리에 필터를 고정하세요. 

그림과 같이 정수 필터의 라벨 표시( 3  )와 덮개 필터 인쇄 부분의 중앙부가 맞아야 합니다. 절대 
무리하게 조이지 마세요.

4.  위의단계를 마친후  Ice / Water 버튼을 3초동안 눌러 필터를 리셋합니다.

5.   마지막으로, 워터 디스펜서에 1갤론(3.78kg) 이상의 물을 흘려 보내 급수 시스템을 청소하세요. 물을 
마시기 전에 물이 다시 깨끗하게 흐르는지 꼭 확인하세요.

반드시 디스펜서를 통해 물을 흘려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디스펜서에서 물이 샐 수 있습니다.
이는 급수관 내에 아직 공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급수관이 막힐 수 있으므로 정수 필터 카트리지가 없으면 워터 디스펜서나 얼음 디스펜서를 사용하지 
마세요.

라벨 표시가 맞을 
때까지 돌리세요.

덮개 필터

1 2 3

표시 스티커
(월 표시)

교체용 정수 필터 주문하기

가까운 홈 임프루브먼트 센터를 방문하거나 삼성 부품 대리점에 문의하면 교체용 정수 필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체용 정수 필터의 상자와 정수 필터에 삼성 로고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링크: http://www.samsungpa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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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ILTER CHART

Performance Data Sheet For Samsung Model DA97-06317A
Using Replacement Cartridge DA29-00003G

This system has been tested according to NSF/ANSI Standards 42 and 53 for the reduction of the substances listed below. 
The concentration of the indicated substances in water entering the system was reduced to a concentration less than or 
equal to the permissible limit for water leaving the system, as specifi ed in NSF/ANSI 42 and 53.

To a capacity of 300 gallons (1,136 liters).

Note that while the testing was performed under standard laboratory conditions, actual performance may vary.

System tested and certifi ed by NSF International against NSF/ANSI Standard 42 for 
the reduction of Chlorine Taste and Odor, Particulate Class I, and against NSF/ANSI 
Standard 53 for the reduction of Cysts, Turbidity, Lead, Asbestos, Benzene, Carbofuran, 
p-Dichlorobenzene and Mercury.

* Based on the use of Cryptosporidium parvum oocysts

프렌치 도어 냉장고 작동하기

Contaminant 
Reduction

Average Influent 
Concentration

NSF Specified 
Influent Challenge 

Concentration Units 
apply to each row

 Average % 
Reduction

Average 
Product Water 
Concentration 

Max. Permissible 
Product Water 
Concentration

NSF Reduction 
Requirements 

NSF Test

Chlorine taste 
and odor

2.1 mg/L 2.0 mg/L ± 10% 97.6 0.05 mg/L NA > 50% J-00029741

Particulate
Class I Particle size : 
< 0.5 to < 1 um

10,566,666
pt/mL

At least 10,000
particles/mL

98.4 171,833 pts/mL NA > 85% J-00029739

Cysts* 127,500 cysts/L
Minimum 50,000 

cysts/L
99.99 <1 cyst/L NA > 99.95% J-00031000

Turbidity 10.5 11±1 NTU 98.6 0.15 NTU 0.5 NTU > 0.5 NTU J-00033223

Lead @ pH 6.5 153 ug/L 0.15±10% 99.3 <1ug/L 0.010 mg/L 10 ug/L J-00039590

Lead @ pH 8.5 155 ug/L 0.15±10% >99.4 <1ug/L 0.010 mg/L 10 ug/L J-00039591

Mercury @ pH 
6.5

5.97 ug/L 0.006±10% 96.6 <0.2 ug/L 0.002 mg/L 2 ug/L J-00039589

Mercury @ pH 
8.5

6.29 ug/L 0.006±10% 88.9 0.7 ug/L 0.002 mg/L 2 ug/L J-00039586

Asbestos 140 MFL
107 to 108 fibers > 

um in length
> 99 <0.17 MFL NA 99% J-00029743

Benzene 13.88 ug/L 0.015±10% 96.4 <0.5 ug/L 0.005 mg/L < 5 ug/L J-0029751

Carbofuran 79.6 ug/L 0.190 mg/L 98.7 1 ug/L 0.001 mg/L < 40 ug/L J-00029750

p-Dichloroben-
zene

237.5 ug/L 0.225±10% 99.8 0.525 ug/L 0.075 mg/L < 75 ug/L J-0002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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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보관 요령

식품 냉장실 냉동실 보관 방법

유제품

버터 2~3주 6~9개월 랩으로 싸거나 단단히 덮으세요.

우유 1~2주 권장 안 함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우유 등의 유제품은 대부분 제품의 최고 

신선도를 알려주는 날짜가 찍힌 통 속에 넣어 판매됩니다. 마개로 

다시 밀봉하거나 랩으로 단단히 싸세요. 미사용분을 원래 용기에

다시 넣지 마세요.

크림 치즈, 치즈 식품, 

치즈 스프레드
2~4주 권장 안 함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모든 치즈는 방습 랩으로 잘 싸서 보관하

세요.

경질 치즈(미개봉) 3~4개월 6개월

경질 치즈(개봉) 2개월 권장 안 함

코티지 치즈 10~15일 권장 안 함

크림 7~10일 2개월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요구르트, 크림 등의 유제품은 대부분 제

품의 최고 신선도를 알려주는 날짜가 찍힌 통 속에 넣어 판매됩니

다. 다시 밀봉하거나 단단히 덮으세요. 원래 용기에 미사용분을 다

시 넣지 마세요.

사워 크림 2주 권장 안 함

디핑 크림(개봉) 1주 권장 안 함

요구르트 10~14일 권장 안 함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밀폐 보관하세요.

얼린 요구르트 해당 없음 2개월

계란

계란(날것) 3~4주 권장 안 함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계란은 원래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가장 
차가운 부분에 보관하세요.

계란(익힌 것) 1주 권장 안 함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남은 계란 요리 3~4일 권장 안 함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신선한 과일

사과 1개월 권장 안 함

과일은 씻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방습 기능이 있는 주머니

나 용기에 넣어 보관하세요. 잘라놓은 과일은 랩으로 싸주세요. 냉

장고에 넣으면 검게 변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바나나 2~4일 권장 안 함

복숭아, 멜론, 배, 아

보카도
3~5일 권장 안 함

베리류, 체리 2~3일 12개월

살구 3~5일 권장 안 함

포도 3~5일 해당 없음

파인애플 

(자르지 않은 것)
2~3일 권장 안 함

파인애플(자른 것) 5~7일 6~12개월

감귤류 1~2주 권장 안 함 밀폐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주스 6일 권장 안 함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원래 용기에 넣어 다시 밀봉하세요. 원래 용

기에 미사용분을 다시 넣지 마세요.

얼린 주스 해동만 해당 12개월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다시 얼리지 마세요.

프렌치 도어 냉장고 작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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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냉장실 냉동실 보관 방법

생선, 조개

생선

지방이 많은 생선

(고등어, 송어, 연어)
1~2일 2~3개월 원래 포장에 담아 냉장고에서 가장 차가운 부분에 보관하세요. 냉

동실용 방습 랩으로 포장하세요. 0°F에서 냉동하고, 냉장실에 넣거

나 흐르는 찬물로 해동하세요.
지방이 적은 생선

(대구, 흘림도다리 등)
1~2일 6개월

얼린 것 또는 빵가루

를 묻힌 것
해당 없음 3개월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원래 포장재로 싸서 냉동하세요. 
조개

새우(날 것) 1~2일 12개월

방습 용기에 냉동 보관하세요.게 3~5일 10개월

익힌 생선, 조개 2~3일 3개월

육류

신선한 날고기

다진 고기 2~4일 6~12개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원래 포장에 담아 냉장고에서 가

장 차가운 부분에 보관하세요. 냉동용 방습 용기로 한 번 더 싸주세

요. 권장 냉장실 온도는 33°F~36°F, 냉동실 온도는 0°F~2°F입니다.

갈아놓은 고기 1일 3~4개월

구운 고기 2~4일 6~12개월

베이컨 1~2주 1~2개월

소시지 1~2일 1~2개월

스테이크용 고기 2~4일 6~9개월

가금류 1일 12개월

런치미트 3~5일 1개월

익힌 고기

정육 2~3일 2~3개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원래 포장에 담아 냉장고에서 가

장 차가운 부분에 보관하세요. 냉동용 방습 용기에 담으세요.
가금류 2~3일 4~5개월

햄 1~2주 1~2개월

출처:
American Meat Institute Foundation. 1994. 옐로우 페이지: 정육 및 가금류 관련 소비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American Meat Institute
Food Marketing Institute. 1999. 식품 보관 용기. Food Marketing Institute, 워싱턴, D.C.
Freeland-Graves, J.H. 및 G.C. Peckham. 1996. Foundations of food preparation(식품 준비의 기초), 6판. Prentice-Hall, Inc.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
Hillers, V.N. 1993. Storing foods at home(집에서 식품 보관하기). Washington State University Cooperative Extension, 워싱턴주 풀햄. Publ. EB 1205.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2001. Be cool-chill out! Refrigerate promptly.(열을 식히고 차갑게! 당장 냉장고에 넣자.)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Education Foundation 산하 International Food Safety Council, 워싱턴, D.C.
미국 농무부. 1997. Basics for handling food safely(안전한 식품 취급을 위한 기본 원칙). 미국 농무부, 식품 안전 검사청,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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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 해결방법

냉장고가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차가워지지 않아요.

• 전원 플러그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디지털 표시부의 설정 온도가 냉동실 또는 냉장실 내부 온도보다 높은지 확인하세요.
• 냉장고 온도를 더 낮추세요.
•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이나 열원 근처에 냉장고가 있나요?
• 냉장고 뒷면이 벽과 너무 가까워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나요?

냉장실에 있는 식품이 얼어요. • 디지털 표시부의 설정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냉장실 온도를 높여서 설정해 보세요.
• 실내 온도가 너무 낮지 않은가요?
   냉장고 온도를 높이세요.
•  수분이 많은 식품을 냉장고에서 가장 차가운 부분에 넣어두지 않았나요?
•  수분이 많은 식품은 Cool Select PantryPLUS에 보관하지 말고 냉장실 내 다른 선반으로 

옮겨 보세요.

이상한 소음이 나요. • 평평하고 안정적인 바닥에 냉장고를 놓았는지 확인하세요.
•  냉장고 뒷면이 벽과 너무 가까워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나요?
•  벽에서 2인치 이상 간격을 떼고 냉장고를 놓으세요.
• 냉장고 뒤나 밑에 떨어진 물건이 없나요?
•  냉장고 안에서 “딸깍” 소리가 나요. 이는 다양한 부속품이 냉장고 내부 온도에 따라 

수축 또는 팽창하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냉장고의 캐비닛과 도어 밀폐 
부위는 뜨거워서 이슬이 맺힐 수 
있습니다.

•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냉장고의 수직 힌지 구역에는 응축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열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  냉장고 문이 살짝 열리지 않았나요? 문을 장시간 열어 두면 이슬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안에서 뭔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얼음통 안에서 

각얼음이 주기적으로 마찰하기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제빙기에서 얼음이 안 나와요. • 급수관을 설치한 후 1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얼음을 만들었나요?
• 급수관이 연결되어 있고 차단 밸브가 열려 있나요?
• 제빙 기능을 수동으로 중단했나요?
• 냉동실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가요? 냉동실 온도를 낮춰서 설정해 보세요.

냉장고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요.

•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냉장고 안을 순환하는 냉매 때문에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냉장고 안에서 나쁜 냄새가 나요. • 식품이 상하지 않았나요?
• 생선과 같이 냄새가 심한 식품은 밀폐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 냉동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상한 식품은 버리세요.

냉동실 벽면에 성에가 생겨요. • 통풍구가 막혀 있지 않나요?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 효율적인 공기 순환을 위해 충분한 간격을 띄우고 식품을 보관하세요.
• 냉동실 서랍이 제대로 닫혀 있나요?

워터 디스펜서가 작동하지 않아요. • 급수관이 연결되어 있고 차단 밸브가 열려 있나요?
• 급수관이 부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았나요?
• 급수관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냉장실 온도가 너무 낮아 물 탱크가 얼지 않았나요?
   디지털 표시부에서 설정 온도를 높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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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삼성 냉장고(26큐빅피트 대용량)

원 구매자에 대한 제한 보증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이하 삼성)에서 공급 및 배포하며, 오리지널 상자에 넣어 원 구매 소비자에게 새 

제품으로 배송한 이 삼성 브랜드 제품은 재료 및 공정 등 제조상 결함에 대한 다음 기간 동안의 제한 보증을 통해 

삼성에서 보증합니다.

냉장고 부품 및 공임 일(1) 년

밀폐된 냉장 시스템의 부품 및 공임에 한해 오(5) 년*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건조기, 연결관)

이 제한 보증은 원 구매일부터 시작되며, 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만 유효합니다. 보증 서비스를 받으려는 

구매자는 문제 확인과 서비스 절차를 삼성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증 서비스는 삼성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날짜가 찍힌 판매 영수증을 구매의 증거로 삼성 또는 삼성 공식 서비스 센터에 제시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된 제한 보증 기간 동안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부품의 경우, 삼성은 여기 명문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재량에 따라 무료로, 새 부품이나 수리된 부품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 드립니다. 교체된 모든 이전 부품과 제품은 

삼성의 자산이 되며 삼성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교체된 새 부품 및 제품은 남은 원래 보증 기간이나 구십(90) 일 중, 

긴 기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 서비스는 보증 기간 동안 제공되며, 인접한 미국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가정 방문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 인력이 방해받지 않고 바닥부터 제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 방문으로 서비스 수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분해, 수리, 반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삼성은 자체 재량에 따라 삼성전자 공식 서비스 센터를 왕복하는 운송편을 

제공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삼성전자 공식 서비스 센터를 왕복하는 운송편은 구매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제한 보증은 일반적이며 비상업적인 용도로 이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한 재료 및 공정 등 제조상 결함에 적용되며, 

출고, 배송, 설치 중 발생한 손상, 원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의 적용 및 사용, 제품 또는 일련 번호 개조, 표면 손상 또는 

외부 마감재, 사고, 오용, 부주의, 화재, 수해, 번개 또는 자연의 행위 영역, 삼성에서 공급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 

제품을 손상하거나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기기, 시스템, 유틸리티, 서비스, 부품, 소모품, 액세서리, 

애플리케이션, 설치, 수리, 외부 배관 및 누출, 외부 배선, 회로 차단기, 퓨즈, 연결부의 사용, 부적절한 전선 전압, 맥동, 

서지 현상, 고객의 자체 조정 및 사용설명서에 적용되어 기술되어 있는 작동, 청소, 유지 관리 및 환경 지시사항 위반, 

변질로 인한 음식 손실, 필터와 조명 전구를 포함한 소모성 품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 및 진술한 보증을 제외하고 명시된 다른 보증은 없으며, 어떠한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위에 명시된 보증 기간 이후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제품에 

관해 다른 사람, 회사 또는 기업에서 제공한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도 삼성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삼성은 

매출이나 이익의 손실, 절약 또는 기타 혜택의 인지 실패, 제품의 사용, 오용, 사용 불능으로 인해 유발된 특수적, 

부수적 또는 필연적인 모든 손상에 대해, 이러한 청구의 기반이 되는 법적 이론과 상관 없이, 삼성에서 이러한 손상의 

가능성을 통지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에서 판매한 제품의 구입가보다 많은 금액으로 삼성에 

대해, 증거 없이 손상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류의 복구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전술한 부분 외에도, 

구매자는 삼성에서 판매한 이 제품의 사용, 오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자와 구매자의 자산, 다른 

사람과 이들의 자산에 대한 손실, 피해 또는 부상에 대한 위험 부담과 책임을, 삼성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두 지는 것으로 합니다. 이 제한 보증은 이 제품의 원 구매자를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도 확장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가 불가능하고, 원 구매자에게만 한정되는 배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묵시적인 보증의 지속 기간에 대한 제한, 부수적 또는 필연적 손상에 대한 배제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에 진술한 제한 또는 배제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은 귀하에게 특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주에 따라 또 다른 권리를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래 연락처로 삼성에 문의해 주세요.

삼성전자 고객 서비스 센터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400 Valley Road Suite 201 Mt. Arlington, NJ 07956

1-800-SAMSUNG(1-800-726-7864) 및 www.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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