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RB350MNW

다용도칸

선반

신선보관함

냉동서랍



1

2

3
4
5
6
A
B

C

● 동작 버튼

  A 냉장온도 버튼 : 냉장온도 조절
  B 냉동온도 버튼 : 냉동온도 조절
  C 설정 / 잠금 버튼 : 모드 설정 및 잠금기능 조절

● 표시부

  1 : 냉장실 온도
  2 : 냉동실 온도
  3 : ECO (절전) 선택시 표시 됨
  4 : 휴가 모드시 표시 됨
  5 : 파워 냉장시 표시 됨
  6 : 잠금 설정시 표시 됨

● 조작방법

1. 냉장실 온도 조절 방법: 냉장실 온도 조절시 
냉장온도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이 깜빡거립니다. 이때 
냉장온도 버튼을 누르면 온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온도 조절 범위 : 2도 ~ 8도, OFF)
원하는 온도 설정 후 약 5초간 기다리시면 온도값이 
설정 됩니다. 
만약 OFF 로 설정시 냉장실 온도가 꺼집니다. 

2. 냉동실 온도 조절 방법: 냉동실온도 조절시 
냉동온도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이 깜빡거립니다. 이때 
냉동온도 버튼을 누르면 온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온도 조절 범위 : -16도 ~ -22도)원하는 온도 설정 
후 약 5초간 기디리시면 온도값이 설정 됩니다. 

3. 모드 / 잠금 설정: 설정 버튼을 누르면 ECO 모드, 
휴가 모드, 파워 모드가 설정됩니다. 

  1) ECO모드 (절전) 
     ·설정 버튼을 눌러서 ECO 표시창이 점등되도록 

해주세요
     ·ECO 모드 설정시 냉장실은 5도, 냉동실은 -18

도로 자동 설정됩니다.
     ·ECO 모드를 해제 할경우 설정 버튼을 다시 

눌러서 표시창이 꺼지도록 해주세요

  2) 휴가모드
     ·설정 버튼을 눌러서 우산 표시창이 점등되도록 

해주세요
     ·휴가 모드 설정시 냉장실이 17도로 설정됩니다. 

중요 음식을 보관할 경우 휴가모드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휴가 모드를 해제 할경우 설정 버튼을 다시 
눌러서 표시창이 꺼지도록 해주세요

  3) 파워 모드
     ·설정 버튼을 눌러서 눈꽃 표시창이 점등되도록 

해주세요

     ·파워 모드를 해제하고 싶을 경우 다시 설정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4) 잠금 설정

     ·설정 버튼을 길게 누르면 삐- 소리가 나면서 
잠금 설정이 됩니다. 이 때는 냉장고를 조작할수 
없습니다.

     ·잠금 기능을 해제하고 싶을 경우 다시 설정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 모든 조작을 하기전에 잠금 버튼을 눌러 잠금을 해제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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