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SOLUTION
FOR THE BETTER
KITCHEN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신 후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보온고 / 보냉고
사

용

설

명

HKHW-4S / HKHW-6S
HKHW-4D / HKHW-6D
HKRC-3S / HKRC-5S
HKRC-3D / HKRC-5D

서

특징

목차 / 적용모델

목차
▶ 설치 시 주의사항 --------------------------------------- 4

▶ 사용 시, 청소 시 주의사항 -------------------------------- 5
HK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본 제품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 각 부의 명칭 -----------------------------------------

6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신 후에는 나중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방법 --------------------------------------

▶ 컨트롤 조작부 ---------------------------------------

7~8

9

보온고 / 보냉고
▶ 고장신고 및 처치-------------------------------------- 10
조리된 음식을 배석 전까지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유지시켜 주는 적온 보조 기구입니다.

▶ 품질보증서 ---------------------------------------- 11
고효율의 단열재 사용
에너지 절감 효과

원형 투시창
파손의 위험이 적은 형상 적용

마이컴 방식
온도 및 시간 설정을 원터치로 간편하게

앞·뒷문 개폐형
세척실과 배식실의 교차 오염 방지
( HKHW-4D, HKHW-6D,
HKRC-3D, HKRC-5D 에 한함.)

적용모델

스텐망선반 (분리형)
다양한 크기의 받드를
적재하여 사용가능
보온 단문개폐형

·HKHW-4S
·HKHW-6S

보냉 단문개폐형

·HKHW-3S
·HKHW-5S

보온 앞뒤개폐형

·HKHW-4D
·HKHW-6D

보냉 앞뒤개폐형

·HKHW-3D
·HKHW-5D

·모델명은 제품측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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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 청소 시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감독하에 있거나 사용 방법을 교육받지 않았다면, 신체장애, 연장자 또는 심리적 문제가

다음에 표시된 안전에 관련된 주의사항들은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사용 부탁드립니다.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품을 임의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감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상단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송곳이나 핀, 볼펜 등의 뾰족한 부분으로 조작부를 누르지 마십시오.
 문틈이나 문 사이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관중 받드의 내용물이 차갑거나, 뜨거울수 있으니 필히 면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온고의 경우 1시간이상 동작시, 외부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주방과 제품 내부의 온도 편차로 인해, 투시창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리된 음식을 배식전에 임시로 보관하는 제품으로써 장시간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 냉장고,온장고가 아닌 임시저장을 위한 제품으로, 3시간 이상 연속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과부하로 인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시 주의사항
청소 시 주의사항

 옥외에서의 사용은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나 세정대 등의 물이 튀는 곳이나 수증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에 물을 절대 뿌리지 마십시오. 제품 내부의 주요 전자부품에 물이 들어갈 경우,
제품 고장은 물론 화재 및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나 전열 기구, 가스 기구 등과 가까이 설치하지 마십시오.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 또는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코드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코드가 파손된 경우 전문기술자나 자사 A/S 센터(1899-3651)로 접수해 주십시오.

 제품 내부가 지저분하면 균이 번식하여 냄새의 원인이 되므로, 주 2~3회 청소 해주십시오.
(내부온도를 청소할 수 있는 온도까지 환기 시킨 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제품 설치 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수평을 맞추어 설치해 주십시오.
 연마제, 벤젠, 신나, 염산, 끓는 물, 거친 솔, 수세미 등은 제품 외관이나 부품을 상하게
 제품 외관 및 내부 등의 비닐을 필히 제거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실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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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의 명칭

사용방법

각 부의 명칭

사용방법
선반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사이즈의 받드를 사용

 와이어 선반을 제거 또는 높이 변경시 탈,부착 방법
컨트롤 조작부

도어케치

투시창

조정발 바퀴

 와이어 선반을 추가로 구매하여 장착할수 있습니다.
① 장착시 각 선반의 간격을 표시

모델명

외형치수(㎜)

용량 / 선반수량

HKHW-4S

880×780×1,320

375ℓ / 4EA

HKHW-6S

880×780×1,820

610ℓ / 6EA

앞뒤

HKHW-4D

880×780×1,320

375ℓ / 4EA

개폐형

HKHW-6D

880×780×1,820

610ℓ / 6EA

HKRC-3S

880×780×1,320

285ℓ / 3EA

정격전압

소비전력

단문형

800W

보온고

220V
단문형

HKRC-5S

880×780×1,820

510ℓ / 5EA

앞뒤

HKRC-3D

880×780×1,320

285ℓ / 3EA

개폐형

HKRC-5D

880×780×1,820

510ℓ / 5EA

353W

보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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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컨트롤 조작부

사용방법
보냉고 사용하기

배석 전 음식을 차갑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조작부
보냉고
➋ 제상버튼 : 콤프 유니트
설정 시 사용

➍ 온도설정버튼 : 올림/내림 버튼을
눌러 온도를 설정

 배식 될 음식을 보냉고 내부에 넣은 뒤 문을 닫습니다.
 전원코드를 꼽으신후에 전원버튼 (①)을 누릅니다.
온도표시창(③)이 켜집니다.

 보관할 온도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① 온도설정버튼 (④)을 눌러 보관할 온도를 설정합니다.
(-10℃ ~ 10℃까지 1℃ 단위로 설정(적정온도 -5℃) 가능하며, 셋팅후 입력이 약2~3초간
없으면 온도표시창이 깜박이고 온도가 설정된 뒤 현재온도로 복귀됩니다.)
② 시간설정버튼 (⑥)을 눌러 보관시간을 설정합니다.
(1 ~ 9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C" 는 시간 설정 없이 계속 작동합니다.)

※ 설정은 가능하나, 배식전 임시 저장을 위한 제품으로 3시간 이상의 사용을 자제해주십시오.
※ 장시간 사용 시 온도차로 인해서 투시창 또는 제품 내부에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제상 버튼 (②)은 제품이 출고되기 전 초기설정 시 사용하는 버튼으로 가급적 사용을 금합니다.

보온고 사용하기

➊ 전원버튼 : 제품 운전 및
정지 시 사용

➏ 시간설정버튼 : 버튼을 눌러
동작시간을 설정

※ 제상버튼 은 출고시, 초기설정때 사용됨으로 조작금지

➌ 온도표시창 : 설정 온도 및
현재 온도를 확인

보냉고
➍ 온도설정버튼 : 올림/내림 버튼을
눌러 온도를 설정

배석 전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배식 될 음식을 보온고 내부에 넣은 뒤 문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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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코드를 꼽으신후에 전원버튼 (①)을 누릅니다.
온도표시창(③)이 켜집니다.

 보관할 온도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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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도설정버튼 (④)을 눌러 보관할 온도를 설정합니다.
( 0℃ ~ 99℃까지 1℃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셋팅후 입력이 약2~3초간
없으면 온도표시창이 깜박이고 온도가 설정된 뒤 현재온도로 복귀됩니다.)
② 시간설정버튼 (⑥)을 눌러 보관시간을 설정합니다.
(1 ~ 9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C" 는 시간 설정 없이 계속 작동합니다.)

※ 설정은 가능하나, 배식전 임시 저장을 위한 제품으로 3시간 이상의 사용을 자제해주십시오.
※ 보온고의 경우 1시간이상 동작시, 외부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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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전원버튼 : 제품 운전 및
정지 시 사용

➏ 시간설정버튼 : 버튼을 눌러
동작시간을 설정
➌ 온도표시창 : 설정 온도 및
현재 온도를 확인

이전 페이지에서 사용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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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서

고장신고 및 처치

고장신고 및 처치

품질보증서

제품 사용 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확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보증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문제상황

확인
온도 조절이
되지 않나요?

조치

전원의 "ON" "OFF" 를 확인 바랍니다.

전혀 작동되지
않아요.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검사 과정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품질보증 기간 내에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드립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보증 기간 내에라도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사용상의 부주의(이동, 충격, 파손, 낙하, 무리한 동작, 물청소 등) 또는 사용 미숙으로 고장이 난 경우
아직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나요?

서비스센터(1899-3651)로 연락 바랍니다.

▶당사 서비스센터 및 당사가 지정한 기사가 수리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수리, 개조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 피해, 지진, 풍수해, 낙뢰 등)에 의해 고장이 났을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표시등, 필터, 안정기 등)

내부에 음식물이
떨어져 있나요?

음식물을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냄새가
나나요?

미지근한 물로 청소후, 건조 또는 85℃로
1시간 작동해십시오. (주 2~3회 요함)

문을 열면
냄새가 나요.

▶사용 전원의 이상이나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보증서는 다시 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고, 수리를 받으실 때는
보증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제품 작동시
소음이 발생해요.
4

작동 중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E-1, E-2)

제품의 수평을
맞춰서
설치하셨나요?

조정발을 확인후, 수평을 맞춰주십시오.

아직도 소음이
생기나요?

서비스센터(1899-3651)로 연락 바랍니다.

제품명

구매일

모델명

규격

설치업체

담당자

보증기간
방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TEL.

구매일로부터 1년
제품구매 시 빈칸의 내용을 반드시 기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요금 기준
유상서비스 시 요금은 부품대, 출장수리비(기술료 + 출장료)로 분류하며 요금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출장수리비 출장수리비는 지역, 작업시간, 수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장수리비 기준표에 따라 정한다.
▶부품대 부품비는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부품가격표에 의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세를 포함한다.
단, 서비스 부품 가격표에 등록되지 않은 부품의 판매가는 유사 부품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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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www.hkk.co.kr ·

·제품 모델명, 고장상태,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캔하세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빠르게 A/S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장 부위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천 공 장 경기도 이천시 율면 주래본죽로 413 TEL. 031-641-3690
구매상담 02-465-0900

FAX. 031-641-0930

A/S문의 1899-3651 / 080-465-0900 (수신자 부담)

e-mail hk0300@hkk.co.kr 홈페이지 www.hk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