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설명서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와 보증서는 필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우성기업 

업소용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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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기에는 인화성 촉진제가 
있는 에어로졸 캔 같은 폭발 
성 물질을 저장하지 마세요.



이 기기에는 인화성 촉진제가 
있는 에어로졸 캔 같은 폭발 
성 물질을 저장하지 마세요.



• 이기기는 신체,감각,정신 능력이결여
  되어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지시없이는  안전하게 기기
  를 사용할수 없는  사람(어린이포함)
  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지않도록 
  어린이를 감시하는 것이좋습니다.

• 전원코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위험
  요소를 피하기위해 제조사나  
  그대리점 또는 유자격자가 코드를 
  교체 해야 합니다.

◆ 주의

착상되면

MICOM CONTROL SYSTEM

전원 제상 냉동냉장

온도조절버튼

온도표시창

전원버튼 제상버튼

-냉장실 제상시에는 제상버튼을 누르면 냉장실 압축기가 운전되지 않습니다.
(냉장실 온도가 5℃ 이하 일때만 제상기능이 작동됩니다)

-냉장실 전용제품 및 냉장실의 온도가 높을 때 제상방법은, 냉장실의 업버튼        을
눌러서온도표시창이 꺼지면 냉장실의 압축기가 운전되지 않습니다.

-정상운전으로 복귀하고자 할때에는 제상버튼을 누르면 제상은 자동 종료가 됩니다.

-전원버튼을 3초이상 누르면 온도표시창이 소등되며 전원이 꺼집니다.
-전원버튼을 다시 누르면 온도표시창이 점등되며 전원이 투입 됩니다.

전원버튼

제상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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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OM CONTROL SYSTEM

전원 제상 냉장

온도조절버튼제상버튼

온도표시창

냉장전용 또는 냉동전용 운전조작반

- 냉장실 전용제품은 냉동실 성에제거방법을 참조하십시요.

*급속버튼 : 급속버튼을 누르면 2시간동안 연속운전합니다

*이상신호 램프 : 이상신호 점등시 당사 A/S센터로 문의 해주십시요

냉동/냉장 운전조작반 (CUSTOM LED TYPE)

제상버튼을 누르면 
제상램프가 점등됩니다

전원

제상

전원

급속
냉장 냉동

전원버튼(냉장실)

제상버튼

전원버튼(냉동실)

급속버튼

이상신호 발생시 점등됩니다

이상신호 램프

호

급속버튼을 누르면
급속램프가 점등됩니다

제상램프

온도조절 버튼

         버튼 또는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합니다

압축기가 운전중에는
운전램프가 점등됩니다

운전램프

온도표시창

제품구분기

급속램프



냉동/냉장 운전조작반 (Touch Panel Type)

누르면
누르면

누르면

누르면

터치하면

또는 냉동실의 성에 제거방법과 같이 온도조절버튼(         )을 누르면

누르면

온도표시램프가 전부 소등되면 냉장실 압축기가 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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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 버 튼

잠금버튼제상버튼 온 도 조 절

잠금 표시등 온도 표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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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의외관디자인및제품규격은제품의질을더높이기위하여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
있습니다.

◆ 모델 : CWSM-830F
CWSM-830R
CWSM-832RF(3D)

CWSM-835RF
CWSRM-830
CWSRM-850

◆ 전원 : AC 220V, 60Hz

CWSM-1244DR
CWSM-1244DF
CWSRM-1244

◆ 모델 : CWSM-1242RF
CWSM-1242HRF
CWSM-1243RF
CWSM-1243HRF

 ◆ 전원 : AC 220V,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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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제품의외관디자인및제품규격은제품의질을더높이기위하여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
있습니다.

◆ 모델 : CWSM-630F(1D)

CWSM-630R(1D)

◆ 전원 : AC 220V, 60Hz

◆ 모델 : CWSM-630F(2D) 

CWSM-630R(2D)

CWSM-632RF(2D)

CWSRM-630

◆ 전원 : AC 220V, 60Hz

제품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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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
제품규격

www.woosunginc.co.kr

■본제품의외관디자인및제품규격은제품의질을더높이기위하여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
있습니다.

◆ 모델 : CWSM-1543RF-1
CWSM-1543RF
CWSM-1543HRF

CWSM-1544DF
CWSM-1544DR

◆ 전원 : AC 220V, 60Hz

◆ 모델 : CWSM-1964RF

CWSM-1966DF

CWSM-1966DR
CWSRM-1966

◆ 전원 : AC 220V,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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