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ond,
The thick cold air curtain layer between 
the cover and the storage compart-
ment keeps cold air inside and pre-
vents warm outside air from entering. 
It is a unique technology developed by 
dimchae° that keeps kimchi fresh for a 
long time.

The cold air curtain preserves 
the taste of kimchi.

First,
Vital Fermentation Science takes 
dimchae°’s Vitamin Fermentation Sci-
ence, which makes your kimchi deli-
cious and nutritious, one step further. 
Vital Fermentation Science makes 
kimchi taste good and promotes bet-
ter health and vitality by increasing the 
amount of kimchi lactic acid, vitamin C, 
and ornithine.

※   What is ornithine?
Ornithine is an amino acid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ba-
sal metabolism, improving liver func-
tion, and promoting the secretion of 
growth hormone. This acid promotes 
health and vitality in adults as well as 
in growing children.

Vital Fermentation Science!
Healthy for your Family,  
and the delicious taste  

of kimchi!

No more worries about  
frost with the Ez Clean  

function!

Third,
In most refrigerators, frost is formed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temperature. 
You can easily defrost the refrigerator 
by using the Ez Clean function. This 
function melts frost in 30 minutes by 
increasing the temperature inside the 
compartment. When you use the Ez 
Clean function, it is important to first 
remove all food from the compart-
ment. Food in the compartment may 
be spoiled during defrosting.

F i v e
Advantages
of 



     

Experience the fresh freezing 
function that keeps kimchi  

and all other food fresh  
and delicious.

With its specialized storage 
capability, dimchae° is the  

only kimchi refrigerator  
that can keep all types  

of kimchi.

Fourth,
dimchae°’s new-concept freezing 
technology freezes food very slightly 
without destroying the tissue when 
you are storing foo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freezes food more fully if 
you intend to store it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fresh freezing mode freez-
es food slowly, so the defrosting time 
is short and the true texture and nutri-
tion of the food is preserved.

Fifth,
dimchae° can store kimchi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also dissolves plenty 
of CO₂, which helps to bring out the 
fresh taste, and keeps kimchi fresher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slowing 
down the growth of the lactic acid bac-
teria that can make kimchi taste bitter.
This new technology developed by 
dimchae° prevents kimchi from over-
ripening for the first three months, af-
ter which it keeps kimchi fresher for a 
longer period of time by slowing down 
the ripening.

“

”

Dear new  owner,  
We are pleased to introduce you  

to your new friend 
, who will keep 

your food fresh!

Excellent Features 
off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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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Your  ①

Warning

This product is manufactured to use with the following power supply:  

●  DOEA-124S* : 110-115V~, 60Hz,   
DOEE-124S*(AU) : 220-240V~, 50Hz 

●   The appliance may not work, and may even cause a fire,  
if it used with a different power source or equipment.

Make sure the plug is not bent, and is not crushed by a 
heavy object.

●   A damaged plug can cause a fire or an electrical shock.

Make sure the plug is not inverted, and is not 
pressed by the back of the refrigerator.

●   If water leaks and contacts the cable, it may cause a 
fire or electrical shock.

The following information will help you to prevent potential hazards that can hurt you 
and damage your appliance. Please read and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is manual for 
your safety and the safe use of your appliance. 

Warning You may be killed or seriously injured if you do not follow this instruction. 

Caution
You may be injured or your appliance may be damaged if you do not follow 
this instruction. 

You should refer to this note when using your appliance.Note

Installation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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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formation

Warning

Do not modify or extend the power cable.

●  Cable damage may cause electric shock or a fire.

Remove dust or any debris on the plug using a clean  
dry towel before plugging it in.

●  Dust and debris on the plug may prevent connection  
to the electrical outlet and cause a fire.

Connect to a separated circuit socket that is dedicated  
to the appliance.

●   If you insert too many plugs into sockets on the same 
power line, it may cause a fire by overheating the line.

Do not use a damaged power cord or plug, or a loose 
outlet.

●   These may cause a fire, short circuit, and electric 
shock.

Use a wall outlet connected to a circuit breaker, or 
make sure that the appliance is adequately grounded.

●  Connect your appliance to a wall outlet connected to 
a circuit breaker or with a ground terminal.

●  Alternatively, purchase a grounding wire, connect 
with a grounding terminal on the wall socket or a 
copper plate, and bury it in the ground.

●  Grounding to a gas pipe, a plastic water pipe or 
a telephone cable is not permitted under any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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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Do not insert a metal stick or your hands into the  
machine room cover on the top or into the area 
under the appliance.

●  This may cause electrical shock or injury.

Do not install the appliance in a location that is damp or 
wet, dusty, or near water. 

●  This may cause a fire or an electrical shock.

If you absolutely need to use an extension cord, only use a grounded 3-wire 
extension cord with a 3-prong grounding plug and outlet.

●   For North America (DOEA-124S*) 
: Use a 115-120V 15 A (minimum) extension cord.

●   For Australia (DOEE-124S*(AU)) 
: Use a 250 V 10 A (minimum) extension cord.

If you use an auxiliary power line, use a grounded line.

Do not install the appliance in a location where it 
is likely to overheat or where it will be exposed to 
direct sunlight. Keep heating devices away from 
your appliance.

●   It may cause a fire or explosion.

Caution

Do not tilt the appliance more than 45° when moving it.

●   Oil in the compressor may run down to the pipe,  
causing failure of the appliance.

●   If the appliance happens to be tilted more than 45°,  
let it stand for 30 to 40 minutes before plugging i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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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formation

Caution

Set the appliance on a stable and flat surface.

●  A non-flat surface may cause noise from the appliance  
and distortion of the appliance.

●   If you set your appliance up on a non-flat surface,  
make the front slightly higher than rear using the height adjustment screws.

Make sure you provide an adequate space of, at 
least 4 inches (10 cm), around the appliance for  
ventilation when you set up your installation area. 

●  Inadequate space may reduce product performance 
and increase power consumption.

↔ ↔

Do not install the appliance in a location that is hot, excessively cold, or  
exposed to direct sunlight.

●  The appliance may become discolored.

●  The recommended installation temperature for the  
appliance is 20˚C to 30˚C (68ºF to 86ºF).

●  The cooling effect of the appliance may be reduced,  
increasing the power consumption.

If you are going to move or carry the appliance,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 Before moving the appliancee: 

① Empty the refrigerator.  ③  Tape around the door to 
keep it from opening

②  Disconnect the power 
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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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Do not touch the plug or wall socket with wet hands.

●  Doing so may cause an electric shock.

▶  Do not drag or pull the appliance. Lift and move it.

▶  Be careful not to spill water remaining in the drain 
spout when moving or shifting the appliance.

Keep away from heat and do not store or use  
flammable materials (benzene, thinner, alcohol, 
ether, cosmetics, etc.) near the refrigerator.

●  ��This may cause a fire or explosion due to the 
chemical change of contents.

Do not place a vase, cup, cosmetics, chemicals, or a 
vessel filled with water on the appliance.

●  There is the risk of fire, electric shock, or injury if such 
objects fall.

If you detect smoke or a burning smell, immediately 
unplug the power cord and contact your service 
center.

●  There is a risk of fire, electric shock, or breakdown.

Instructions fo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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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formation

Warning

Do not spray water or clean the inside or outside the  
appliance with benzene or thinner.

●  This may cause a fire or an electric shock and damage  
the electric insulator.

●  ��Use lukewarm water or neutral detergent to clean the 
appliance.

Do not allow babies or children to go inside the appliance.

●  ��They may be hurt, seriously injured or even die from 
suffocation or cold if trapped.

If you detect any leakage of refrigerant gas,  
immediately ventilate the area, and do not touch  
the appliance or the power cord.

●  ��Touching may cause a fire or explosion due to  
a spark.

Do not light a candle in the appliance to remove bad 
smells.

●  This may cause an explosion or fire.

The appliance should only be disassembled, repaired, or 
remodeled by a qualified service engineer.

●  ��If an unqualified person attempts to repair the appliance, 
it may cause fire, injury, or electric shock.

If the appliance becomes flooded, contact the nearest  
service center before attempting to operate the appliance.

●  This may cause an electrical shock or a fire.

●  Contact a qualified service engineer to check the  
appliance.



8

Warning

Caution

If you are using kimchi containers in the microwave, open the 
cover and use the microwave in reheat mode only.

●  If you close the cover or use the microwave in another mode, 
the kimchi container may become deformed.

Keep food in a container covered with plastic wrap. 

●  ��If you don’t, the smell of food may permeate the appliance.

Do not keep live pets or animals in the appliance.

●  ��The animal may be hurt, seriously injured or die from 
suffocation and cold.

Before disposing of your appliance:

●  Remove the doors to avoid the risk of child entrapment.

Do not put a cloth or towel on the top of the appliance.

●  If you put something on the top, it may degrade the 
performance of the appliance by preventing heat  
emission.

Even if you are storing food in cold storage or chill mode, 
please keep an eye on your food.

●  Food can go bad even in the refrigerator, depending on  
the expiration date and the kind of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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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formation

Caution

Move the container by its handles, using both hands, after locking all (four) 
locks of the cover.

●  If you use the container without locking all of the cover locks, the cover may 
become detached from the container, and you may be hurt. 

●  Move the container by the handles using both hands.

●  ���If you move the container while it contains heavy objects  
such as stone, metal, etc., the handle may become  
detached from the container. This may cause injury.

Put the upper container on the lower container after completely laying the 
handles on the cover.

●  ���If you place the upper container on the lower container  
while the handles of the lower container are erect,  
the lower container may be broken by the weight  
of the upper container or the cover of the lower  
container may be opened, which can make kimchi go bad. 

Caution

Do not spray water on the appliance. Clean the control 
panel using a dry cloth to keep the control panel dry.

●  Water may cause distortion and damage to the appliance. 

Use a soft cloth or sponge with lukewarm water or neutral detergent to clean 
the surface of the appliance. Completely wipe remaining water and detergent 
off the surface of the appliance using a soft, dry cloth. 

●  If you use cleaning products containing alcohol or  
chlorine, it may cause distortion or damage to the  
appliance.

Management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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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If the compartment is covered with lots of frost, press the 
[Ez Clean] button to defrost after pulling out the containers 
and opening the cover. After defrosting, wipe off water and 
remaining frost with a soft, dry cloth.

●  Do not use sharp objects like a knife, ice pick, etc.

●  Do not use a hair dryer to speed up the defrosting process.

●  Frost is a natural state of the refrigerator that result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temperature.

If the control panel indicators blink and you hear  
alert sounds, it means the appliance has problems.  
Press any button and contact your service provider.

Do not stack kimchi containers that you are not using, and 
keep them in the shade.

●  ��If kimchi containers are exposed to direct sunlight,  
that may become discolored.

●  If you stack kimchi containers, the upper container may not 
pull out from the lower container. Close the cover and keep 
each kimchi container separately.

When moving the appliance, fix the door with tape.

●  Swinging doors may hurt your hands or damage the  
appliance when you move the appliance.



Safety Information

Tips for power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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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the instructions below to save power.

1 Do not open the door frequently.

If you open the door frequently, cool air will escape 
from the inside of the appliance. When this happens, 
the compressor starts operating to cool down the 
temperature, increasing power consumption.

2 Cool down hot food before putting it in the appliance.

Hot food raises the inside temperature of the appliance, 
causing increased electricity consumption.

3 Do not open the door during power failure.

A power failure lasting less than two hours should not 
affect food in the appliance.

4 Unplug the power cord of the appliance if you do not 
intend to use it for a long time.

5 Avoid areas that are exposed to direct sunlight, hot,  
or are near heat sources.

The recommended installation temperature for the 
appliance is 20˚C to 30˚C (68˚F to 86˚F). 

If you install the appliance in a location where the  

6 Pack food in small portions.

This should help to save power by cooling the food 
quickly and evenly.

surrounding temperature is high, the compressor will start operating to cool 
down the temperature, which causes increased electricity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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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Your  ①

Installation

■  Before installation, read “Safety Information” in this manual. 

■  Select the location where you are going to install after referring to “Installation 
Instructions” in “Safety Information” in this manual.

■  You must follow the safety information related to power, and use a grounded power 
outlet.

Install the appliance in a place where it is:

▶  Not exposed to direct sunshine.

▶  Far from any direct exposure to a heat source.

▶  Not wet or dusty.

▶  The temperature does not get excessively low (recommended 
installation temperature is 20˚C to 30˚C (68ºF to 86ºF).

▶  Has a strong and flat floor.

▶  Has sufficient space (more than 10cm) at the left, right, back, and top to 
allow for air circulation.

After installing:

▶  Plug the power cord into the socket.

▶  Insert food 3~4 hours after plugging in the power cord.

▶  If you need to unplug the appliance, wait for more than 5 minutes 
before plugging it bac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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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Your  ②

Overview

▶  Depending on the model, the specifications, color, and appearance of 
the appliance and container may vary.

▶  The compartment has kimchi containers and a filter.

Kimchi container
You can store kimchi in the 
container.

Height-adjustment screw
Use to adjust the front side height 
of the appliance.

Cover of the compartment
This cover keeps cold air in,  
preventing it from escaping. 

Deodorizing filter
This filter removes odors in the 
compartment. Each compartment 
has a filter.

Control panel
Control and select the operation mode  
for each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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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Your  ③

Control Panel

Control panel is located on the front of the appliance. You can set the functions of the 
compartment.
Use the buttons on the Control Panel to access the diverse functions of dimchaeº.

▶  If you don’t press any button while in Unlock mode, the control panel 
will display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for 25 seconds and then 
return to Lock mode.

Store-bought Kimchi/
Long-term Storage button

03

Storage Select button04

One Night button05

Fermentation Science button06

Power button07

Lock/Unlock button 01

Ez Clean button 02

01 Lock/Unlock button
▶  You can adjust functions after changing to Unlock 

mode by pressing and holding the [Lock/Unlock] 
button for more than 3 seconds.

잠금상태 풀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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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Panel

구입김치/장기보관  

(Store-bought Kimchi/Long-term Storage) button

▶  In Unlock mode, press this button repeatedly the desired storage 
mode is selected.

●���구입김치 : Set to this mode to store kimchi that has been  
 store-bought.

●��장기보관 : Set to this mode to store kimchi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suppressing ripening.

03

Ez Clean button

▶  Use to defrost and clean the compartment. You must remove all 
food in the compartment and open the door before using this 
function.

02

보관선택 (Storage Select) button

▶  Use to select the storage mode (채소/과일, 김치류, 생동) and the  
storage strength (강, 표준, 약).

In Unlock mode, press this button repeatedly until the desired  
storage mode is selected. You can toggle through the storage  
modes in the following order.

김치류(표준 → 강 → 약) → 채소/과일(표준 → 강 → 약) 

 → 생동(표준 → 강 → 약)

 

●���채소/과일 : Set to this mode to keep fruits or vegetables  
 (and rice or fermented soybean paste) fresh.

●��김치류 : Set to this mode to keep kimchi (baechu kimchi,  
 mul-kimchi, radish kimchi) fresh. 

●��생동 : Set to this mode to keep meat and fish fresh and slightly 
frozen.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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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One Night) button

▶  Use this mode to ripen the newly-made kimchi (baechu kimchi) in 
one day at room temperature (20°C to 25°C).

05

Power button

▶  Use to turn the power on or off.

07

발효과학 (Fermentation Science) button

▶  Use to select the fermentation science mode of the selected 
compartment.

In Unlock mode, press this button repeatedly until the desired 
fermentation science mode is selected. You can toggle through 
the fermentation science modes in the following order.

물김치 → 배추김치 → 무김치  

Vital Fermentation Science is a new technology that makes kimchi 
more delicious and nutritious, enriches helpful lactic acid bacteria 
and Vitamin C, and creates more than twice the amount of 
ornithine compared to competing kimchi refrigerators. Ornithine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basal metabolic rate, 
improving the liver function, and promoting the secretion of 
growth hormone.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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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Your  ④

Power On/Off

The control panel includes power button for the compartment. You can turn the 
compartment on and off.

1 Press and hold the [Lock/Unlock] button for 3 seconds to change to Unlock mode.

▶  If you don’t press any button while in Unlock mode, the control panel 
will display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for 25 seconds and then 
return to Lock mode.

2 Power On
If you press the power button when the power is turned off, the power is turned 
on. To set function of the refrigerator, refer to  “Using dimchae°.”

▶  When you turn the power on for the first time, the operation mode of 
the compartment is set to  “보관선택-김치류-표준” by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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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Off
If you press the power button when the power of the compartment is turned on, 
the power of the compartment is turned off.

3 Press the [Lock/Unlock] button again to finish turning the power on/off.

▶   If you store food in the refrigerator that is turned off, the food may 
become spoiled.

▶  You can only change the operating mode of the compartment when 
it is turned on.



Storing Newly-made Kimchi after  
Fermenting (Fermentation Science)

Storing Newly-made Kimchi after  
Fermenting (One Night)

Storing Kimchi without Fermenting

Storing Vegetables/Fruits

Storing Meat/Fish

Storing Store-bought Kimchi / Storing 
Kimchi for a Long Period of Time

Using Ez Clean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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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①

Storing Newly-made Kimchi after  
Fermenting (Fermentation Science)

▶ 발효과학 (Fermentation Science)

This operation mode keeps the refrigerator at the same temperature as a jar buried 
underground in winter. It keeps the original flavor of Gimjang Kimchi that has been 
buried in a jar underground in winter, and ferments newly-made kimchi to produce 
helpful lactic acid bacteria, giving the kimchi a delicious flavor and good nutritional 
value by optimizing the temperature.

1 Press and hold the [Lock/Unlock] button for 
3 seconds to change to Unlock mode.

▶  If you don’t press any button while in Unlock mode, the control panel 
will display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for 25 seconds and then 
return to Lock mode.

2 Press the [발효과학] button repeatedly until the desired storage mode is selected. 
You can toggle through the fermentation science modes in the following order.

물김치 → 배추김치 → 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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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ng Newly-made Kimchi after Fermenting (Fermentation Science)

3 If you have finished mode selection, press 
the [Lock/Unlock] button to finish setting 
and change the control panel to Lock mode.

4 When the “발효과학 (Fermentation Science)”  fermentation is finished, the  
“발효과학 (Fermentation Science)” indicator turns off and the “김치류-표준 
(Kimchi-Standard)” indicator tur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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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ng Newly-made Kimchi after  
Fermenting (One Night)

Using  ②

▶ 하룻밤 (One Night)

This operation mode keeps the refrigerator at room temperature (20°C to 25°C) to 
ripen newly-made kimchi in a day (less than 24 hours). It rapidly ferments kimchi in a 
day so you can enjoy the flavor of kimchi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be careful not 
to store kimchi in this operation mode for a long time, as it may become  
over-ripened.

1 Press and hold the [Lock/Unlock] button for 
3 seconds to change to Unlock mode.

▶  If you don’t press any button while in Unlock mode, the control panel 
will display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for 25 seconds and then 
return to Lock mode.

2 Press the [하룻밤] button repeatedly until the “익힘” mode is selected.

3 If you selected “익힘” mode, press the [Lock/
Unlock] button to finish setting and change 
the control panel to Lock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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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ng Newly-made Kimchi after Fermenting (One Night)

4 After about 17~21 hours, when the one-night fermentation process is complete, 
it will automatically change to “맛보기 (Tasting)” mode.

In “맛보기 (Tasting)” mode, you can check the condition of your kimchi. If the 
kimchi has ripened properly, press the [보관선택] button to change to“김치류- 

표준 (Kimchi-Standard)” mode. If you don’t change the mode, the mode will be 
automatically changed to “김치류-표준 (Kimchi-Standard)” mode after about 2 
hours.

In “맛보기 (Tasting)” mode, if the kimchi hasn’t ripened properly, press the  
[하룻밤] button to change to “추가 (Add)” mode. The “추가 (Add)” indicator will 
illuminate, and an additional 2 hours of fermentation will be started.

When “추가 (Add)” mode is finished and the mode has changed to “맛보기  

(Tasting)” mode, check the status of your kimchi. If the kimchi has ripened 
properly, press the [보관선택] button to change to “김치류-표준 (Kimchi-
Standard)” mode. If the kimchi hasn’t ripened properly, press the [하룻밤] button 
to re-enter “추가 (Add)” mode. You can select “추가 (Add)” mode twice.

5 If you have finished storage mode selection, 
press the [Lock/Unlock] button to finish 
setting and change the control panel to  
Lock mode.



24

Storing Kimchi without Fermenting

Using  ③

▶  You can select this mode to store kimchi without the fermentation process.

1 Press and hold the [Lock/Unlock] button for 
3 seconds to change to Unlock mode.

▶  If you don’t press any button while in Unlock mode, the control panel 
will display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for 25 seconds and then 
return to Lock mode.

2 In Unlock mode, press the [보관선택] button repeatedly until “김치류” mode is 
selected. You can toggle through the storage modes in the following order.

김치류(표준 → 강 → 약) → 채소/과일(표준 → 강 → 약) → 생동(표준 → 강 → 약)

▶  You can select “김치류(표준, 강, 약)” mode according to the status of 
ripening of kimchi. Store normal kimchi in “표준 (Standard)” mode, 
over-ripening kimchi in “강 (Strong)” mode, and slightly iced kimchi  
in “약 (Weak)” mode.

3 If you have finished storage mode selection 
and the “김치류” indicator is illuminated, 
press the [Lock/Unlock] button to finish 
making your settings and change the control 
panel to Lock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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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④

Storing Vegetables/Fruits

1 Press and hold the [Lock/Unlock] button for 
3 seconds to change to Unlock mode.

▶  If you don’t press any button while in Unlock mode, the control panel 
will display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for 25 seconds and then 
return to Lock mode.

2 Press the [보관선택] button to select “채소/과일(표준, 강, 약)” mode. You can 
toggle through the storage modes in the following order.

김치류(표준 → 강 → 약) → 채소/과일(표준 → 강 → 약) → 생동(표준 → 강 → 약)

3 If you have finished storage mode selection 
and the “채소/과일(표준, 강, 약)” indicator is 
illuminated, press the [Lock/Unlock] button 
to finish setting and change the control panel 
to Lock mode.

▶  Select the strength of “채소/과일” mode according to the kind of fruit/vegetable and 
its freshness when you bought it.

▶  In “채소/과일” mode, you can store fruit or vegetables that you plan to eat within a 
short period time. If you plan to store fruit or vegetables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this 
mode, please check them regularly to make sure they do not spoil

▶  In “채소/과일”mode, more water may be formed inside of the compartment than in  
“김치류” mode.

▶  If you change the mode from “김치류” or “생동” to “채소/과일,” water may be formed 
inside of the compartment due to melting frost. This is not a cause for concern. Simply 
wipe the water off with a soft, dry cloth or t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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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⑤

Storing Meat/Fish

1 Press and hold the [Lock/Unlock] button for 
3 seconds to change to Unlock mode.

▶  If you don’t press any button while in Unlock mode, the control panel 
will display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for 25 seconds and then 
return to Lock mode.

2 Press the [보관선택] to select “육류/생선(표준, 강, 약)” mode. You can toggle 
through the storage modes in the following order.

김치류(표준 → 강 → 약) → 채소/과일(표준 → 강 → 약) → 생동(표준 → 강 → 약)

3 If you have finished storage mode selection 
and the “생동” indicator is illuminated, press 
the [Lock/Unlock] button to finish making 
the setting and change the control panel to 
Lock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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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ng Meat/Fish

▶  “생동” mode keeps meat or fish fresh by freezing it slightly. Use this 
mode to store meat or fish that you intend to eat within two or three 
days. If you store meat or fish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may go bad.

▶  This mode keeps the temperature of the compartment higher than 
completely freezing, which is used to keep meat or fish for a long 
period of time.

▶  If you keep rice, grains, vegetables, fruit, beverages, or kimchi in this 
mode, it may become frozen.

▶    If you store drinks in glass bottles in “생동” mode, there is a risk that  
the glass will break. Don’t store drinks in glass bottles.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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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ng Store-bought Kimchi /  
Storing Kimchi for a Long Period of Time

Using  ⑥

▶  “구입김치” mode: Store-bought kimchi may ripen rapidly, as it has already ripened 
during delivery. So this mode rapidly cools store-bought kimchi to prevent it from 
ripening early.

▶  “장기보관” mode: This mode rapidly cools kimchi to prevent it from over-ripening 
due to the temperature, in order to keep the kimchi delicious for a long period of 
time.

1 Press and hold the [Lock/Unlock] button for 
3 seconds to change to Unlock mode.

▶  If you don’t press any button while in Unlock mode, the control panel 
will display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for 25 seconds and then 
return to Lock mode.

2 Press the [장기보관] button to select “구입김치” or “장기보관” mode.  You can 
toggle through the storage modes in the following order.

구입김치 → 장기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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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ing Store-bought Kimchi / Storing Kimchi for a Long Period of Time

▶    Store-bought kimchi should be stored carefully, as it has already 
ripened during delivery

▶    If you want to store newly bought kimchi and are using “구입김치” 

mode, turn “구입김치” mode off and reset to “구입김치” mode again,  
as follows: 
• Step 1 (“구입김치” mode off): [Unlock] → [김치류-표준] → [Lock]  
• Step 2 (“구입김치” mode reset): [Unlock] → [구입김치] → [Lock] 

Caution

3 If you have finished storage mode selection 
and the “구입김치” or “장기보관” indicator is 
illuminated, press the [Lock/Unlock] button 
to finish making the setting and change the 
control panel to Lock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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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⑦

Using Ez Clean

▶   What is Ez Clean? This is a defrosting function.

▶  Start the Ez Clean process with the door open. If you start with the door 
closed, you will hear an alert sounds, and the Ez Clean process will not 
begin.

▶    Before starting the “Ez Clean” function, you must remove all food from 
the compartment to prevent it from spoiling.

Caution

1 Remove all food from the compartment. 

2 Press and hold the [Lock/Unlock] button for 
3 seconds to change to Unlock mode.

▶    If you don’t press any button while in Unlock mode, the control panel will 
display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 for 25 seconds and then return to 
Lock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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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Ez Clean

3 Press the [Ez Clean] button to defrost.  “Ez Clean” function will be started.

4 If the Ez Clean process is finished and you hear a buzzer sound, the refrigerator 
automatically returns to the previous operating mode.

▶     The Ez Clean process automatically finishes 30 minutes after it starts, 
when the temperature inside the compartment reaches 10°C.

▶     If the Ez Clean process is finished, wipe up any water in the compartment.

▶    After performing Ez Clean, you can easily remove any remaining frost by 
hand. Do not use a sharp object like a knife or an ice pick, etc. to remove 
remaining frost, as sharp objects can damage the inside surface of the 
compartment.

Caution





Cleaning dimchae°

Storing Food

Disassembling and Recycling the 
Deodorizing Filters

Mai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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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①

Cleaning dimchae°

Before cleaning

●��Make sure to unplug the power cord for safety.

Cleaning the inside surface

●���Use a soft cloth or sponge with lukewarm water or neutral 
detergent to clean the surface of the appliance.  
Completely wipe remaining water and detergent off the 
surface of the appliance using a dry soft cloth.

●��Do not use abrasives, kerosene, benzene, thinner, 
hydrochloric acid, or hot water, and do not use a tough 
sponge or a brush, as these may cause distortion or 
damage to the appliance.

Cleaning the inside surface

●��Wash with water and a neutral detergent.

Cleaning the rubber door seals

●��Clean the rubber door seals using a soft cloth or towel with 
lukewarm water, and wipe off the remaining water using a 
dry soft cloth or towel.

●��Juices from food, fruit juice, and kimchi juice can damage 
seal materials. Periodically clean the door s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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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dimchae°

Cleaning the kimchi container 

●��Before using the kimchi containers, to remove the plastic 
smell, clean the surface using a soft cloth or a sponge with 
neutral detergent.

●��To eliminate the kimchi smell, clean after putting a green-
leaf vegetable into the container and letting it stand for 
a day, or add remaining water after washing rice and let 
stand for thirty minutes.

●��Use water below 50°C to clean the kimchi container, and do not clean in the 
dishwasher using water over 50°C. The kimchi container may be distorted.

Tips for deodorization

●��Turn off the power, take everything out of the  
appliance and clean inside walls, top and bottom 
surface, drawer, shelves and rubber rims. 

●�Wipe all containers dry. 

●� Store odorous food in airtight containers or after 
covering it with plastic wrap.

After cleaning

●��Plug in the power cord after confirming there is no 
damage to the power cord.

▶     Be careful not to cut your hands on the sharp edges when cleaning the 
appliance.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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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②

Storing Food

Do not store meat, fish, vegetables, and fruit in a compartment 
set to “발효과학” or “하룻밤” mode.
●���Meat, fish, vegetables, and fruit may be spoiled, as the 

temperature is too high.

What to do when the power fails
●���When the appliance turns back on after power outage, it will operate according 

to the last mode set, without controlling the control panel.

●���Do not open the door of the appliance during a power failure. As long as the 
door stays closed, the appliance will keep cold for up to 2 hours.

Do not store food other than kimchi in a compartment set to “구입김치” or  
“장기보관” mode.
●���Meat and fish may be spoiled and fruit and  

vegetables may become frozen.

Do not store vegetables, fruit, or kimchi in a 
compartment set to “생동” mode.
●���Vegetables, fruit, and kimchi may be frozen,  

as the temperature is low.

Do not store food other than fruit or vegetables or fruit in a compartment set to 
“채소/과일” mode.
●���Do not wash fruit or vegetables before storing, as the water may cause the food 

to go bad quickly.

●���Keep fruit or vegetables in a dedicated container or in a plastic  
bag to protect them from water.

●���Do not store tropical fruit (banana, melon, pineapple, etc.)  
that may easily go bad at low temperature.

●���Store apples separately. Apples emit ethylene gas, which causes  
other foods to go bad easily.

●���Do not store meat, fish, or kimchi in the  
compartment set to “채소/과일”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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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aining  ③

Disassembling and Recycling the Deodorizing Filters

Lift the cover to remove the deodorizing filter, slide the deodorizing filter cover up 
to the OPEN position and remove it.

1

Remove the filter from the cover.2

The deodorizing filters are located in cover of the compartment.

Dry the removed deodorizing filter in the shade for about 24 hours and replace it 
again. (You can use the filter semi-permanently.)

3

▶     Do not dry the filter in the microwave, as it may cause a fire or melt, 
making it impossible to re-use.

Caution

1

2

3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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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and Specifications ①

Before You Call for Service

If you have a problem with the appliance, please review the following troubleshooting 
guide before calling for service.

Troubleshooting Guide

Problems Solutions/explanations

The appliance is  
not working.

●���Make sure the power cord is firmly 
plugged into the power outlet.

●���Confirm that the power for the 
compartment in which you want to  
store food is on.

●���To maintain a constant temperature in the 
compartments, the appliance repeats a 
cycle of running and stopping. Stopping 
to maintain the temperature is a normal 
condition.

The front or left/
right side surface  
of the appliance is 
hot.

●���To prevent dew on the front surface of the 
appliance, there is a pipe around the front 
surface. Notably, when you first install the 
appliance and during summer this may 
feel hot, but this is not a malfunction.

Dew is forming on 
the outside surface 
of the appliance.

●���This is the same phenomenon as when 
beads of water are formed on the surface 
of a glass containing cold water. When 
you install the appliance in a humid 
environment, or when the weather is 
humid, especially during the rainy season, 
hot and humid air may form dew on the 
cold surface of the appliance. This occurs 
when the air contains humidity. Don’t 
worry about it, but wipe it off with a dry 
soft cloth or t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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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Solutions/explanations

There is frost 
and humidity 
forming inside the 
appliance.

●���When the weather is hot and humid and 
the doors are opened, warm air enters 
and makes beads of water inside the 
appliance.

●���Having some frost in the appliance helps to maintain proper 
humidity and the freshness of food. This phenomenon is not a 
malfunction, so relax!

●���If the compartment is covered with lots of frost, defrost as 
described in “Using Ez Clean.”

Ice has formed 
on the kimchi 
container cover.

●���The appliance maintains the optimal 
temperature for storing kimchi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forms ice on the cover.

●���You can avoid ice and store kimchi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covering kimchi 
with plastic wrap or a bag.

You can hear water 
running and a 
bubbling sound in 
the appliance.

●���This may occur when the refrigerant 
liquid is circulating through the 
appliance, or when frost melts and water 
flows, and it is normal.

You can hear a 
rattling, buzzing, 
clicking, or 
snapping sound.

●���This may occur when the compressor is 
operating and stopping and components 
of the appliance are cooling down or 
warming up. This is normal.

You can hear 
unusual noises or 
sounds.

●���Check to confirm that you have  
installed the appliance on a level  
and stable floor.

●��Check to ensure that the appliance  
is not too close to the wall.  
Do not put things on top of the 
appli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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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Solutions/explanations

You feel a slight 
electric shock/
tingling, and hear 
a small buzzing 
sound when 
you touch the 
appliance.

●���This may occur if you have connected the 
power cord to an ungrounded outlet.

●���If you connected the power cord to an 
ungrounded extension cord, reconnect  
to a grounded extension cord.

●���If the problem persists, contact your 
service center.

There is a bad  
smell in the 
appliance.

●���It is caused by overflowing kimchi juice 
from the kimchi container. Close the 
cover well and wipe kimchi juice off the 
container with a dry cloth or towel.

●���When you store food, cover the container 
and wrap it up in plastic wrap. You must 
store meat, fish, stockfish, etc. in the 
plastic bag. 

You hear the alert 
sound.

●���The appliance emits an alert sound when 
the door of compartment has been open 
for more than 3 minutes. Please close the 
door.

The control panel 
does not work.

●���The control panel is in Lock mode. 
Change to Unlock mode by pressing and 
holding the Lock/Unlock button for  
3 seconds.

There is a plastic 
smell in the 
appliance.

●���You may smell plastic inside the 
appliance when the appliance is 
delivered. Use the appliance after 
ventilating by opening the do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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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You Call for Service

Problems Solutions/explanations

It is difficult to  
open the door.

●���This i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emperature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appliance. After waiting a 
minute, try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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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and Specifications ②

Product Disposal Instructions

This product uses CYCLOPENTANE as the blowing agent.

The gases in insulation materials require special disposal precautions. Please contact 
your local authorities regarding the environmentally safe disposal of this product. 

This product uses HCFCs as the refrigerant.

When you dispose of a product containing HCFCs (Hydrochlorflurocarbons, R-134a) 
refrigerant, the HCFCs refrigerant must be reclaimed.

If you throw away your old refrigerator, make sure that the HCFCs refrigerant are 
first removed by a certified refrigerant technician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ocedures. If you intentionally release HCFCs refrigerant, you may be subject to fines 
and imprisonment under the provisions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Ensure that none 
of the pipes on the back of the appliance are damaged prior to disposal, and be careful 
so that the pipes may not be broken while disposing of such a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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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and Specifications ③

Specifications

Items
Model

DOEA-124S* DOEE-124S*(AU)

Power AC 110-115V, 60Hz AC 220-240V, 50Hz

Size

Width 690 mm

Depth 580 mm

Height 850 mm

Weight 43 kg

Refrigerant/Amount of refrigerant R-134a / 75 g

Blowing Agent Cyclopentane

Volume 120 L

Container  
Volume

Ez Containner 8.7 L x 4

Ez Containner 19.0 L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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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Support and Specifications ④

Limited Warranty

In the event of a defect in materials or workmanship, the authorized warrantor will 
repair this WiniaMando product with new or refurbished parts, free of charge, in the 
USA and Canada only, for one (1) year from the date of original purchase. 

This Limited Warranty Excludes both Labor and Parts for: accessories and optional 
parts (e.g., baskets, stand, etc.).

This warranty is extended only to the original purchaser. A purchase receipt or other 
proof of date of original purchase will be required before warranty service is rendered.

This warranty only covers failures due to defects in materials or workmanship that 
occur during normal use. The warranty does not cover damage occurring in shipment, 
failures caused by using products not supplied by the warrantor, or failures resulting 
from accident, misuse, abuse, neglect, mishandling, faulty installation, misapplication, 
setup adjustments, improper operation or maintenance, alteration, modification, 
introduction of sand, humidity or liquids, power line surge, improper voltage supply, 
lightning damage, signal reception problems, or commercial use such as hotel, office, 
restaurant, or other business or rental use of the product, or service by anyone other 
than authorized Service Center, or damage attributable to acts of God.

Limits and Exclusions

There are no express warranties, except as listed above.

THE WARRANTOR SHALL NOT BE LIABLE FOR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RESULTING FROM THE USE THIS PRODUCT OR ARISING OUT OF ANY 
BREACH OF THIS WARRANTY. ALL EXPRESSED AND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LIMITED TO THE APPLICABLE WARRANTY PERIOD SET FORTH ABOVE.

Some states do not allow the exclusion or limitation of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or limitations on how long an implied warranty lasts, so the above 
exclusions or limitations may not apply to you. IF A PROBLEM WITH THIS PRODUCT 
DEVELOPS DURING OR AFTER THE WARRANTY PERIOD, YOU MAY CONTACT YOUR 
DEALER OR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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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Warranty

For warranty service

In the Eastern USA - D.Y. Imports Inc.

● Toll Free: 877-394-6767

● Address: 203-06 45th Ave. Bayside, NY 11361, U.S.A.

In the Western USA - Twin Trading Inc.

● Toll Free: 800-705-8946

● Address: 8726 SO.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U.S.A.

In the Western USA - H Mart 

● Telephone Number : 844-571-7819

● Address: 1602 BOUDARY BLVD. #102, AUBURN, WA 98001, U.S.A

In Canada

● Toll Free: 866-779-4642

● Email: dimchae@T-Brothers.com

● Address: #100-88 Brigantine Drive, Coquitlam, B.C. V3K 6Z6

Before you call for service, please have the following ready:

① DOP (Date of Purchase) with a copy of sales receipt.

② Model name.

③ S/N of the unit submitted for warranty service.

▶  This warranty is valid only in the United States or Canada

Caution







 

둘,
뚜껑과 저장실 사이의 두꺼운 냉각층

이 외부 공기 유입과 내부 냉기 유출을 

동시에 최소화 함으로써 김치를 보다 

생생하게 오랫동안 보관해 줄 수 있는 

딤채°만의 기술입니다.

냉기 에어커튼이 

김장 김치맛 그대로
지켜드립니다.

다 ●섯 ●가 ●지

자 ●랑 ●거 ●리

의

하나,
김치를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숙성시

키는 딤채만의 발효과학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킨 바이탈(Vital) 발효과학! 몸

에 좋은 김치 유산균과 비타민C뿐 아

니라 오르니틴 함량을 증가시켜 김치 

맛도 살리고 우리 가족의 활력까지 올

라갑니다.

※ 오르니틴이란?

기초대사 촉친, 간 기능 개선, 성장호르

몬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

으로,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의 건

강과 활력에 도움을 줍니다.

바이탈 발효과학!

맛있는 김치 맛과 함께  

우리 가족 건강까지!

Ez 클린 기능으로  

성에 걱정 끝

셋,
김치냉장고는 내부와 외부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해 성에가 생길 수 밖에 없

습니다. 딤채°는 번거롭고 불편한 성에

를 제거하기 위해 Ez 클린 기능을 만들

었습니다. Ez 클린 기능은 단시간(약

30분)에 저장고 안의 온도를 높여 저장

고 안에 쌓인 성에를 모두 녹여 없애는 

기능입니다. 단, Ez 클린 기능을 사용

하실 때는 저장고 안의 용기를 모두 꺼

내주십시오. EZ 클린 기능을 사용할 

때 김치저장용기를 꺼내지 않으면 고생

해서 담근 김치가 모두 시어 버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여러분의 친구,    

       를 

  소개합니다!

“

”

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을 신선하고 맛있게 

지켜주는 생동기능을 

만나보세요.

김치저장의 전문 능력, 

어떤 김치라도 맛있게 장기  
보관해주는 김치냉장고는  

딤채̊ 뿐입니다.

넷,
냉동의 단점을 보완한 딤채°만의 신개

념 냉동기술로, 단기간 보관 시 음식

물의 조직이 파괴되지 않게 생생하게 

얼려주며, 장기간 보관 시에는 냉동처

럼 꽁꽁 얼려줍니다. 생동보관은 서서

히 얼려주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취식 

시 해동 시간이 짧고, 식품 본연의 식

감과 영양을 지켜주는 신개념의 냉동기

술입니다.

다섯,
딤채°는 김치를 오랫동안 저장해 줍

니다. 또한, 김치의 상큼한 맛을 내는 

CO₂를 다량 용존시키고, 김치를 시게 

만드는 젖산균의 성장을 억제시켜 김치

를 보다 신선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만

들어 줍니다.

최초 개발된 딤채°의 신기술은 김장 김

치를 최대 3개월까지 숙성을 억제하고 

4개월째부터 서서히 맛있게 숙성될 수 

있도록 하여 오랜 기간 신선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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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2

이해하기 ①

딤채°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딤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고 안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안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경미한 부상이나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중 사용자가 참고해야 할 내용을 표시합니다.

경고

설치 시 주의사항

본 제품은 지정된 전원 규격에서만 사용하십시오.

●  DOEA-124S* : 110-115V~, 60Hz,  

DOEE-124S*(AU) : 220-240V~, 50Hz

●  전원 규격이 다른 곳에서 사용할 경우 작동이 되지 않거나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전원코드가 손상되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플러그가 위로 향하거나 제품 뒷면 등에 눌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물이 흘러 들어가거나 전원플러그가 손상되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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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경고

전원코드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코드의 전기적 손상 등으로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플러그에 먼지나 때가 묻어 있으면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  먼지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접속이 불완전하여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콘센트는 딤채°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  여러 제품을 동시에 꽂아서 사용하면 발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 또는 전원플러그가 손상되었거나, 전원콘센트의  

구멍이 헐거울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감전 및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를 연결하거나 접지를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  누전차단기를 구입하여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접지선을 구입하여 벽의 접지단자에  

연결하거나 땅속(깊이 75㎝ 이상)에 구리판을 묻은 후  

제품과 연결하여 접지하여 주십시오.

●  가스관, 전화선, 수도관, 피뢰침 연결부에는 절대로  

접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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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제품 밑 부분이나 방열그릴(배기구)에 손이나 금속 막대를  

넣지 마십시오.

● 감전 및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 물이 있는 곳,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감전 및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장선을 사용할 경우 3선, 3극, 3슬롯 콘센트가 있는 연장선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다음 사양의 연장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북미 판매용(DOEA-124S*) : 115V-120V, 15A 이상 

호주 판매용(DOEE-124S*(AU)) : 250V, 10A 이상

전원 보조선을 이용해야 할 경우 접지선이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높은 장소,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 히터 등  

전열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화재,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

제품을 운반할 때 45도 이상 기울이지 마십시오.

●  압축기내 오일이 파이프 쪽으로 흘러 제품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  운반 중 45도 이상 기울였을 경우 제품을 바로 세운 후  

30~40분이 지난 다음 전원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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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주의

제품을 옮기거나 운반할 때 다음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운반하기 전에 

바닥이 안정되고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  바닥이 기울어져 있으면 소음 발생 및 부품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  바닥이 고르지 않아 제품이 전면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  

수평높이조절나사를 이용하여 전면을 높게 설치해 주십시오.

주위와 적당한 간격의 공간을 두고 설치하십시오.

●  주위에 적당한 간격의 공간을 유지해 주십시오.  

너무 좁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 ↔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 열기가 많은 곳, 지나치게 추운 곳은 피해주십시오.

●   제품의 색상이 직사광선으로 인해 변색될 수 있습니다.

●   설치 장소의 주위 온도가 5℃ 이상 43℃ 이하인지 확인 후  

설치하십시오.

●   설치 장소의 주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냉장고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성능이 떨어져 전기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① 내용물을 꺼냅니다.  ③  문을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② 전원플러그를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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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사용 시 주의사항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 물기가 닿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제품을 바닥에서 들어서 옮겨주십시오.

▶  제품을 이동하거나 운반할 때 물받이에서  

물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기를 멀리하고 불이 붙기 쉬운 물질(벤젠, 신나,  

알코올, 에테르, LP가스, 화장품 등)을 제품  

근처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화재나 내용물의 변질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위에 화병, 컵, 화장품, 약품 등 액체가 담겨있는 용기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낙하로 인한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에서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아 가동을 멈추고, 고객상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 제품 고장, 감전,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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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경고

제품 외부나 내부에 물을 뿌리거나 벤젠, 신나 등으로 닦지  

마십시오.

●  전기 부품의 절연이 나빠져 감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 청소 시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중성세제를 이용해 주십시오.

아기나 어린이가 제품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냉장고 안에 갇히게 되면 질식 및  

동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냉매 가스가 샐 때는 제품과 전원플러그를 건드리지  

마시고 즉시 환기시켜 주십시오.

●  불꽃이 튀어 폭발하게 되면 화재나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제품 안에 촛불을 켜 놓지 마십시오.

●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서비스 엔지니어 이외에는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 다치거나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침수된 제품은 반드시 서비스를 받으신 후 사용하십시오.

● 감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본사에서 지정한 서비스 엔지니어를 통해 점검 및 수리를  

받으신 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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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주의

김치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뚜껑을 

열고 전자레인지의 데우기 기능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뚜껑을 닫거나 전자레인지의 다른 기능을 사용할 경우  

김치용기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식품은 용기(그릇 등)에 랩을 씌워 보관하십시오.

●  제품에 음식 냄새가 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제품에 넣지 마십시오.

● 질식 및 동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문 안쪽의 고무 테두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  내부에 아이들이 들어가 갇힐 수 있습니다.

제품 상단에 천이나 수건 등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  제품 위에 천이나 수건 등을 올려 놓으면 열이 배출되지 않아  

제품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생동 기능 및 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식품을 저장하더라도  

식품의 부패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  식품의 유통 기간 및 종류에 따라 김치냉장고 안에서도  

식품이 부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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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주의

김치 저장용기의 잠금부(4개소)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용기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  잠금부를 모두 잠그지 않고 사용하면 뚜껑이 이탈되어 용기가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  용기는 반드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이동해 주십시오.

●  돌이나 쇠 등 지나친 무게의 물건을 넣고 이동하면 손잡이 이탈로  

인해 용기가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하단 용기 손잡이를 완전히 눕힌 후 용기를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  하단 용기 손잡이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위에 용기를  

올려 놓으면 상단 용기의 하중에 의해 하단 용기가  

파손 되거나 또는 도어가 덜 닫혀 김치가 시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 시 주의사항

주의

제품 외관 청소 시 물을 뿌리지 마시고, 기능 설정 패널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른 헝겊으로 닦아 주십시오.

● 제품 변형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의 외부를 청소할 때는 부드러운 천이나 행주에 미지근한  

물이나 중성 세제를 묻혀 닦아주십시오. 제품에 물이 흐르게  

하지 마시고, 세제와 물기를 닦아 주십시오.

●  청소용 유기 용제(알코올(OH), 염소계(CI) 성분이 포함된  

청소 용품)를 사용할 경우 제품 변형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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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성에가 많이 끼었을 때는 용기를 빼낸 후 문을 열고 ‘Ez Clean’  

버튼을 눌러 성에를 녹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십시오.

●  성에를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 등으로 긁어내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뜨거운 물이나 드라이기 등의 더운 바람으로 성에를 녹이지 마십시오.

●  성에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생겨나며 직접냉각 방식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저음과 함께 기능 설정 패널 표시등이 점멸하면 제품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신호이므로, 아무 버튼이나 눌러  

소리를 멈추고 고객상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품을 옮길 때에는 문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주십시오.

●  옮길 때 문이 열렸다 닫히면서 손이 다치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김치 용기는 그늘에서 겹치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변색 및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기끼리 겹쳐 보관하면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뚜껑을 덮은 후 개별로 보관해 주십시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절전요령

전기를 아끼기 위해 다음 절전 요령을 참조 바랍니다.

식품은 되도록이면 작게 나누어서 저장하십시오.

음식이 빠르게 골고루 냉각되므로 전기료를 절감하게  

됩니다.

6

11

문을 자주 여닫지 마십시오.

냉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면 압축기가 자주 작동하여  

전기의 소모가 많아집니다.

1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넣어 주십시오.

제품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 전기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2

정전이 되었을 때는 문을 여닫지 마십시오.

문을 여닫지 않으면 정전 후 2시간 이내에는 보관된  

내용물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3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코드를 뽑아 주십시오.
4

직사광선, 전열기 주위, 주변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해 설치해 주십시오.

설치에 적당한 온도는 20~30℃ 입니다.  

주위 온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게 되면 압축기 운전이  

많아져 전기 소모가 많아집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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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

이해하기 ②

■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중 ‘설치 시 주의사항’ 내용을 참조하여 설치 장소를  

선택합니다.

■  전기 관련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접지가 되어있는 전원 콘센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 선택하기

▶  직사광선이 직접 내리쬐지 않는 곳

▶  히터 등의 전열기구와 멀리 떨어진 곳

▶  물기 및 먼지가 많지 않은 곳

▶  온도가 지나치게 낮지 않은 곳 (주위 온도가 5℃ 이상 43℃ 이하로  

유지되는 곳)

▶  바닥이 튼튼하고 평평한 곳

▶  제품의 상하좌우 방향으로 10㎝ 이상의 빈 공간이 있는 곳

설치 후 이렇게 하세요!

▶  전용콘센트에 전원플러그를 꽂으십시오.

▶  전원 연결 후 3~4시간이 지난 다음에 식품을 넣어 저장하십시오.

▶  플러그를 뺀 후 다시 꽂을 때는 5분 이상 기다린 후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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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③

각 부분 명칭 및 기능

▶ 모델에 따라 디자인 사양, 기능, 김치 저장용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제품 구입 시 김치용기 및 탈취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김치 저장용기

김치를 담아 저장하는 용기입니다.

수평높이 조절나사

설치 시 제품의 수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문

냉기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서  

김치를 적정 온도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닫이 문입니다.

탈취필터

내부의 냄새를 없애주는 탈취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기능 설정 패널

기능을 선택하는 패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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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정 패널 사용법

이해하기 ④

기능 설정 패널은 제품 앞면에 위치해 있으며, 각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딤채 의̊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각 버튼의 이름과 기능을 알아 두십시오.

구입김치/장기보관 버튼03

보관선택 버튼04

하룻밤 버튼05

발효과학 버튼06

전원 버튼07

잠금/풀림 선택 버튼 01

Ez Clean 버튼 02

01

▶  풀림 상태에서 [잠금/풀림] 버튼을 누르거나 25초간 아무런 조작이 없을  

경우 잠금 상태로 변경됩니다. 

잠금/풀림 선택 버튼

▶ 잠금 상태에서 3초 이상 누르면 풀림 상태로 바뀌며  

버튼 조작이 가능해집니다.잠금상태 풀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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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정 패널 사용법

하룻밤 버튼

▶ 김치류(배추김치)를 자연익힘 조건과 유사하게 익히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05

구입김치/장기보관 버튼

▶ 풀림 상태에서 [구입/장기] 버튼을 눌러 구입김치 또는 장기보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입김치 : 구입하신 김치를 보관할 때 사용합니다. 

● 장기보관 : 김치 숙성을 억제시켜 오랫동안 보관할 때 사용합니다.

03

Ez Clean 버튼

▶ 저장고 안에 생긴 성에를 제거한 후 청소할 때 사용합니다.  

반드시 내용물을 꺼내고 문을 연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02

보관선택 버튼

▶ 보관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채소/과일, 김치류, 생동) 및 보관 정도

(강, 표준, 약)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풀림 상태에서 [보관선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래 기능이 차례대로 

선택됩니다. 

 

김치류(표준 → 강 → 약) → 채소/과일(표준 → 강 → 약) 

 → 생동(표준 → 강 → 약)

 
 

●  채소/과일 : 채소/과일(또는 쌀, 된장 등)을 신선하게 보관할 때  

 사용합니다. 

●  김치류 : 김치류(배추김치, 물김치, 무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때  

 사용합니다. 

●  생동 : 육류/생선을 살짝 얼려 신선하게 보관할 때 사용합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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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버튼

▶ 전원을 켜고 끌 때 사용합니다. 

07

발효과학 버튼

▶ 발효과학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효과학]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래 기능이 차례대로 선택됩니다. 

 

물김치 → 배추김치 → 무김치  
 

김치를 건강하고 맛있게 숙성시키는 딤채만의 바이탈(Vital) 발효 

과학은 몸에 좋은 김치유산균과 비타민C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며 기초 대사 촉진, 간 기능 개선, 성장 호르몬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르니틴을 타사 대비 2배 이상  

생성시켜 주는 신기술입니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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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기 및 끄기

이해하기 ⑤

기능 설정 패널에 [전원] 버튼이 있으며,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1 [잠금/풀림]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풀림 상태 로 만듭니다.

▶  풀림 상태 에서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25초 후 잠금 상태 로  

돌아갑니다. 

2 켤 경우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딤채˚ 사용하기’편을  

참조하여 기능을 설정합니다.

▶  처음 전원을 켜면 ‘보관선택-김치류-표준’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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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 경우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3 [잠금/풀림]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전원 켜기/끄기를 완료 합니다.

▶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식품을 저장하면 상할 수 있습니다.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만 기능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담금 김치 익혀서 저장하기(발효과학) 

담금 김치 익혀서 저장하기(하룻밤) 

김치류 저장하기

채소/과일 저장하기

육류/생선 저장하기(생동보관)

구입김치/장기간 저장하기

Ez Clean 기능 사용하기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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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①

담금 김치 익혀서 저장하기(발효과학) 

▶ 발효과학 

겨울철 땅속 온도와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여 겨울철 땅속 항아리에 묻은 옛날 김장 김치의 

맛을 과학적으로 재현한 기능입니다. 새로 담근 김치를 겨울철 땅속과 같은 온도에서  

발효시켜 인체에 유익한 유산균 증식을 촉진시키고 김치의 독특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 

줍니다.

1 [잠금/풀림]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풀림 상태 로 만듭니다.

▶  풀림 상태 에서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25초 후 잠금 상태 로  

돌아갑니다. 

2 풀림 상태에서 [발효과학]  버튼을 눌러 발효과학 기능을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아래 기능이 차례대로 선택됩니다.

물김치 → 배추김치 → 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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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 김치 익혀서 저장하기(발효과학) 

3 원하는 기능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선택이  

완료되면 [잠금/풀림]
 
버튼을 한번 더  

눌러 기능 설정을 완료 합니다.

4 발효과학 익힘이 끝나면 ‘김치류(표준)’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보관 모드로 

전환됩니다. 발효과학 익힘이 끝나고 보관 모드로 전환되면 이때부터 맛있게 익은  

김치를 드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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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 김치 익혀서 저장하기(하룻밤)

사용하기 ②

▶ 하룻밤 

자연 익힘이 되는 일반적인 실내 온도(20~25℃) 조건과 유사하게 숙성시키는 기술로,  

최대 24시간 이내에 숙성된 김치의 맛을 만들어 주는 익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김치를 

하루 만에 빨리 익히는 편리한 기능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맛있게 드실 수 있으나 장기보관 

할 경우 과숙성이 될 수 있습니다.

1 [잠금/풀림]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풀림 상태 로 만듭니다.

▶  풀림 상태 에서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25초 후 잠금 상태 로  

돌아갑니다. 

2 풀림 상태에서 [하룻밤]   버튼을 눌러 ‘익힘’ 기능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기능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선택이  

완료되면 [잠금/풀림]
 
버튼을 한번 더  

눌러 기능 설정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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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 김치 익혀서 저장하기(하룻밤) 

4 약 17~21 시간 경과 후 하룻밤 익힘 과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맛보기’ 모드로  

변경됩니다. 

‘맛보기’ 모드에서 김치 숙성 상태를 확인한 후 알맞게 익었으면 [보관선택]  버튼을  

눌러 ‘김치류(표준)’ 모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모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도  

약 2시간 후 자동으로 ‘김치류(표준)’ 보관 모드로 변경됩니다.

‘맛보기’ 모드에서 김치가 덜 익었을 경우에는 추가 익힘을 위해 [하룻밤]   버튼을  

눌러 ‘추가’ 모드로 변경하십시오. ‘추가’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고 약 2시간 추가  

익힘이 진행됩니다.

‘추가’ 익힘이 끝나고 다시 ‘맛보기’ 모드로 변경되면 김치 숙성 상태를 다시 확인한 후 

알맞게 익었으면 [보관선택]  버튼을 눌러 ‘김치류(표준)’ 모드로 변경하거나 아직  

덜 익었으면 [하룻밤]    버튼을 눌러 ‘추가’ 모드를 다시 한 번 실행합니다. ‘추가’  

익힘은 연속 2회 선택 가능합니다.

5 보관 모드 선택이 완료되면  [잠금/풀림]
  

버튼을 한번 더 눌러 기능 설정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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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저장하기

사용하기 ③

▶  김치를 익히지 않고 저장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1 [잠금/풀림]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풀림 상태 로 만듭니다.

▶  풀림 상태 에서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25초 후 잠금 상태 로  

돌아갑니다. 

2 풀림 상태에서 [보관선택]  버튼을 눌러 ‘김치류’ 기능을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 차례대로 선택됩니다.

김치류(표준 → 강 → 약) → 채소/과일(표준 → 강 → 약) → 생동(표준 → 강 → 약)

▶  김치의 익은 정도에 따라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김치는  

‘표준’을 선택하시고, 김치가 과숙성 된 경우에는 ‘강’ 보관을, 살얼음이  

보인다면 ‘약’ 보관을 선택하십시오.

3 ‘김치류’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선택이  

완료되면 [잠금/풀림]
 
버튼을 한번 더 눌러 

기능 설정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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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 저장하기

사용하기 ④

1 [잠금/풀림]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풀림 상태 로 만듭니다.

▶  풀림 상태 에서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25초 후 잠금 상태 로  

돌아갑니다. 

2 풀림 상태에서 [보관선택]  버튼을 눌러 ‘채소/과일’ 기능을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 차례대로 선택됩니다.

김치류(표준 → 강 → 약) → 채소/과일(표준 → 강 → 약) → 생동(표준 → 강 → 약)

3 ‘채소/과일’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선택이  

완료되면 [잠금/풀림]
 
버튼을 한번 더 눌러 

기능 설정을 완료 합니다.

▶  채소/과일의 종류와 구입 시 신선도에 따라 ‘채소/과일’ 기능의 세기 

(표준, 강, 약)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채소나 과일을 단기간 신선하게 저장 후 드실 수 있는 기능으로 장기간  

저장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보관 중 내용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소/과일’ 기능 설정 시에는 ‘김치류’ 기능 설정 시 보다 내부에 물고임 

현상이 더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김치류’ 또는 ‘생동’ 기능으로 사용하다 ‘채소/과일’ 기능을 선택하면  

냉장고 안에 있던 성에가 녹아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장이 아니므로 물을 닦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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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생선 저장하기(생동보관)

사용하기 ⑤

1 [잠금/풀림]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풀림 상태 로 만듭니다.

▶  풀림 상태 에서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25초 후 잠금 상태 로  

돌아갑니다. 

2 육류나 생선 저장을 위해 [보관선택]  버튼을 눌러 ‘생동’ 기능을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 차례대로 선택됩니다.

김치류(표준 → 강 → 약) → 채소/과일(표준 → 강 → 약) → 생동(표준 → 강 → 약)

3 ‘생동’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선택이 완료되면  

[잠금/풀림]
 
버튼을 한번 더  

눌러 기능 설정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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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생선 저장하기(생동보관)

▶  ‘생동’ 모드는 육류나 생선을 살짝 얼려 신선하게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2~3일 이내 먹을 육류나 생선을 저장하는 기능으로 오랫동안 저장할 경우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  이 모드는 냉동되는 온도 보다 높아서 육류나 생선을 얼려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쌀, 곡물, 채소, 과일, 음료, 김치를 보관할 경우 온도가 낮아 얼게 됩니다.

▶   ‘생동’ 모드에서 유리병에 담긴 음료를 저장하면 얼어서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유리 용기에 담긴 음료는 저장하지 마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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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김치/장기간 저장하기

사용하기 ⑥

▶  ‘구입김치’ 모드는 유통과정에서 숙성이 진행되고 있는 김치를 급속 냉각시켜 저장 초기의 

김치숙성을 지연시키는 저장 기능입니다.

▶  ‘장기보관’ 모드는 김치의 온도를 빨리 냉각시켜 김치 온도에 따른 숙성을 막아 김치를  

오랫동안 맛있게 보관시켜 줍니다.

1 [잠금/풀림]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풀림 상태 로 만듭니다.

▶  풀림 상태 에서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25초 후 잠금 상태 로  

돌아갑니다. 

2 풀림 상태에서 [구입/장기]  버튼을 눌러 ‘구입김치’ 또는 ‘장기보관’ 기능을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 차례대로 선택됩니다.

구입김치 → 장기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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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김치/장기간 저장하기

▶   구입김치는 유통과정에서 숙성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 저장이  

필요합니다. 

▶   새로 구입한 김치를 저장할 때, 현재  ‘구입김치’ 모드로 사용하고 있다면  

‘구입김치’ 모드를 아래와 같이 해제 후 재설정해 주십시오. 

• 1단계 (구입김치 모드 해제) : [풀림] → [김치류(표준)] → [잠금] 

• 2단계 (구입김치 모드 재설정) : [풀림] → [구입김치] → [잠금] 

주의

3 ‘구입김치’ 또는 ‘장기보관’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선택이 완료되면  [잠금/풀림]
  

버튼을 한번 더 눌러 기능 설정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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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 Clean 기능 사용하기

사용하기 ⑦

▶  ‘Ez Clean’이란? 성에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  ‘Ez Clean’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작하십시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시작하면 부저음이 울리고 ‘Ez Clean’  

기능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잠금/풀림]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풀림 상태 로 만듭니다.
2

▶   ‘Ez Clean’ 기능을 사용할 때는 냉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꺼낸 후  

사용하십시오. 내용물이 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에 제거를 위해 냉장고의 문을 열고 내용물을 꺼냅니다.1

▶  풀림 상태 에서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25초 후 잠금 상태 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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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 Clean 기능 사용하기

3 성에 제거를 위해 [Ez Clean]  버튼을 누릅니다. ‘Ez Clean’ 기능이 시작됩니다.

‘Ez Clean’ 기능이 완료되면 부저음이 울리고 ‘Ez Clean’ 기능 실행 전 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4

▶  ‘Ez Clean’ 기능은 시작 후 30분이 경과하거나 내부 온도가 10℃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Ez Clean’ 기능 실행이 완료되고 부저음이 울리면 내부에 고여있는 물기를  

닦아주십시오.

▶   ‘Ez Clean’ 실행 후에 성에가 완전히 녹지 않고 벽에 붙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건드리면 대부분 쉽게 떨어집니다.  

남아있는 성에를 수세미나 날카로운 금속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면  

내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청소 방법

음식 보관법

탈취필터 분리 및 재생하기

유지/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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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방법

유지/관리하기 ①

청소하기 전에

●   안전을 위해 전원플러그를 반드시 뽑아 주십시오.

제품 외부 청소

●  부드러운 수건이나 헝겊에 미지근한 물이나 중성세제를  

적셔서 닦아 주시고, 중성세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 주십시오.

●  석유, 벤젠, 신나, 연마제, 염산, 뜨거운 물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거친 솔이나 천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지 마십시오.  

제품 외관이 손상되거나 부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부 청소

●  부드러운 수건이나 헝겊에 깨끗한 물을 묻혀 닦은 후 물기는  

마른 수건이나 헝겊으로 닦아 주거나 말려 주십시오.

도어 패킹 청소

●  부드러운 수건이나 헝겊에 깨끗한 물을 묻혀 닦은 후 물기는  

마른 부드러운 수건이나 헝겊으로 닦아 주거나 말려 주십시오. 

●  김치국물, 주스, 식품의 즙 등이 패킹에 묻은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패킹이 빨리 손상되므로 주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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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방법

김치용기 세척

●  처음 사용하기 전 스펀지에 중성세제를 묻혀 세척하면  

플라스틱 고유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인 김치용기에 배여 있는 김치냄새 제거에는  

푸른 잎 채소를 용기 안에 넣고 하루 정도 두거나  

쌀뜨물을 30분 정도 담아둔 후 닦아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  김치용기 세척 시에는 반드시 50℃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식기세척기 이용 시에도  

살균기능과 같은 50℃ 이상의 고온이 사용되는 기능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김치용기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냄새 제거

●  전원플러그를 뽑은 후 내부의 모든 음식물을 빼낸 후  

냉장고 내부의 벽, 바닥, 천장, 서랍, 선반, 고무 테두리  

등을 청소합니다.  

●  물기가 있는 용기들을 닦은 후 말립니다.

●  냄새가 나는 식품은 랩이나 밀폐용기에 넣어 저장합니다.

청소가 끝난 후

●  전원플러그를 꼽기 전에 전원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 청소 시 모서리 및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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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하기 ②

음식 보관법

‘발효과학’ 또는 ‘하룻밤’ 모드로 설정한 후 육류, 생선, 채소, 과일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   온도가 높아 내용물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정전 시 조치사항

●  정전이 되었다가 전원이 다시 들어온 경우, 별도 기능 설정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정되었던 이전 상태로 가동됩니다.

●  정전 시에는 냉장고 문을 열지 마십시오. 문을 열지 않으면 최대 2시간 정도  

냉기가 유지됩니다.

‘구입김치’ 또는 ‘장기보관’ 모드로 설정한 후 다른 식품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  육류나 생선은 부패할 수 있으며 채소나 과일은  

얼 수 있습니다.

‘생동’으로 설정한 후 채소, 과일, 김치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  온도가 낮아 얼게 됩니다.

‘채소/과일’로 설정한 후 다른 식품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  채소, 과일 등은 물기에 의해 빨리 상할 수 있으므로 씻지 않은 상태로 저장해야  

오래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채소, 과일 등은 물기에 의해 쉽게 물러 지므로 별도 용기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저장하십시오.

●  저온에서 상하기 쉬운 열대과일(바나나, 메론, 파인애플 등)은  

저장하지 마십시오.

●  사과는 별도로 저장해야 합니다. 에틸렌가스를 발산하기 때문에 다른 채소나  

과일이 쉽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  육류, 생선, 김치는 ‘채소/과일’ 모드에서 저장하지  

마십시오. 온도가 높아 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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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필터 분리 및 재생하기

유지/관리하기 ③

문을 열고 탈취필터 커버를 위쪽(OPEN)으로 민 다음 커버를 제거합니다.1

부착되어 있는 탈취필터를 떼어냅니다.2

탈취필터는 문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24시간 건조시켜 재사용하면 됩니다.(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교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  탈취필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탈취필터가 녹아 재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

1

2

3

1

2

3

1

2

3





서비스 신청 전 확인 사항

제품 폐기 시 주의사항

제품 규격

무상 보증 안내

고객지원 및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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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전 확인 사항

고객지원 및 제품 규격 ①

사용 중 이상이 생기면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지역의 제품 보증수리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은 고장이 아닙니다!

증    상 확인 및 조치

김치냉장고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  전원코드가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김치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운전과 멈춤이 반복됩니다.  

온도 유지를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김치냉장고 앞면이나 

옆면이 뜨겁습니다.

●  김치냉장고의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해  

앞면 둘레에 열이 나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설치했거나 여름철에는 뜨겁게 

느껴질 수 있으나,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냉장고 바깥쪽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  이 현상은 컵에 찬 물을 담아두면 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거나, 여름, 특히 장마철의  

경우에 덥고 습한 공기가 냉장고의 차가운 

면에 닿아 이슬이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도가 매우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때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 주세요.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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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상 확인 및 조치

김치냉장고 안쪽에  

이슬이나 성에가  

생겼습니다.

●  주위 온도나 습도가 높을 경우, 제품의  

문을 오랫동안 열어두거나 닫을 경우  

더운 공기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  냉장고 내부에 생기는 약간의 성에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여  

저장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해 줍니다.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  성에가 많을 경우 ‘Ez Clean 기능 사용하기’를 참조하여  

성에를 제거하십시오.

김치용기 뚜껑에  

얼음이 업니다.

●  김치를 오래 동안 보관하기 위한 최적 온도대로 운전함에 따라 뚜껑에 

성에가 생길 수 있으나 고장은 아니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  김치 위에 위생랩이나 비닐을 덮어서  

사용하면 성에를 줄일 수 있고 김치도  

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치냉장고에서  

물 흐르는 소리 

(부글부글, 꾸륵, 슈욱 

등)가 납니다.

●  김치냉장고 내부를 차갑게 해주는 냉매가 

순환하는 소리이거나 성에가 녹아서  

흐르는 소리입니다.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김치냉장고에서 소리 

(드륵, 덜커덩, 뚝,  

우웅~, 딱딱 등)가  

납니다.

●  냉각기가 작동하거나 멈출 때 또는 부품의 

온도가 차가워지거나 올라갈 때 나는  

소리입니다. 고장이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냉장고 주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납니다.

●  설치 장소의 바닥이 안정되고 평평한  

곳에 설치하십시오.

●  김치냉장고 뒷면과 옆면을 벽에서  

10cm 이상 띄우고 위에 물건을  

올려 두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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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만지면  

찌릿하고 전기가  

오거나 손을 대면  

미세한 소리가  

들립니다.

●  접지가 안된 콘센트에 전원플러그를  

연결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콘센트 또는  

멀티 탭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면 접지  

기능이 있는 콘센트나 멀티 탭으로  

바꿔 연결하십시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도 계속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지역의 제품  

보증수리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  저장용기에서 식품의 국물이 넘쳐 있을 수 

있습니다. 뚜껑을 잘 닫고 넘친 국물은  

깨끗이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  저장 식품은 반드시 뚜껑을 덮거나 랩을  

씌워 보관하십시오. 육류, 어류, 건어물  

등은 반드시 비닐 포장하여 보관하십시오.

경보음이 울립니다. ●  문이 3분 넘게 열려 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립니다. 문을 닫아 주십시오.

기능 설정 패널의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  패널이 잠금 상태입니다.  

[잠금/풀림]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풀림  

상태가 되면 작동해 보십시오.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냄새가 납니다.

●  배송 받은 김치냉장고를 처음 설치했을  

때는 냉장고 내부에서 플라스틱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고장이 아니므로  

김치냉장고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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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  냉장고 안과 밖의 압력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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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폐기 시 주의사항

고객지원 및 제품 규격 ②

본 제품은 발포제로 사이클로펜턴을 사용합니다.

이 발포제가 사용된 제품은 폐기 시 환경보호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 폐기 시에는 안전한 폐기를 위해 지역 관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HCFCs 냉매를 사용합니다.

HCFCs(Hydro Chloro Fluro Carbons, R-134a) 냉매(90년대 후반부터 사용)가 사용된 

제품을 폐기 시에는 냉매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폐기 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HCFCs 냉매가 제거되었는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HCFCs(Hydro chloro fluro carbons, R-134a) 냉매를 유출하게 되면  

환경법에 의거 벌금 또는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뒷면의 냉매관(Pipe)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폐기 과정에서 냉매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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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및 제품 규격 ③

제품 규격

항  목
모 델 명

DOEA-124S* DOEE-124S*(AU)

전원 AC 110-115V, 60Hz AC 220-240V, 50Hz

외형치수

폭(W) 690 mm

깊이(D) 580 mm

높이(H) 850 mm

무게 43 kg

냉매/냉매량 R-134a / 75 g

절연제 가스 Cyclopentane

유효 내용적 120 L

김치실  

내용적

Ez 생생용기 8.7 L x 4개

Ez 생생용기 19.0 L x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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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및 제품 규격 ④

무상 보증 안내 

D.Y. Imports Inc.(미국 동부) / Twin Trading Inc.(미국 서부) / T-Brothers Food & 

Trading Ltd.(캐나다)는 위니아만도㈜의 보증수리 서비스 센터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에서 

판매된 제품(딤채)에 제조상의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 구입한 날로부터 1년간 해당지역 

(미국과 캐나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무상 보증수리 대상에서 외관적인 사항, 부속품 및 기타 선택 부품들(용기, 전시대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무상보증 수리는 최초 원 구매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무상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 고객은  

제품 구입 영수증 또는 최초 구매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무상보증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 자재 및 제조상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본 무상보증은 배송 중 발생되는 제품의 손상, 보증수리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하지 않은 제품(재생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 또는 사고, 오용, 남용, 부주의, 

오조작, 설치 불량, 악용, 부적절한 조작 및 수리, 개조, 변경, 모래나 습기 그리고 액체의  

침투, 과전압, 부적절한 전압공급, 번개에 의한 손상, 신호전달 문제, 호텔이나 오피스 및  

레스토랑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 코암브라㈜ 또는  

공인된 서비스 센터가 아닌 곳에서 수리를 받는 경우, 천재지변인 경우 보증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한 및 예외 규정

상기에 나열된 경우를 제외한 별도의 보증사항은 없습니다. 보증수리 서비스 제공자는 본  

제품의 사용 및 본 보증사항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우연적인 또는 결과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품에 대한 무상 보증을 포함하여 본 제품의 목적에 따른 사용상  

발생된 문제에 대한 모든 보증 사항들은 보증수리 기간 내로 제한됩니다.  

어떤 주(States)는 의미하는 보증기간에 대한 제한 또는 보증의 우연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의 

제한과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의 예외 또는 제한규정이 귀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수리 기간 내 또는 이후, 제품의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판매처나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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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증수리 요청방법

미국 동부 (D.Y. Imports Inc.)

● 수신자 부담전화 : 877-394-6767

● 주소 : 203-06 45th Ave. Bayside, NY 11361, U.S.A.

미국 서부 (Twin Trading Inc.)

● 수신자 부담전화 : 800-705-8946

● 주소 : 8726 SO. TACOMA WAY, LAKEWOOD, WA 98499, U.S.A.

미국 서부 (H Mart)

● 수신자 부담전화 : 844-571-7819

● 주소 : 1602 BOUDARY BLVD. #102, AUBURN, WA 98001, U.S.A

캐나다

● 수신자 부담전화 : 866-779-4642

● 이메일 : dimchae@T-Brothers.com

● 주소 : #100-88 Brigantine Drive, Coquitlam, B.C. V3K 6Z6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실 때 하기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입 영수증(구입일)

② 제품 모델명

③ 제품 일련번호(옆면의 라벨 스티커에서 확인 가능)

▶  위 보증서 내용은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만 유효합니다.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