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SOLIS VAC PREMIUM
Vacuum Sealer Type574
사용 설명서(user manual)

● 제품의 외관 및 사양 등은 개선/개량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국내 사용 전용으로 생산된 제품이며,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08

목차
1.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3 ~ P5
2. 각부의 명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6 ~ P7
3. 조작부 기능 및 특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8 ~ P9
4. 사용 전 확인사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10

5. 제품 사용 방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11 ~ P16
6. 사용자를 위한 TIP
7. 진공포장기의 필요성
8. 청소 및 관리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17 ~ P20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21 ~ P23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24

9. 보관 방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25
10. A/S 신청 전 확인사항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26 ~ P28
11. 저장 기간 비교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29 ~ P30

12. 제품 사양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P31
제품 보증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뒤표지

2

1.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사용해
주십시오. 설명서에 표기된 주의사항은 안전에 관한 중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취급 부주
의시 인적ㆍ물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사용설명서를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제조사는 안전조치와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설명서를 반드시
같이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용방법을 모두 읽은 후 사용해 주십시오.

●

사용 전 상품에 표기된 정격전압과 콘센트의 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사용 전 각종 스티커, 비닐 등 포장재를 제거하고 사용해 주십시오.

●

사용 전 항상 전원 플러그나 코드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 주십시오.

●

손상된 전원 코드나 전원 플러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이나 제품을
떨어뜨렸을 경우 혹은 제품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면 전력 연결 및 사용을 금하고, 고객상담
실로 문의하여 점검 및 수리를 받으십시오.

●

젖은 손으로 제품이나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나 전원 플러그를 물 또는 다른 액체에 젖지 않게 하십시오.

●

보관 등 미사용 시 덮개가 잠금 상태가 되어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전원 코드는 제품에 깔리거나 테이블 등의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한,
전원 코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단선으로 인한 기기 고장 및 감전ㆍ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원 코드는 뜨거운 물체나 다른 전자제품에 닿지 않게 해주십시오.

●

본 제품을 뜨거운 물체나 불꽃이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를 잡고 당기거나 끌어서 옮기지 마십시오.

●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원 코드를 잡지 말고,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십시오.
감전ㆍ쇼트ㆍ단선 등 안전사고 및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멀티 탭이나 연장선이 아닌 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제품 입구에 날카롭고, 거칠거나, 뾰족한 물체 등을 넣지 마십시오.

●

싱크대 주변과 같이 물이 튀거나 물에 빠질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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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중 제품이 물에 빠졌을 경우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재질 등의 장갑을 끼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은 후 안전에 유의하여 제품을 건져내 주십시오. 물에 빠진 제품은 그
어떤 경우라도 전력을 연결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점검 및
수리를 받으십시오.

●

사용 시 제품이나 전원 코드 위에 어떠한 것도 올려두지 마십시오.

●

사용 시 진공포장기의 본체를 흔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

본 기기와 관련 없는 원격 또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

밀봉 열선은 작동 중에 매우 뜨겁습니다. 사용 중이나 사용 직후에는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화상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청소 전, 부품 결합 혹은 제품 이동 시에는 제품이 완전히 식은 후에 진행하십시오.

●

밀봉 기능을 연속으로 사용 시에는 최소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30회 미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본 제품에는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 자동으로 꺼집니다.

●

액체가 진공 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만일 진공실에 액체가 들어가 물기 받침대
에 모인 경우 액체를 따라내고 진공실 안에 물기가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낸 후 사용해 주십시오.

●

솔리스 전용 진공 비닐이나 전용 밀폐 용기만 사용해 주십시오.

●

밀폐 용기는 진공 밀폐 보관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름 종류는 진공 또는 밀봉 재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 시 이외(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청소 시 등)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전력
연결을 차단해 주십시오. 절연ㆍ열화에 의한 감전ㆍ누전ㆍ화재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체, 케이블, 전원 플러그를 포함한 어떤 부속품도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부속품을 교체하는 등 임의의 수리 및 개조도 하지 마십시오. 제조사에서 권하지 않는
부속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어린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혹은 경험이나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의
사용을 금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용할 경우 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감독하에서
사용방법을 숙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 사용 시에는 어린이가 본 제품을 가지고 노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하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

아이들만 있거나, 또는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은 가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실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 보관 시 직사광선과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통풍이 잘 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본 사용설명서를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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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부
- 상세한 내용은 조작부 기능 및 특징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 덮개
- 특수 코팅처리되어 있어 지문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미 사용 시에는 반드시 덮개의 잠금
- 버튼을 해제한 상태로 보관해 주십시오.

3. 잠금 해제 버튼
- 양쪽 잠금 해제 버튼을 들어 올리면 잠금 상태로 되어 있는 덮개를 열 수 있습니다.
주의 : 덮개를 닫을 때에는 잠금 해제 버튼을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덮개의 잠금 해제 버튼이
있는 앞쪽 모서리를“딸깍”소리가 나도록 누르면 덮개가 닫히면서 잠금 상태가 됩니다.

4. 밀봉 패킹
- 진공 비닐 사용 시 진공 비닐의 밀봉 부위를 밀봉 열선에 최대한 압착시켜 밀봉이 잘 될 수
- 있도록 해줍니다.

5. 잠금 걸쇠
6. 공기 추출 호스 및 호스 보관실
- 호스 보관실을 이용하여 공기 추출용 호스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7. 용기 밀폐용 버튼(Canister Switch)
- 이 버튼은 공기 추출 호스를 이용하여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를 진공할 때 눌러 사용합니다.
주의 : 솔리스 전용 밀폐 용기만 사용해 주십시오.

8. 공기 추출 구멍
- 비닐 백 진공 시 공기가 빠지는 구멍이며, 밀폐 용기 사용 시 공기 추출 호스를 연결하여 사
- 용할 수 있습니다.

9. 진공실 및 물기 받침대
- 진공 비닐 백의 입구를 이곳에 위치시켜 진공을 시작합니다.
- 물기 받침대는 분리가 가능하여 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10. 밀봉 열선
-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으며 열로 진공 백을 밀봉합니다.

11. 상ㆍ하부 진공 패킹
- 진공 비닐 백의 모든 공기가 제거되어 밀폐가 잘 되도록 압착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 하부 패킹은 청소를 위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12. 전원코드 및 보관실
13. 미끄럼 방지용 고무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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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작부 기능 및 특징
A

B

C

D

E

원하는 기능의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면 해당 버튼의 램프가 점등되거나 깜빡입니다.
(취소 버튼 제외)

A. 수동 진공 버튼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진공이 되며 파란 램프가 점등 됩니다. 누르고 있던 손을 떼면
진공 작동이 중지되며 램프가 꺼집니다. 이 기능은 언제든지 작동 중에 진공을 멈출 수 있으
므로 진공하고 자 하는 재료나 음식물이 압력에 민감한 경우 사용하면 좋습니다.

B. 진공 및 밀봉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진공 후 자동으로 밀봉됩니다. 기본 설정은 마른 재료로 되어 있으며 진공
작동 중에는 파란 램프가 깜박거리며, 밀봉이 시작되면 녹색 램프가 깜박거립니다. 습기
있는 재료 모드를 선택할 경우에도 진공 작동 중에는 파란 램프가 깜박거리며 밀봉이 시작
되면 파란 램프가 계속 켜진 상태에서 녹색 램프가 깜박거립니다. 작동이 끝나면 모든 램프가
꺼집니다.

C. 취소 버튼
진공이나 밀봉 중 작동을 멈추고 싶을 경우 누릅니다.

D. 밀봉 버튼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양쪽 옆면만 봉합된 비닐 롤을 원하는 크기의 비닐 백으로 만들어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진공 및 밀봉 버튼으로 작동 중 진공을 중단하고 밀봉하고자 할 경우
밀봉 작동 시에는 녹색 램프가 깜박거리며 작동이 끝나면 램프가 꺼집니다.

E. 재료 모드 선택 버튼
마른 재료(Dry) 또는 습기 있는 재료(Moist)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선택한
모드에 녹색 램프가 점등 됩니다. 기본 설정은 마른 재료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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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른 재료 선택(Dry) : 마른 재료 및 음식물을 진공 포장할 경우 선택합니다.
2. 습기 있는 재료 선택(Moist) : 생고기와 같은 습기 있는 재료 및 음식물을 진공 포장할 경우
2. 선택합니다.
2. 밀봉이 진행되기 전 공기 추출 펌프가 정지되어 밀봉 부위를 건조시켜 제품에 물기가 들어
2. 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선택한 기능의 작동이 완료되면 램프가 꺼집니다. 모든 램프가 꺼진 후에 잠금 해제 버튼을
들어 올려 덮개를 열어주십시오.

9

4. 사용 전 확인사항
●

박스에서 제품을 꺼낸 후 반드시 손상 등 이상이 없는지, 사용하고자 하는 용기 등은 깨끗
한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

아이들이 제품 박스 혹은 포장재료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

제품은 평평하고 안정적인 장소에 두고 사용해 주십시오.

●

진공용 비닐을 이용할 경우 비닐 백이 놓일 공간도 고려하여 제품 사용 장소를 선택해 주십시오.

●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헐겁지 않게 안쪽까지 깊숙이 꽂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전원 플러그를 꽂으면 마른 재료 선택(Dry) 버튼에 녹색 램프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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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사용 방법
Ⅰ. 진공용 비닐 롤을 이용한 진공백 만들기

img.1

1. 원하는 길이만큼 비닐을 잘라 주십시오. (img.1 참고)
2. 제품 덮개를 열어 주십시오.
3. 비닐의 입구를 밀봉 열선 위에 놓습니다. 단 진공실까지 비
닐이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img.2 참고)
4. 덮개를 덮고 덮개 양쪽 앞의 모서리를“딸깍”소리가 날 때
까지 눌러 주십시오. (img.3 참고)
주의 : 덮개를 덮을 때는 잠금 해제 버튼을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img.2

5. 밀봉 버튼을 눌러 비닐의 한 쪽 끝을 밀봉합니다. 밀봉 중에
는 녹색 램프가 깜박 거립니다. (img.4 참고)
6. 녹색 램프가 꺼지면 덮개의 양쪽에 있는 잠금 해제 버튼을
들어 올려 덮개를 열어주십시오. (img.5 참고)

img.3

7. 한 쪽이 밀봉된 비닐 백이 완성되면 비닐 백을 빼내어 밀봉
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밀봉이 잘 안되었을 경우 처음에
밀봉을 했던 부위를 잘라내고 다시 위의 순서대로 밀봉을
진행해 주십시오.

img.4

im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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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진공 백을 이용한 진공 및 밀봉 포장

img.6

1. 제품 덮개를 열어 주십시오.
2. 비닐 백 안에 신선한 재료나 음식 등을 넣습니다. 제품의 손
상 또는 오작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솔리스 전용 진공 비닐
백만 사용해 주십시오.
3. 밀폐하고자 하는 부위에 먼지 등 이물질이나 주름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img.7

4. 진공실까지 비닐 백의 입구를 위치 시킵니다. (img.6 참고)
주의 : 공기 추출 구멍이 진공 백으로 덮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5. 덮개를 덮고 덮개 양쪽 앞의 모서리를“딸깍”소리가 날 때
까지 눌러 주십시오. (img.7 참고)
주의 : 덮개를 덮을 때는 잠금 해제 버튼을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img.8

6. 음식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밀봉할 재료에 맞는 모드를 선택
해 주십시오.
7. 진공 및 밀봉 버튼을 누르면 진공을 진행한 후에 자동으로
밀봉이 됩니다. (img.8 참고)
마른 재료 모드를 선택할 경우 진공 작동 중에는 파란 램프
가 깜박이며 밀봉이 시작되면 녹색 램프가 깜박거립니다.
습기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경우 진공 작동 중에는 파란 램프
가 깜박거리며 밀봉이 시작되면 파란 램프가 계속 켜진 상태
에서 녹색 램프가 깜박거립니다.
주의 : 진공 백 안에 압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진공할 경우 재료가 부서질 수 있으니 진공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밀봉 버튼을 눌러 진공을 멈추고 밀봉을 시작
해 주십시오.
8. 작동이 끝나면 파란색과 녹색 램프가 모두 꺼집니다. 덮개의
양쪽에 있는 잠금 해제 버튼을 들어 올려 덮개를 열고 진공
백을 빼내어 주십시오. (img.9 참고)
9. 밀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밀봉이 잘 안되었을 경우 처음
에 밀봉을 했던 부위를 잘라내고 다시 위의 순서대로 밀봉을
진행해 주십시오. (img.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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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9

img.10

Ⅲ. 진공 백을 이용한 수동 진공 및 밀봉 포장
진공 시에는 진공 백 안에 압력이 매우 높아 과자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진공할 경우에는
수동 진공으로 진공 후 밀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진공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민감한 재료를
진공할 경우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는지 관찰하면서 진공하기에 적합합니다. 수동 진공 버튼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진공이 되며 버튼에서 손을 떼면 진공이 멈춥니다. 진공이 끝나면 밀봉
버튼을 눌러 밀봉을 시작합니다.
참고 : 진공 및 밀봉 버튼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작동시킬 경우에도 진공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작동 중에 밀봉 버튼을 누르면 진공이 멈추면서 바로 밀봉이 시작됩니다.

Tip.
●

솔리스 진공포장기는 마른 재료와 습기 있는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마른 재료(Dry)의 예 : 비스킷, 쌀, 커피 등
- 습기 있는 재료(Moist)의 예 : 생고기, 생선 등
※‘사용자를 위한 팁’안내 페이지에 더욱 상세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일부 기능을 연속으로 사용 시에는 최소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 주십시오. 쉼
없이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과열되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1분 이상의 간격
을 두고 사용해 주십시오.

●

항상 사용 전에는 진공실이나 물기 받침대에 액체나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솔리스 진공포장기 사용 시에는 솔리스 전용 진공 비닐이나 밀폐 용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솔리스 전용이 아닌 진공 비닐이나 용기 사용 시 기기 고장이나 제품 오작동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진공용 비닐로 진공 백을 만들어 사용할 시에는 재료보다 최소한 10cm 이상 여유가 있는
크기로 준비해 주십시오. 그중 2cm 정도의 공간은 밀봉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

진공 포장된 재료나 음식물을 다시 진공 포장하고자 할 경우 가위 등을 사용하여 입구를
자른 후 재료나 음식물을 꺼내어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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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밀폐 용기를 이용한 진공 포장
주의 : 솔리스 전용 밀폐 용기만 사용해 주십시오.

A. 솔리스 트위스트 조절 다이얼 육각 밀폐 용기

img.11

1. 용기는 물로 세척하고, 뚜껑은 젖은 천으로 청소한 후 물기가 없
도록 완전히 건조 시켜 주십시오.
2. 용기에 진공할 재료를 넣어주십시오. 단, 용기 상단부로부터
최소한 3cm 정도의 공간을 남겨 주십시오. (img.12 참고)
3. 용기 상단부의 가장자리와 뚜껑의 안쪽 면을 한 번 더 깨끗하게
한 후 뚜껑을 덮고 뚜껑에 있는 트위스트 조절 다이얼을“SEAL”
위치로 돌려주십시오. (img.11 참고)

img.12

4. 진공포장기의 덮개를 열고 공기 추출 호스를 꺼낸 후 한 쪽은
진공포장기의 공기 추출 구멍에 꽂고, 다른 한 쪽은 밀폐 용기
뚜껑의 구멍에 꽂아 연결해 주십시오. (img.13 + img.14 참고)
5. 진공포장기의 용기 밀폐용 버튼을 누르면 진공이 시작됩니다.
진공하는 동안 용기와 뚜껑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 뚜껑을 손으로 눌러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한 진공에 도
달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중지됩니다. (img.14 참고)

img.13

6. 뚜껑과 공기 추출 호스를 분리해 주십시오. 한 손으로 뚜껑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공기 추출 호스의 끝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을 잡고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면 안전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7. 용기의 뚜껑을 열려면 진공 압력이 해제될 수 있도록, 뚜껑의
트위스트 조절 다이얼을“OPEN”위치로 돌려주십시오.
(img.11 참고)
공기가 용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날 수 있습
니다. 이는 밀폐 용기 안의 상태가 진공이 잘 되어 있었음을 알
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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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4

B. 솔리스 유효 기간 표시가 가능한 사각 밀폐 용기

img.15

솔리스의 사각 밀폐용기는 건조식품, 분말 식품, 건조 또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등을 저장하기에 적합합니다. 투명 디자인으로 용기
안의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뚜껑에 날짜 표시가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저장 일자 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용기는 물로 세척하고, 뚜껑은 젖은 천으로 청소한 후 물기가 없
도록 완전히 건조 시켜 주십시오.
2. 용기에 진공할 재료를 넣어주십시오. 단, 용기 상단부로부터
최소한 3cm 정도의 공간을 남겨 주십시오. 그다음 용기 상단부
의 가장자리와 뚜껑의 안쪽 면을 한 번 더 깨끗하게 한 후
뚜껑을 덮어 주십시오. (img.16 참고)
3. 진공포장기의 덮개를 열고 공기 추출 호스를 꺼낸 후 한 쪽은
진공 포장기의 공기 추출 구멍에 꽂고, 다른 한 쪽은 밀폐 용기
뚜껑의 구멍에 꽂아 연결해 주십시오. (img.17 + img.18 참고)

img.16

img.17

4. 진공포장기의 용기 밀폐용 버튼을 누르면 진공이 시작 됩니다.
진공하는 동안 용기와 뚜껑 사이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지 뚜껑을 손으로 눌러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한 진공에 도
달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중지됩니다. (img.18 참고)
5. 뚜껑과 공기 추출 호스를 분리해 주십시오. 한 손으로 뚜껑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공기 추출 호스의 끝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을 잡고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면 안전하고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img.18

6. 용기의 뚜껑을 열려면 진공 압력이 해제될 수 있도록, 뚜껑의
공기 추출 구멍의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img.15 참고)
공기가 용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밀폐용 용기 안의 상태가 진공이 잘 되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Tip.
●

용기 밀폐용 버튼을 누르기 전 용기와 뚜껑에 틈이 없이 꽉 닫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
십시오. 공기 추출 호스를 진공포장기와 뚜껑에 있는 구멍에 가능한 깊숙이 꽂아 연결해야
공기가 들어 가지 않고, 진공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

밀폐 용기에 진공 상태가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뚜껑을 잡고 살짝 힘을 주어 열어보십시오.
열리지 않는다면 용기 내의 진공 압력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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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밀폐 용기 청소하는 방법
1. 용기는 따뜻한 물과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벤젠ㆍ가솔린 등의 화학 세정제나, 거칠고 날카로운 금속ㆍ연마 물체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뚜껑 청소 시 젖은 천으로만 닦아 청소해 주십시오. 단, 뚜껑 안쪽 면에 있는 내부 캡은 분리
하여 물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뚜껑을 절대 식기세척기나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밀폐 기능이 소실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용기와 뚜껑은 청소 후 물기가 없도록 완전히 건조시켜 주십시오. 밀폐 용기 사용 시 모든
용기와 뚜껑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뚜껑 안쪽의 고무 패킹은 가끔씩 마른 천에 식용유 몇 방울을 묻혀 닦아주면 탄성을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만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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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를 위한 TIP
●

비닐 백에 재료나 음식물을 과다하게 넣지 마십시오.
비닐 백 사용 시 밀봉할 때 사용되는 약 2cm의 공간과 음식물과 밀봉 선까지 여유 공간을
감안하여 재료보다 최소한 10cm 이상 여유가 있는 크기로 준비해 주십시오.

●

비닐 백의 입구에 물기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밀봉하고자 하는 비닐 백 입구에 물기가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밀봉이 되지 않습니다. 습기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나 비닐 백 안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습기 있는 재료(Moist)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비닐 백 입구를 평평하게 편 후 밀봉 열선 위에 놓아 주십시오.
밀봉하기 전 항상 비닐 백 입구에 재료 찌꺼기나 주름이 없도록 깨끗하고 평평하게 해주
십시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밀봉이 됩니다.

●

비닐 백 안에 다량의 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진공 전에 비닐 백을 눌러 공기를 1차로 뺀 후에 진공 작업을 해주세요. 공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록 진공포장기의 진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비닐 백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재료를 넣고 진공하지 마십시오.
생선 가시나 홍합 등과 같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재료는 진공 중에 비닐 백이 찢어져 진공
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재료를 꼭 진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을
키친 타올 등으로 잘 감싼 후에 진공해 주십시오.

●

진공포장기를 연속으로 사용 시에는 최소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 주십시오.
연속 사용 중에 작동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 과열 방지 기능에 의해 자동
으로 꺼집니다.

●

사용 시 진공 압력이 1분 후 충분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진공 백이나 밀폐 용기에 공기가 새는지, 진공 백의 입구가 깨끗한지, 진공실에 똑바로 위치
해 있는지 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해 주십시오.

●

진공실 주위 및 진공 패킹이 더럽거나, 찢어짐 등의 손상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진공실 주위나 진공 패킹이 더러울 때는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하부 패킹은 분리 가능)
진공 패킹이 틀어지거나 찢어졌으면 새 패킹으로 교체 후 사용해 주십시오.

●

진공 시 적은 양의 물이나 음식물이 진공실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기 추출
펌프를 막는 등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진공 전 수프 등과 같이 물기가 있는 음식은 비닐 백이나 용기 안에
넣어 미리 얼려 주십시오. 또 한, 가루나 미세하게 갈린 재료의 경우 비닐 백이나 용기 안에
적당량만 넣은 후 비닐 백 사용 시에는 밀봉 라인 근처에, 밀폐 용기 사용 시에는 재료 위에
키친 타올 한 장을 접어 넣고 진공하면 가루나 알갱이가 추출 펌프나 공기 추출 호스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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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진공ㆍ밀봉 전 과일은 미리 얼리고 야채는 데쳐 놓는 게 더 보관하기 좋습니다.
과자나 열매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음식들은 솔리스 전용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비닐
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공ㆍ밀봉 전 하루 정도 얼린 후 진행해 주십시오.

●

수프나 찌개 등 액상 재료나 음식 등은 항상 진공 포장 전 식은 상태여야 합니다.
뜨거운 액상 음식은 거품을 일으키고 진공ㆍ밀봉되는 경우 부피가 증가합니다.
주의 : 밀폐 용기 사용 시 솔리스 전용 밀폐 용기만 사용해 주십시오.

●

진공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상하기 쉬운 음식은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진공 포장이 음식의 유효기간을 연장 시키기는 하지만 실온에서 보관 시 신선한 상태의
음식물로 보관하지는 못 합니다.

●

비닐 백에 물을 ⅔ 정도 넣어 진공 과정은 생략하고 밀봉만 한 상태로 얼리면, 음료수를
차갑게 하거나 얼음찜질 등 아이스팩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시 이미 진공 포장이 되어 있는 치즈나 가공 육류 등과 같은 음식을 개봉하여 사용 한 후
남은 음식들에 대해 여전히 신선하고 풍미가 살아있다면 다시 진공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다시 진공 포장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포장지에 표기되어 있던
유효기간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

쌀이나 밀가루 등과 같은 곡류나, 견과류 등은 진공 포장할 경우 신선도가 더욱 오래 유지
되고, 향신료 등과 같은 양념류 들은 향을 더욱 오래 유지시켜주며 산패가 방지되어 여행ㆍ
캠핑 등 야외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깨끗하게 씻은 신선한 샐러드는 솔리스 용기에 진공 포장 후 냉장 보관 시 약 1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진공 포장 시 키친 타올 한 장을 용기 안에 같이 넣으면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여,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의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뼈나 마른 파스타같이 날카로운 면을 가진 재료들은 키친 타올로 감싼 후 진공 포장해야 진공
백의 찢어짐이나 구멍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음식 외의 다른 물품들도 진공 포장할 수 있습니다.
캠핑 용품, 응급처치 붕대나 의류 등과 같은 물품들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은
제품과 같은 물품 등은 변색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진공 포장의 주 사용목적은 많은 종류의 음식들을 풍미를 잃지 않은 채 오래도록 신선하고
편리하게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진공 포장은 기존의 보관방법에 비해 음식의 저장 기간을 약 3~4배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 등과 같이 사용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전열기구 사용 횟수, 요리 시간
등을 단축 및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많은 양을 미리 익히거나 요리해서 식사 단위의 적은 양으로 개별 진공 포장 보관
- 피크닉이나 캠핑, 바비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음식을 신선하게 진공 포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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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이내로 먹어야 하는 음식들을 냉동고 사용 대신 진공 포장 후 냉장 보관
- 고기나 생선, 가금류, 해산물 등을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기 전에 진공 포장 보관
- 말린 과일, 견과류, 곡물 등을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기 전 진공 포장 보관
●

진공 포장은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 체질에 맞는 재료들로 미리 요리를 하여 보관해 놓거나,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혹은 집에서 만든 요리를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재료들로 구성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진공 포장은 추억이 있는 사진, 수집한 우표, 중요한 서류 등을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진공포장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덮개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여 보관해 주십시오. 덮개를 잠금
상태로 보관할 경우 압력에 의해 밀봉 패킹이 눌리거나 틀어지는 등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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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보관을 위한 진공 포장 방법
●

항상 신선한 재료나 음식 등을 사용해 주십시오.

●

고기, 생선, 열매류와 같은 부드러운 음식들은 진공 포장하는 동안 부서지지 않도록 미리
얼려 주십시오. 음식물은 냉동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루 정도(24시간까지)만 얼려 주십시오.
얼리기 전에 음식물은 1회 사용량만큼 적당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린 음식물은
비닐 백에 옮겨 담고 진공 포장하여 다시 냉동고에 넣어 보관해 주십시오.

●

수프 등과 같은 액상의 음식물을 진공 포장하기 위해 단단한 정도로 미리 얼려 주십시오.
음식물을 얼릴 때는 솔리스 전용 밀폐 용기에 담아서 얼리면 좋습니다. 음식물이 얼면
용기를 냉동고에서 꺼내어 진공 한 후 바로 냉동고에 다시 넣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액상의 음식 물은 얼었을 때 부피가 커지므로 음식물을 용기에 넣을 때 용기 상단부로부터
최소한 3cm 정도의 공간을 남겨 주십시오. 또 한, 액상의 음식물은 반드시 식어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비닐 백을 이용하여 액상의 음식물을 진공 포장해서 바로 얼리려면 얼었을 때 부피가 커지
므로 비닐 백의 길이를 냉장 보관 시 보다 최소한 5cm 정도 더 길게 준비해 주십시오.
단, 액상의 음식물은 반드시 식어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신선한 야채는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겨야 하고 얼리기 전 끓는 물에 데쳐 주십시오. 이는
야채를 더욱 신선하게 보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데친 야채는 차갑게 식힌 뒤에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진공하여 얼려 주십시오.

●

육류나 어류를 미리 얼리지 않고 진공 포장해서 얼리고 싶다면 비닐 백이나 용기 안에 키친
타올을 넣어 주십시오. 키친 타올이 증발된 수분을 흡수합니다.

●

햄버거나 크레페와 같이 여러 층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진공 포장할 때는 비닐 백에 개별로
각각 진공 포장하거나, 용기에 베이킹 종이를 넣어 각각 분리시켜 포장해 주십시오.

얼린 진공 상태의 비닐 백 / 밀폐 용기 해동하는 방법
●

육류, 어류, 과일, 야채, 기타 부드러운 음식들을 해동하는 방법 :
이러한 음식들은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시켜 주십시오. 실온에서 해동 시 상할 수 있습니다.

●

빵이나 과자를 해동하는 법 :
이러한 음식들은 실온에서 해동할 수 있습니다. 진공 백을 잘라 개봉하여 습기를 빼내 주십시오.
주의 : 모든 음식들은 해동 후 다시 냉동실에 넣어 얼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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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공포장기의 필요성
●

음식물과 공기의 화학적 반응, 실온과 습기, 발효, 미생물의 형성과, 곤충 등에 의한 오염은
음식물을 상하게 합니다.

●

식품 영양소가 탄력과 맛을 잃게 되는 주된 이유는 공기 중의 산소 때문입니다. 미생물의
발생은 대게 공기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는 공기 중의 산소가 음식의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에 진공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변의 공기에 음식의 수분이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냉동실에 있는 냉동 음식에 종종 냉동변색이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

진공포장기의 진공 시스템은 포장 내의 공기를 약 90%까지 제거합니다. 공기는 약 21%가
산소인데 이는 포장 내에 단지 약 2~3%의 산소만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미생물
은 5% 미만의 산소에서는 번식하지 못 합니다.

●

일반적으로 미생물은 3가지의 카테고리(곰팡이, 효모, 박테리아)로 나뉘며, 이것들은 어디
에나 존재하고 특정 환경에서만 물성을 변하게 합니다.

●

곰팡이는 적은 양의 공기나 습기에서는 생길 수 없습니다.

●

효모는 공기가 있건 없건 습기, 당분, 따뜻한 온도 조건에서 번식하며, 차가운 조건에서는
번식이 느려지고, 냉동 조건에서는 번식이 중단됩니다.

●

박테리아는 공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번식합니다. 가장 위험한 박테리아 중 하나는 특정한
조건하에서 공기와 함께 번식할 수 있는“Clostridium botulinum(클로스트리디움 보툴
리늄)”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오직 4℃~ 46℃의 온도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약간의
산도가 있는 음식이 4℃가 넘는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때 번식합니다.

●

얼어 있거나, 건조되어 있거나, 산도가 풍부하거나, 혹은 염분이나 당도가 높은 음식은“Bot
-ulinum(보툴리늄)”박테리아가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음식들은“Botulinum
(보툴 리늄)”박테리아 번식에 다소 취약할 수 있습니다.
- 고기, 해산물, 가금류, 생선, 버섯, 염분이 있는 올리브유 등과 같이 산도가 없는 음식들
- 대부분의 야채 등과 같이 산도가 거의 없는 음식들
- 토마토, 양파, 고추 등과 같이 산도가 적절히 있는 음식들
상기 같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음식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단기 보관으로는 냉장
고에서 보관하거나, 장기 보관으로는 냉동고에 넣어 보관하시고, 열로 가열 한 뒤에는 곧바
로 먹는 편이 좋습니다.

●

음식 내의 어떤 효소들은 색깔이나 조직, 음식의 향 등을 변화시키는 데 이것은 저장 시간,
저장 온도, 산소량 정도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효소 반응을 막기 위해서 야채나 채소는
짧은 시간 데치거나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일과 같이 높은 산도가 있는 음식들은
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진공 포장이 효소 반응을 둔화시키거나 억제하는데 유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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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나 시리얼 등과 같은 건조식품들은 곤충의 유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공
포장되지 않은 이런 식료품은 저장하는 동안 유충이 부화하게 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조식품들도 진공포장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

대부분의 미생물은 공기 없이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식물은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

만약 냉장고의 온도가 4℃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음식물을 장기 보관 시 미생물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장고의 최대 온도를 4℃ 미만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만약 냉장고의 음식물 저장 온도가 -17℃ 미만이라면 미생물의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미생물을 완벽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

음식물의 보관 온도를 10℃ 낮춰서 보관할 때 저장 기간이 약 3~4배 정도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공포장된 음식의 저장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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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포장기 사용 전 참고사항
●

항상 사용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재료나 음식물 및 진공포장기와 저장 용기 등도 청결하
게 준비해 주십시오.

●

음식은 진공 포장 후 실온에 두지 말고, 곧바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어 보관해 주십시오.

●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따뜻한 온도와 산소에 노출될 경우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진공 포장 후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 시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코코넛,
시리얼 등의 음식도 진공 포장 후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 시 저장 기간을 더욱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과, 바나나, 감자 혹은 뿌리채소와 같은 과일이나 채소는 먼저 껍질을 벗겨 내고 진공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공포장을 한다 해도 저장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혹은 배추류의 채소는 신선한 상태에서 진공포장을 하게 되면 가스를
방출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치고 냉동한 후 진공 포장해 주십시오.

식품 안전 지침
다음의 식품안전 지침들은 과학적 연구결과와 경험에 근거하는 사항들이며, 건강과 올바른
음식 보관에 있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

냉동고에서 꺼낸 음식은 해동 한 후 빠른 시간 내에 먹거나 처리해 주십시오.

●

통조림 혹은 구매 시 진공포장된 음식들은 개봉 후에도 여전히 신선하고 풍미가 살아있다면
다시 진공포장이 가능합니다. 절차에 따라 진공 포장 후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해 주십
시오. 단, 이러한 음식들은 다시 진공 포장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포장지에 표기되어있던
유효기간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

진공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 음식을 미지근한 물에서 해동시키거나 전자레인지 등 열기
구를 사용해 해동하지 마십시오. 음식은 대부분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시는 것이 좋습
니다.

●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된 상하기 쉬운 음식은 절대 먹지 마십시오.
많은 양의 소스로 덮여있는 음식, 포장되어 있는 음식 등은 특히 위험합니다.
상하기 쉬운 음식들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 백이나 용기에 균일하게 배분하여 냉동고에 넣어
얼리거나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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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 및 관리
진공포장기의 청소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십시오.
주의 : 청소 시 그 어떤 부품도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

청소 시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전력을 완전히 차단 시킨 후 진행해 주십시오.

●

진공포장기의 본체 및 전원 플러그ㆍ전원 코드를 절대 물 또는 다른 액체에 직접적으로
담그지 마십시오. 감전 또는 단락 되어 회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폭발 등 안전사고 및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벤젠ㆍ가솔린 등의 화학 세정제나, 거칠고 날카로운 금속ㆍ연마 물체 등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 기기의 손상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진공포장기의 본체는 중성세제와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만 닦아 주십
시오. 진공실의 물기 받침대와 하부 진공 패킹은 분리가 가능하여 물 세척 청소가 가능 합니다.
(img.19 참고)
따뜻한 물로 세척하고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건조 시켜 분리했던 방법의 역순으로 다시
조립해 주십시오. 진공실의 공기 유입을 막기 위해 정확한 위치에 조립되어야 합니다.
img.19

●

사용 또는 보관 시 완전 건조 상태에서만 사용 또는 보관해 주십시오.
진공포장기 본체에 기름을 묻히거나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전원 코드(POWER CABLE) 보관
진공포장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 코드는 제품 바닥면에 있는 케이블 걸이용 고리에 감아
서 보관해 주십시오.
주의 : 전원 코드를 절대 기기에 감지 마십시오. 단선 등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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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관 방법
주의 : 보관 전에 반드시 진공포장기의 덮개가 잠금 해제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
시오. 잠금 상태로 보관할 경우, 밀봉 열선과 맞닿는 밀봉 패킹이 압력에 의해 눌려 진공 및
밀봉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매 시 포장되어 있던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

덮개를 잠금 해제한 상태로 보관해 주십시오.

●

제품 위에 어떠한 물체도 올려 두지 마십시오. 압력에 의해 밀봉 패킹과 진공 패킹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패킹은 소모품으로 품질보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시
구매처나 고객상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전원 코드를 잘 감아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공간 절약을 위해 가로 눕히거나 세로로 세워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img.20 + img.21 참고)
img.20

im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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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S 신청 전 확인사항
기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헐겁지 않게 안쪽까지 깊숙이 꽂아 주십시오.

●

전원 코드 또는 전원 플러그가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이 발견될 경우 사용을
금하고, 구매처 또는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점검을 의뢰해 주십시오.

●

전력 과부하 방지를 위해 멀티탭 등 연장선이 아닌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밀봉 및 진공 기능을 위해 정확한 위치에 비닐 백을 놓고 작동해 주십시오.

●

솔리스 진공포장기는 일부 기능을 쉼 없이 연속 사용 시 과열 방지 기능에 의해 자동으로 꺼
집니다. 다량의 작업 시 최소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30회 미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비닐 백을 만들기 위한 비닐이 밀봉되지 않습니다.
●

비닐 백의 밀봉할 부위를 깨끗하게 한 후 밀봉 열선의 위치에 올바르게 놓고 다시 작동해 주십시오.

진공이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

진공실까지 비닐 백의 입구를 위치 시켜주십시오.
주의 : 공기 추출 구멍이 진공 백으로 덮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물기 받침대나 진공 패킹이 올바르게 조립되어 있는지, 틀어지거나 손상된 곳은 없는지 등도
같이 확인하여 조치해 주십시오.

●

진공 패킹 및 진공실 주위, 또는 비닐 백 밀봉 부위에 부스러기, 기름기, 액체 등의 이물질이나
주름 또는 접힘으로 인해 완전히 밀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봉 부위를 깨끗하게 한 후
밀봉 열선에 맞춰 올바르게 위치시켜 사용해 주십시오.

●

비닐 백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비닐 백에 약간의 공기가 들어 있는 상태로
밀폐하여 물에 담갔을 때 기포 발생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포 발생 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므로 다른 비닐 백으로 대체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덮개의 잠금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

솔리스 전용 진공 비닐이나 밀폐 용기만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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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후 밀봉이 되지 않습니다.
●

솔리스 진공포장기에는 진공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압력이 충분히 높지 않으면 밀봉이 자동
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밀봉 열선과 진공 패킹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할 경우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또 한, 정확한 위치에 올바르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진공포장기를
다시 작동해 주십시오.

●

진공 패킹이 손상되었거나 틀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이 발견될 경우 새 진공 패킹
으로 교체 후 사용해 주십시오. 구매 문의는 구매처 또는 고객상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

비닐 백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비닐 백에 약간의 공기가 들어 있는 상태로
밀폐하여 물에 담갔을 때 기포 발생의 유무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포 발생 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므로 다른 비닐 백으로 대체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진공 패킹 및 진공실 주위, 또는 비닐 백 밀봉 부위에 부스러기, 기름기, 액체 등의 이물질이나
주름 또는 접힘으로 인해 완전히 밀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봉 부위를 깨끗하게 한 후
밀봉 열선에 맞춰 올바르게 위치시켜 사용해 주십시오.

밀봉한 비닐 백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

진공 패킹 및 진공실 주위, 또는 비닐 백 밀봉 부위에 부스러기, 기름기, 액체 등의 이물질이나
주름 또는 접힘으로 인해 완전히 밀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봉 부위를 깨끗하게 한 후
밀봉 열선에 맞춰 올바르게 위치시켜 사용해 주십시오.

●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등은 가스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가스에 의해 발효되어 상할 수 있으
므로, 이러한 경우로 의심되는 음식은 포장을 개봉하여 확인 후 이상이 있다면 즉시 폐기하여
주십시오.

●

진공포장된 음식을 냉장고 보관 시 냉장고의 온도 변화는 음식의 신선도에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의심되는 음식은 포장을 개봉하여 확인 후 이상이 있다면 즉시 폐기
하여 주십시오.

●

비닐 백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음식의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 구멍이 발생할
수 도 있으니, 밀봉 전 키친 타올로 음식의 날카로운 부분을 감싼 후 진공 포장해 주십시오.

밀봉 시 비닐 백이 녹습니다.
●

밀봉 열선이나 밀봉 패킹이 과열되어 뜨거워져 비닐 백의 밀봉 부분이 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공포장기의 덮개를 열고 식을 때까지 냉각 시킨 후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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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용기가 진공이 되지 않습니다.
●

공기 추출 호스가 진공포장기와 뚜껑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공기 추출 호스는 뚜껑에 가능한 깊숙이 꽂아 연결하고, 뚜껑은
용기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꽉 눌러 닫아 주십시오.

●

용기나 뚜껑에 파손이나 손상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상이 발견될 경우 다른
용기나 뚜껑으로 대체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액상의 음식을 진공할 때 음식물이 공기 추출 호스 등을 막아 진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액상의 음식은 용기에 넣어 미리 얼린 후 사용해 주십시오.

●

진공포장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켰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진공할 음식을 용기에 넣을 때는 용기 상단부로부터 최소한 3cm 정도 공간을 남겨두고 넣어
주십시오.

경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전력 연결 및
사용을 금하고 즉시 구매처 및 고객상담실로 점검을 의뢰해 주십시오.

육각 밀폐용기의 진공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

진공 포장 전 트위스트 조절 다이얼이“SEAL”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OPEN”위치로 되어 있을 시 진공이 되지 않습니다.

●

뚜껑의 고무 패킹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손상된 고무 패킹이 있는 뚜껑은
정상적인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각 밀폐용기의 진공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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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의 고무 패킹이 손상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손상된 고무 패킹이 있는 뚜껑은
정상적인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11. 저장 기간 비교표

저장 유형

냉장 보관

냉동 보관

저장 온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관된
음식의 저장 기간

솔리스 전용
비닐 백 또는
밀폐 용기로
진공포장된
음식의 저장 기간

raw, red meat

5±2℃

2~3 days

8~9 days

raw, white meat

5±2℃

2~3 days

6~9 days

Game meat

5±2℃

2~3 days

5~7 days

Salami, sliced

5±2℃

4~6 days

20~25 days

Soft cheese

5±2℃

5~7 days

14~20 days

Hard cheese

5±2℃

15~20 days

25~60 days

Fresh fish
Seafood

5±2℃

1~3 days

4~5 days

Cooked meat

5±2℃

3~5 days

10~15 days

Vegetables

5±2℃

1~3 days

7~10 days

Fruit

5±2℃

5~7 days

14~20 days

Eggs

5±2℃

10~15 days

30~50 days

Meat

-18±2℃

3~5 months

＞1 year

Fish

-18±2℃

3~4 months

＞1 year

Seafood

-18±2℃

3~5 months

＞1 year

저장 음식 종류

※ 참고용 데이터이며 보관 상태 및 환경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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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유형

저장 온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보관된
음식의 저장 기간

솔리스 전용
비닐 백 또는
밀폐 용기로
진공포장된
음식의 저장 기간

Bread

25±2℃

1~2 days

6~8 days

Sponge

25±2℃

4~6 months

＞1 year

Flour

25±2℃

4~5 months

＞1 year

Pasta/Rice

25±2℃

5~6 months

＞1 year

Peanuts Pulses

25±2℃

3~6 months

＞1 year

Medical supplies

25±2℃

3~6 months

＞1 year

Tea

25±2℃

5~6 months

＞1 year

Coffee,ground

25±2℃

2~3 months

＞1 year

저장 음식 종류

실온 보관

※ 참고용 데이터이며 보관 상태 및 환경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0

12. 제품 사양

370mm

70mm

145mm

제품명

: 진공포장기

중량(kg)

: 약 1.6(제품)/약 2.3(포장포함)

모델명

: Type574

제품크기(mm) : W370xD145xH70

정격전압

: AC 220V/60Hz

코드길이

: 약 1.4M

소비전력

: 110W/h

밀봉 모드

: Dry / Moist

안전인증

:

HU071827-16001 / MSIP-REI-RK5-Type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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