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BLE TOP FREEZE DRYER 

       사용자 매뉴얼  

필수 가이드 ver06 
테이블 탑 형, 소형 동결건조기



 

Congratulations! 

 

세계최초, 유일의 테이블 탑 형(내부 콜드 트랩) 소형 동결 

건조기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베스트라이트 소형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가 완전히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주의) 동결 건조기 사용 중 프로세스를 건너 뛰면 안됩니다.(절대 

프로세스를 skip 하지 마세요) 이럴 경우 모든 보증이 무효화 

됩니다. ‘화면 왼쪽 상단위의 나뭇잎 로고를 담당자와 상의 없이 

절대 누르지 마세요’ 

또한 그렇게 완료된 동결건조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U.S. Patent 9,459,044 
 



 

UNPACKING Your Freeze Dryer 

제품을 받으시고 먼저 파손여부를 확인하세요.  

특히 제품에 파손 흔적이 보이면 제품 사용 및 수령을 하지 

마시고 구매하신 지사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베스트라이트 코리아 담당자가 직접 제품을 가지고 인스톨을 

위해 방문했다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품목들이 전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베스트라이트 소형 동결 건조기 1ea 
• 진공 펌프 1ea 
• 전원선 1ea(동결 건조기 파워 코드) 
• 진공 호스 1ea(동결 건조기와 진공 펌프 연결 호스) 
• 진공 펌프 오일 2ea또는1ea 
• 선반(Large: 5ea, Medium: 4ea) 
• 사용자 매뉴얼 1ea 
• 도어 패드 1ea 
• 오일 수거 필터 
• 위 품목들 이외에 다른 것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포장을 풀고 모든 품목이 다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모든 품목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3. 동결건조기와 펌프의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세요. 

(진공 호스의 길이를 확인해서 장소를 선정하세요) 

4. 만약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하베스트라이트 코리아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899-1631 

 

 

 

CAUTION: 동결건조기를 설치 시 문 또는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리지 마세요(바닥을 받치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문과 손잡이를 잡고 이동시 동결건조기 

외부나 내부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이는 동결건조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내부 진공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테스트 성공 이후 위의 상황으로 진공이 

잡히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화 됩니다. 



 

MAJOR COMPONENTS 

하베스트라이트 소형 동결 건조기 

전원스위치: 동결건조기 뒷편에 위치해 있습니다(“0” 모양 누름 꺼짐, 

“I” 모양 누름 켜짐). 

동결건조기 내부(진공 챔버): 원형의 내부에는 선반을 놓을 수 

있는 선반 브라켓이 있고 이 선반 브라켓의 주황색 히터 패드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반: 동결할 재료를 놓아둡니다. 80%정도 채우는 것을 권장하며 

겹쳐서 올려 놓으면 완료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원: 동결 건조기 뒷면에 전원 코드를 연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원 코드는 20A용을 사용합니다. 

진공펌프: 진공 호스의 한쪽을 동결 건조기 측면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진공 펌프 쪽에 단단히 연결을 합니다.  

연결 시 손으로 돌려서 결합해 주시고 절대 다른 공구(렌치 

등)를 사용하지 마세요(공구의 사용은 호스 내부의 고무링이 

파손되어 진공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공 펌프의 전원코드는 동결 건조기 뒤쪽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진공펌프에는 적절한 양의 오일을 넣어야 합니다.(9페이지, 

그림1 참조)  

진공펌프 전원 스위치를 켜주세요. (“0” 모양 누름 꺼짐, “I” 모양 

누름 켜짐)  

 

 



진공펌프는 동결건조기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전원을 항상 켜 

놓으세요(펌프 클리닝 작업시는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Oil Demister: 진공 펌프 상단에 부착된 검은색 실린더 

드레인 호스/밸브: 동결건조기 측면 뒷부분에 위치해 있는 투명 

호스는 동결건조 완료 후 생성된 얼음이 녹아 생기는 물을 배출 

시기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배출 곳이기 때문에 호스 끝 부분을 배수구 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에 위치합니다.  

물의 배출만이 아니라 진공을 해제할 때도 사용합니다. 

(동결건조 완료 후 진공 해제를 위해 밸브를 열어 줍니다.)  

이때 호스 끝을 통해 공기가 챔버 내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스 

끝에는 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내부로 공기 

이외의 이물질이 유입되면 챔버 내부가 오염되고 진공 펌프의 

고장 원인이 됩니다.)  

동결 건조를 시작 하기전에는 드레인 밸브가 닫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동결 건조기와 진공 펌프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밸브는 튜브와 수직으로 되어 

있어야 닫혀 있는 겁니다.(그림 11페이지 참조)  
 
 
 
 
 
 
 
 
 
 
 
 
 
 
 



 
 

Safety INFORMATION 

동결 건조기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 매뉴얼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제품의 고장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이 내용들을 숙지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세요. 

동결 건조기 사용시 항상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 

유의하여 주세요. 

•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동결 건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ARNING 동결 건조기의 전원선을 연결할 때 멀티탭을 

사용하지 마세요. 동결 건조기의 전원은 다른 제품과 같이 

사용하지 마세요.(플러그 1개를 동결 건조기 단독 사용) 

전력선이 전력을 처리할 수 없을 시 코드의 변형이나 화재 

또는 기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surge protectors 및 기타 장비/소모품을 콘센트에 연결하지 

마세요. 동결 건조기의 전원이 계속해서 꺼질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동결 건조기 위에 올라가거나 챔버 내부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못하게 하세요. 동결 건조기가 고장 

나거나 아이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 동결 건조 작업 완료 후 맨손으로 선반이나 챔버 내부를 

만지지 마세요(특히 젖은 손) 피부가 선반이나 챔버 내부의 

차가운 표면에 붙을 수 있습니다. 

• 동결 건조기 부근에 휘발유 등 기타 인화성 증기/액체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 문을 닫을 때 손가락이 문에 끼거나 손잡이에 끼지 않게 

주의하여 주세요. 

• 청소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플러그를 뽑아 놓으세요. 

제품의 수리는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냉매: 모든 냉동기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제품 폐기 전에 

냉매가 모두 제거되어야 합니다. 처리 작업을 원하시면 

폐기 전 회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결 건조기를 어린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 전원 코드의 플러그를 청소할 때는 젖은 천이나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전원 플러그에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세요. 더러운 전원 플러그는 화재의 위험이 됩니다. 

• 동결 건조기 양옆과 뒤가 막히지 않게 하세요. 그곳의 

구멍들을 통해 제품 내부로 공기가 순환되어 동결 건조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동결 건조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세요. 

• 전원코드를 당겨서 동결 건조기와 분리하지 마시고 분리 시 

항상 플러그와 코드를 단단히 잡고 분리해 주세요. 

전원코드를 손으로 당기게 되면 화재 발생 및 사용자가 전기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전원 코드의 교체는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아래에 손을 넣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삽입하지 마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코드는 전용 20A를 사용하세요. 
 
 
 
 
 
 



• 동결 건조기 챔버 내부의 얼음을 녹이기 위해 드라이어나 

기타 난방 장치를 사용하지 마세요. 건조기 내부에는 과열 

보호 차단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가 너무 뜨거워 

지거나 이상이 발생 하면 챔버 내부의 모든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동결건조기가 손상이 되면 작동하지 마세요 
동결 건조기가 떨어지거나 어떻게 든 충격을 받게 된 경우 

검사 및 수리를 위해 회사 대표번호(1899-163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결건조기의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넣지 마세요 
동결 건조기는 수분을 동결 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을 동결건조기 

내부에 넣고 사용을 하게 되면 보증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동결 건조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작동 중 진공펌프 본체가 뜨거워 집니다 
진공펌프 본체는 작동 중 70°C 이상 뜨거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결 건조기 작동 중에 진공 펌프 본체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상 및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작동을 위한 권장 주변 온도 
동결건조기는 다양한 환경의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동을 위한 권장 주변 온도는 1.5~32°C 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온도 범위는 7~24°C 입니다. 

*32°C 이상의 온도에서는 동결 건조 완료 시간이 증가하고 

냉동장치에 부하를 주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assembly instructions 

제품설치 24시간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동결 건조기 설치는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 

하세요. 실온에 깨끗한 공간은 동결건조를 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동결건조기 주위 

최소 20cm 공간의 여유를 두고 설치하세요. 

동결건조기 내부로 공기유입이 원할 하게 

되어야 합니다. 먼지 등 어떠한 이물질들이 

제품의 냉각 시스템에 쌓이거나 공기의 흐름을 

원할 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냉각 시스템의 

수명과 효율성을 감소시킵니다(동결 건조기 

내부에 이물질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QC때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내부를 

청소하고 사용 전 완전히 건조 시키 세요.) 

2. 도어 팩킹(고무 가스켓)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유지해 주세요. 

3. 아크릴 도어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4. 진공펌프에 오일을 주입할 때는 펌프의 빨간 

캡을 제거하고 오일을 넣어 주세요(캡에는 

고무링이 같이 있습니다. 이 고무링을 분실하지 

마세요.) 오일은 펌프 정면의 투명 유리창의 

중간 까지만 채워 주세요. 오일을 다 채우셨으면 

빨간 캡에 고무링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결합 해 주세요.(그림1 참조) 

5. 진공호스 한쪽을 동결 건조기에 결합합니다.(그림2 

참조) 진공 호스의 다른 한쪽을 펌프에 연결 

합니다. 손으로만 조여도 충분합니다. 스패너 등 

공구의 사용이나 테프론 테이프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너무 세게 조여지면 호스 내부의 고무링이 

손상되면 진공 누출이 발생됩니다.) 

 
 

 
 

그림 1 

 

 

 

그림 2 

 



6. 동결 건조기 전원 코드를 뒷면에 연결합니다(20A의 전류가 필요합니다. 

전원 코드 또한 20A를 충족하는 것으로 사용하세요) 

7. 진공 펌프의 전원 코드를 동결 건조기 뒷면에 연결합니다. 

8. 진공 펌프의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0” 모양 누름 꺼짐, “I” 

모양 누름 켜짐) 펌프의 전원 버튼은 펌프의 뒷면에 있습니다. 

9. 도어를 제대로 밀착(닫음)되게 하기 위해 손잡이를 제대로 돌려주세요. 

손잡이는 2단 잠금 방식이며 손잡이를 돌리다 보면 한번 걸리는 느낌이 나고 

거기서 한번 더 돌리면 손잡이와 도어를 한번 더 당겨서 확실히 밀착시켜 

줍니다(너무 많은 힘을 주어 손잡이를 부러뜨리지 마세요) 

10. 동결건조기 작동 시 측면의 드레인 밸브가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합니다. 밸브가 호스 방향과 

수직이어야 닫혀 있는 겁니다(우측 그림 참조) 

동결건조기 사용시 밸브가 닫혀 있지 않으면 

진공이 잡히지 않아 동결 건조가 되지 않고 진공 

펌프의 고장이 발생 합니다(진공 펌프 및 제품의 

보증이 무효화 됩니다.) 드레인 호스로 동결건조 

완료 후 내부 얼음이 해동되어 생기는 물을 배출 

합니다. 드레인 호스 끝에 해동되어 나오는 물을 

받을 버킷을 준비하세요. 또는 드레인 호스 끝을 

배수구에 놓고   물이 배수구로 흘러가도록 

해주세요. 또한 드레인 호스를 열어 동결 건조기 

내부의 진공 상태를 해제 합니다(드레인 호스로 

진공을 해제 시 호스를 통해 공기가 챔버 내부로 

유입이 되어 진공이 해제 됩니다. 이때 호스 끝에 

물이나 어떠한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진공 해제 시 동결 건조기 내부로 

들어가 제품과 진공 펌프를 고장 내는 원인이 

됩니다.) 드레인 밸브는 동결 건조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고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동결건조 완료 후 

동결건조 시키고자 하는 물질이 제대로 건조가 

되어 있지 않아 한번 더 건조(More dry)시 드레인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지 마세요.  

 

 

 

 



11. 아크릴 도어가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에서 도어 고무 팩킹과 제대로 

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펌프가 작동이 되면 고무 팩킹이 아크릴 

도어와 완전히 밀착이 되어 내부에 진공이 형성됩니다(새끼 손가락 굵기 

정도의 띠가 아크릴 도어와 고무 팩킹 사이에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 사용자는 도어와 드레인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고 동결 건조기와 진공 

펌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용자의 책입니다. 동결 건조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의 모든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13. 동결 건조기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켭니다. . (“0” 모양 누름 꺼짐, “I” 모양 

누름 켜짐) 전원 스위치는 동결 건조기 뒷면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펌프 작동과 진공을 확인하기 위한 빠른 테스트(14번항목)를 진행 

하세요. (테스트 진행 전 동결 건조기 내부는 물기나 어떠한 이물질이 

없이 완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 실제 제품 사용시는 아래 14번 항목을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14. 펌프테스트: 화면에서 ‘START’ -> ‘NOT FROZEN’ -> ‘CONTINUE’ 순으로 

눌러 줍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나뭇잎 로고를 살짝 눌러 펌프가 

작동될 수 있게 하세요(도어와 밸브를 제대로 잠그고 진행) 20분 내에 

화면에 보이는 2500mTorr 라는 숫자가 600mTorr 미만으로 내려가면 
제품과 진공 펌프가 제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우시거나 조금 더 제대로 테스트 해보시기 원하시면 해당지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설치를 요청하셨으면 담당자가 이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제품 사용시 나뭇잎 로고는 절대 누르시 마세요.) 

   

*주의: 펌프 작동 시 위 마지막 화면처럼 ‘VACUUM FREEZING’ 이란 문구가 

화면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DRY’ 문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열이 펌프로 들어가게 되어 펌프가 고장 나게 됩니다.(AS불가) 

 



15. 드레인 밸브를 열고 진공을 해제하시면 도어를 열수 있습니다. 

위 테스트에서 600mTorr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공기 누출 

가능성(아래 내용 진행)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아크릴 도어가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세요 

2. 진공 호스가 동결 건조기와 진공 펌프에 제대로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 하세요(풀었다가 다시 조여 주세요) 

3. 드레인 밸브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진공펌프에 오일이 적정량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하세요. 
 

진공 압력이 600mTorr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899-1631 

16.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동결 건조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17번 항목 부터는 실제 사용법 입니다. 

 

제품의 동결 건조 과정 

동결 건조기의 시스템은 냉각->진공->가열(Freezing -> 

Vacuum Freezing -> Drying -> Final Dry) 순으로 진행. 

사용 중 소프트웨어는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자동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소프트웨어에 기록된 Log 정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 

17. 동결 건조를 할 재료를 선반에 놓아주세요. 재료들을 쌓아서 

놓지 마세요. 또한 선반의 높이보다 더 높아서는 안됩니다. 

 

18. 홈화면에서 “START”를 누릅니다. 제품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고 다음 화면(“PRE-FROZEN” / “NOT FROZEN”)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세요. 

 

 



*냉동되어 있는 재료를 동결건조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동되어 있는 재료를 동결 건조 하기 위해서  

“PRE-FROZEN”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재료를 동결 건조기 내부에 넣기 전에 내부를 미리 

차갑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는 냉동된 재료가 실온에서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내부를 32° F(화씨)까지 

온도를 내립니다.) 이 작업은 30분 정도 소요 됩니다(내부 

외부의 온도에 따라 30분 보다 먼저 작업이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9. ”PRE-FROZEN”이 완료되면 내부 트레이에 선반을 넣고 드레인 

밸브를 잠그라는 문구나 나옵니다(아래 그림 참조) 재료를 넣은 

선반을 동결 건조기 내부에 넣고 아크릴 도어를 닫아 주세요.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아크릴 도어와 고무 팩킹이 

밀착되게 만들어 줍니다. “CONTINUE”를 누릅니다. “FREEZING” 

문구가 나오면서 동결 건조가 시작됩니다. 

  

 



*얼어져 있지 않은 재료를 동결건조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TART” 버튼을 누른 후 조금 지나면 “PRE-FROZEN” / “NOT FROZEN” 

화면이 나옵니다. ‘NOT FROZEN”을 누르세요 

 

20. 선반을 넣고 드레인 밸브를 잠그라는 문구나 나옵니다(아래 

그림 참조) 재료를 넣은 선반을 동결 건조기 내부에 넣고 아크릴 

도어를 닫아 주세요.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아크릴 

도어와 고무 팩킹이 밀착되게 만들어 줍니다. “CONTINUE”를 

누릅니다. “FREEZING” 문구가 나오면서 동결 건조가 

시작됩니다. 

    

 

 



 

21. 이제부터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동결 건조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 

되고 있으니 완료까지 그대로 두세요.  

22. 동결 건조의 단계는 냉각->진공->가열(Freezing -> Vacuum 

Freezing -> Drying -> Final Dry) 입니다. 

23. 최종건조 또한 자동입니다. 시간은 재료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 동결 건조가 완료되면 완료음이 울립니다. 화면에는 

“PROCESS COMPLETE” 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동결건조가 

제대로 완료됐는지 확인을 위해 드레인 밸브를 열어 진공을 

해제합니다. 드레인 밸브를 열기 전 드레인 호스 주변에 

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배출된 물속에 드레인 호스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진공을 

해제 하면 물이 동결 건조기 내부로 유입이 되어 재료를 

전부 망치고 진공 펌프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드레인 밸브를 열어 진공을 해제하고 도어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세요. 

 

 

 

 



25. 재료의 조각으로 예를 들어 가장 큰 조각을 확인하여 동결 

건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포장 중간에 동결 

건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조각이 들어가면 그 조각으로 

인해 다른 조각들 또한 전부 망쳐 버릴 수 있습니다. 

26.  재료에 여전히 수분이 남아 있는 경우 “MORE DRY TIME”을 눌러서 

한번 더 건조해 주세요. 완료 후 재료를 다시 확인 후 동결 건조가 다 

됐으면 드레인 호스를 올바른 곳(방향)에 두었는지 확인하고 재료를 

꺼내 주세요.  

27. “DEFROST”를 눌러 동결 건조기 내부의 얼음을 강제로 해동시킬 수 

있습니다(히팅패드를 작동하여 열을 가합니다. 도어를 닫아 주세요) 

“NO DEFROST”를 눌러서 자연히 얼음을 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해동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8. 동결 건조된 재료를 공기중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바로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는 캔/마일라 백/유리 등 완전히 

외부가 차단되는 장비와 산소 흡수제를 이용하세요. 

29. 동결 건조 완료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결 

건조기 내부에 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제대로 건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내부 및 선반 트레이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작업 시간이 길어지거나 펌프가 고장 납니다(내부를 

완전히 건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WARM TRAYS: 동결 건조 완료 후 내부 선반은 매우 차갑거나 뜨거울 수 

있습니다. 이를 맨손으로 제거하지 마시고 장갑을 착용하고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차가운 선반이나 챔버 내부에 붙어 문제가 

되거나 뜨거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WARM 

TRAYS”를 눌러 5~10분 정도 선반을 따뜻하게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선반을 제거하거나 선반을 따듯하게 하고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옵션 사항이며 이 과정은 건너뛰고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NO DEFROST” 를 누르면 내부에 남아있는 얼음을 

실온으로 자연히 해동 시킵니다. 아크릴 도어를 열어 

주세요. 해동 과정에서 해동된 물이 도어 전면으로 흘러 

나올 수 있습니다. 해동할 때는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내부의 물이 밖으로 배출되게 해야 합니다. 

**“DEFROST”를 누르고 아크릴 도어를 닫아주면 내부의 선반에 

열을 주어 얼음을 해동 시킵니다. 해동할 때는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내부의 물이 밖으로 배출되게 해야 합니다. 

 

 

 



using the “customize” settings 

To adjust dry temperature settings: 시스템 설정으로 인한 오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CUSTOMIZE”버튼은 Dry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정 온도는 화씨 125°F(섭씨 51°C)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화살표를 눌러 5° 증가하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Show Final Dry Control: 

“Show Final Dry Control” 에서 “Show”로 해 놓으면 실제 최종 

드라이 단계에서 시간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들이 최종 드라이 단계에서 시간을 더 추가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화면에 녹색바에 “Completed” 라고 

나오면 동결 건조가 완료된 것입니다. 
 

  

 

 
 



 

WHAT IS A CLOSED SYSTEM 

동결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동결 건조기 내부의 공기를 제거 

하고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진공 펌프를 사용합니다. 동결 

건조를 위한 적절한 진공 압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밸브 

및 도어가 확실히 닫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어디선가 누출이 있어서 진공이 잡히지 않으면 동결 건조 

공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WARNING: 진공 펌프가 작동되면 아크릴 도어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크릴 도어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동결건조에 필요한 진공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15분 

이내에 화면에 표시된 진공 압력 표시가 600mTorr(최초 

2500mTorr)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2500mTorr 라는 수치가 펌프 

작동 후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0~15분 동안 기다리세요) 

30분이 지나도록 600mTorr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어딘 가에서 

누출이 되고 있거나 펌프의 고장/이상 발생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드레인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고 도어와 도어 고무 팩킹이 제대로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무 팩킹을 분리하여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다시 장착하여 아크릴 도어를 닫아 주세요. 

다음의 누출가능 부위를 한번 더 확인하세요 

 

 

 

 

 

 

 

 



POSSIBLE LEAK POINTS ON THE VACUUM PUMP 

• 진공 펌프와 연결된 진공 호스 

• 진공 펌프 오일 교체 시기(오염된 오일) 

• 진공 펌프 오일이 너무 많거나 적다(펌프 정면 표시 확인) 

• 진공 호스 고무링의 손상 

*진공 펌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따로 확인 하세요. 

 

POSSIBLE LEAK POINTS ON THE FREEZE DRYER 

• 드레인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음. 

• 진공 펌프 호스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단단히 연결되지 

않음 

• 진공 호스 고무링의 손상 

• 아크릴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음(도어와 도어 고무 팩킹이 

제대로 밀착이 되는지, 손잡이를 2단계까지 제대로 돌렸는지 

확인) 

• 도어 고무 팩킹이 깨끗하지 않거나 손상되었음. 

• 아크릴 도어의 비틀어짐으로 조정이 필요 

 
 
 



 
 

OIL VACUUM PUMP MAINTENANCE 

펌프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명을 높이기 위해 3~5번 사용시 

마다 오일을 교체하고 펌프 클리닝 작업을 권장합니다(오일이 

오염[변화된]된 경우 또는 펌프의 소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더욱 

빨리 오일을 교체 하셔야 합니다.) 

진공펌프를 보호하기 위해 동결건조 진행 단계를 건너뛰시면 

안됩니다. 동결 건조기 챔버 내부에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펌프가 작동되어서는 안됩니다. 

선반에 재료를 겹겹이 쌓거나 선반 높이 이상으로 재료가 올라오지 

않게 하세요. 너무 많은 재료를 선반에 쌓게 되면 동결 건조 완료 

시간이 길어지거나 모든 수분이 동결되지 않는다면 그 수분들이 

펌프로 유입이 되어 펌프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펌프는 열에 민감합니다. Freezing 단계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고 

Drying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열들이 펌프로 넘어 들어가서 

펌프가 고장 나게 됩니다. 

Oil Change, 진공펌프 오일 교체 

1. 진공 펌프의 스위치를 끕니다. 

2. 오일 배출을 위한 드레인 밸브는 

그림 4에 위치해 있습니다.  

3. 폐오일 수거를 위한 

물건(바스켓, 물통 등)을 

밸브 아래에 위치합니다. 

4. 밸브를 열어줍니다. 

5. 펌프 뒷부분에 무언가를 덧대어 펌프를 

앞쪽으로 기울입니다. 그 상태로 오일이 

배출되는 20여분 정도 기다려 줍니다. 

그림 4 

 



6. 펌프의 전원 코드를 동결 건조기에서 분리하여 벽면에 

단독으로 꽃아 줍니다. 펌프 옆쪽에 밸브를 반쯤 열고 

전원을 킵니다. 남아 있는 오일이 배출됩니다. 

(오일이 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새로운 오일을 적정 수준까지 넣고 빨간 캡을 닫아 

주세요(빨간 캡에 검정색 고무링이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8. 펌프를 동결 건조기에 연결하고 전원을 켜줍니다. 

 

CLEANING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YOUR FREEZE DRYER 

동결건조기 챔버 내부를 청소해 줍니다. 도어를 열고 

고무팩킹을 떼어 냅니다. 내부 선반 트레이를 밖으로 꺼내고 

뒷편의 전선연결 컨넥터(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의 

빨간 부분을 뒤로 당긴 후 검은색 탭을 누르면서 

분리합니다(손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제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챔버 내부와 

선반 트레이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반 트레이를 

다시 연결합니다. 빨간 부분을 앞으로 밀어 딸깍 소리가 나면 

제대로 결합된 것입니다(내부를 완전히 건조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기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후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선반 트레이를 

청소할 때 하단의 주황색 히팅 패드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CLEANING CAUTIONS 

철수세미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 표면을 손상시키는 

표백제나 화재가 날 만한 류의 화학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MOVING OR LONG ABSENCES 

오랜 시간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내부를 비우고 전원을 꺼주세요. 

내부의 수분 및 재료는 악취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펌프내부의 오일을 전부 배출하거나 깨끗한 오일로 교체해 

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결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46시간 이상)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1. 일부 재료들은 동결 건조가 빠르고 완벽하게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거나 당분이 아주 높은 

재료들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재료는 형태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부 상태를 보면서 최종 건조 시간을 조절해 

주세요. 

2. 재료에 수분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선반이나 트레이에 

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반이나 트레이에 얼음이 

생기면 센서가 동결건조가 완료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완료되지 않습니다(정상적일 경우 

얼음은 동결 건조기 내부 원형 통에 둥근 띠 형태로 

생깁니다.) 이런 경우 진공 해제 후 도어를 열어 선반들을 

냉동실에 넣고 동결건조기 챔버의 얼음을 해동하고 

트레이를 다시 넣고 동결 건조를 시작합니다. 

3. 진공펌프 오일이 제때 새오일로 교환되지 안았거나 펌프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동결 건조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동결 건조에 필요한 진공도는 100~900mTorr 사이가 

되어야 한다.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진공펌프를 

교체해야 합니다. 

 

 

 

 

 



동결건조가 끝나고 진공을 해제 후 동결 건조기 내부에 물이 

있습니다. 

동결건조기에서 배출되는 물을 받기위해 준비한 통에 물이 남아 

있고 드레인 호스가 통 안에 있으면 진공 해제 과정에 챔버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드레인 호스 끝 부분은 어떠한 이물질도 없는 곳에 놓여 져 있어야 

합니다. 

펌프 주위로 오일이 튀어 있습니다. 

1. 동결건조기의 드레인 밸브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동결건조기와 펌프를 연결하는 진공 호스를 풀었다가 다시 조여 

주세요(렌치 등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결합해 주세요.) 

3. 펌프의 오일 미스트 트랩(펌프 위 주먹크기의 검은색 원통)이 

제대로 조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려 단단히 

조여 주세요. 

4. 펌프에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 오일을 넣을 때 기준보다 많이 넣지 마세요. 

동결건조가 완료된 후 선반이 따뜻할 때가 있고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동결건조가 끝난 직후 트레이와 선반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히터와 진공 펌프는 꺼지게 되고 냉동기는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선반은 점점 

차가워지게 됩니다. 동결 건조 완료 후 선반을 맨손으로 잡지 

마시고 장갑을 끼고 꺼내시기 바랍니다. 

 

 

 



동결건조 완료 후 재료가 매우 건조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재료가 건조하지 않습니다. 

1. 공기중의 수분이 재료흡수 되어 건조하지 않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포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2. 포장 시 Mylar bag/Mason jar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소흡수제를 같이 사용해 주세요(밀봉 작업을 할 때 

작업을 두 번해 주시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재료들 중에 동결건조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조각과 같이 포장이 

된다면 그 포장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버려져야 할 수 있습니다. 

동결 건조 완료 후 가장 큰 조각 하나를 부숴서 수분이 없는지 

확실 하게 확인하세요. 수분이 남아 있다면 동결 건조기 마지막 

화면에 ‘More dry’ 기능으로 다시 한번 더 건조시켜 주세요.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처음 동결건조기 작동 시 펌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드라이 

과정에서 펌프가 작동 되며 펌프의 작동 여부는 동결 건조기가 

제어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펌프 뒷면의 전원을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합니다(펌프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 하세요.”I” 모양이 

켜짐 상태 입니다.) 
 

 
 
 
 
 
 
 
 
 
 
 
 



 

guidelines for loading the trays of your freeze dryer. 

• 재료들을 겹겹이 쌓지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 재료의 절단면을 위로가게 하세요. 

• 두꺼운 재료 껍질이 있는 재료는 동결 건조 완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재료를 선만의 높이보다 높게 하지 마세요. 

 

 

 

 

 

 

 

 

 

 

 

 

 

 

 



 

1년 보증 

제품 수령 후 동결건조기에 대해 1년간 보증이 됩니다. 단, 진공 펌프는 

클리닝에 대한 보증은 6개월입니다. 

 

보증기간 동안 출장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진공펌프는 처음 작동 시 제대로 작동된 이후 진공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시 소비자의 과실로 간주합니다. 보증 기간 내에 펌프 클리닝 

작업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펌프 클리닝을 하였다고 해서 

펌프의 성능이 다시 돌아온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클리닝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기간에서의 제외 

사용자는 매뉴얼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을 시 모든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1.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세요(보증에서 제외되는 내용들이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작업공간의 소비전력을 확인해 적절한 공간에서 

사용하세요(상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기가 잘 되고 누가 봐도 깨끗한 공간에서 사용하세요. 

4. 제품 사용 공간의 권장 온도는 1.5~32°C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온도 범위는 7~24°C입니다 

5. 설치 중 또는 이동중 절대 제품의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지 

마세요. 

6. 프로세스 공정을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7. 진공해제시 드레인 호스끝의 주변에 물이나 이물질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8. 하베스트라이트 코리아 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품을 

구매한 제품 

9. 하베스트라이트 코리아 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액세서리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10. 하베스트라이트 코리아를 통하지 않은 A/S 

11. 제품의 분해 

12. 시리얼넘버 스티커 제거 시 

13. 중고 판매 건에 대한 보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작동 미숙으로 인한 출장은 출장비가 청구 됩니다. 

*동결건조 완료 후 재료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료의 포장에 대한 책임 또한 지지 않습니다. 

 
Service: 
1899-1631 

Returns 

동결건조기를 수령하고 30일 이내에 15%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배송비 별도) 
 
 
 
 
 
 
 
 
 
 
 
 
 
 
 
 
 
 



 

1. 매뉴얼은 소프트웨어 버전마다 디스플레이가 틀릴 수 있지만 

기본 작동법은 동일 합니다. 

2. 동결건조기와 펌프를 이용하여 동결 건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3. 동결건조기는 진공 펌프와 함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밀폐된 곳에서는 펌프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4.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사용해야 올바르게 작동이 

됩니다. 사용시 드레인 밸브를 반드시 잠궈야 하고 도어가 

제대로 닫혀 있어야 합니다(아크릴 도어와 고무팩킹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동결 건조기와 펌프가 진공호스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결건조기에서 어떠한 

공기 유출/유입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5. 매뉴얼에 나와 있는 모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하시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베스트라이트 

코리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펌프를 수평한 곳에 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펌프 오일을 

배출할 때 펌프를 적정한 수준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기울여서 오일이 미스트트랩(펌프위 주먹 크기의 

검은 원통)으로 오일이 새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7. 동결건조기는 자동으로 완료될 때까지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동결건조의 프로세스를 건너뛰는 작동을 하시면 

재료를 손상 시킬 뿐 아니라 모든 보증에서 제외 됩니다. 

자동 동결건조 프로세스를 우회하는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동결건조기와 펌프가 작동되는 곳에서 잠을 자지 마세요. 

9. 제품의 작동 중 내부의 어떤 전선도 손이나 기타 공구로 건드리지 

마세요. 

10. 진공펌프를 동결건조기 뒷면 콘센트에 연결하세요. 다른 

콘센트에 연결 하지 마세요 

11.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해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전기적인 

위험이 발생 합니다. 

12. 진공호스 조인트에 테프론 씰 및 기타 다른 것들로 감거나 

추가하지 마세요 

13. 진공 펌프에 오일을 과도하게 채우거나 모자라게 채우지 

마세요. 매뉴얼의 펌프 지침을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14. 동결건조기 내부와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15.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시고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내부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드레인 호스 쪽으로 

유해한 세제류로 정기적으로 붓고 세척해 주세요. 

16. 진공을 해제하기 전에 드레인 호스 주위에 물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17. 재료가 완벽하게 동결건조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18. 동결건조된 재료의 포장을 항상 완벽하게 하세요.  

19. 하베스트라이트 코리아는 사용자가 동결건조기 사용과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베스트라이트 코리아] 전국 지사 

대표번호 : 1899-1631 

서울/경기 지사(쇼룸/연구소) 

010-9633-1531, cookerface@harvestright.co.kr 

강원지사 

010-5445-3338, hunter1901@harvestright.co.kr 

대전/충청 지사(쇼룸/연구소) 

070-8888-3213, hrkorea@harvestright.co.kr 

전주/호남 지사(쇼룸) 

010-9972-3105, mahasci@harvestright.co.kr 

부산/경남/울산 지사(쇼룸/AS센터) 

010-4557-3986, leentech@harvestrigh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