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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 제품 사용전 반드시 모든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	 사용자의	안전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본	제품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안전을	위한	위험	경고/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	 제품의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외관,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설명서의	그림	및	내용	

등도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설명서의	내용,	그림,	삽화,	도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에	제품보증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후,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설명서에	사용된	사진이나	그림은	참고용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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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1. 메모리 저장 기능 

		-	온도	및	시간	설정	값을	4가지로	저장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연속기능

		-	온도	및	시간	설정	값을	연속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온도보정기능

		-	설정	온도와	실제	온도의	온도	차이를	보정	할	수	있습니다.

인증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
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시스템입
니다.	

벤처기업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인증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법정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
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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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중요성 필독 문구

안전을 위한 위험 경고 / 주의사항

	 	 경고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의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아기,	유아,	노약자	그리고	사용과	관련	없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되며,	접근을	불가하여	안전사고를	반드시	예방	

해야	합니다.	

●		“안전을	위한	위험	경고/주의	사항”	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오작동,	화재,	감전,	상해,	고장,	제품파손,	폭발,	화상,	

변형,	누수,	이상발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관련

·	 열에	약한	물건	근처에	또는	화기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	 물류	또는	운반	시에	제품을	기울이거나	눕히면	안됩니다.	

·	 튼튼하고	평평한	바닥에	설치해야	하며,	경사진	곳에	설치	하지	마세요.	

·	 전원콘센트가	제품	밑에	설치	되면	안되며	코드선	등도	바닥에	압착되지	않게	설치해야	합니다.	

·	 전원플러그	와	코드가	발열부	등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물	또는	습기가	많아	제품에	영향을	주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인화성	물질	또는	기름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	 먼지	또는	이물질이	많은	곳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	 제품	위에	조명기구나	열기구를	두면	안됩니다.	

·	 직사광선	및	물이	닿는	곳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	 포장	원부자재와	비닐	등은	유아,	노약자	등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또는	폐기	바랍니다.	

·	 주변	장애물	또는	벽과	30c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해야	합니다.	

·	 TV,	라디오,	컴퓨터,	스마트폰	등과	같이	전자파에	영향이	있는	제품과	가까이	설치하면	안됩니다.	

·	 전원코드를	빼기	쉬운	곳에	설치	해야	합니다.	

·	 주위온도가	20℃이상	32℃이하인	곳에	설치해야합니다.(설치장소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경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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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위험 경고 / 주의사항

 경고  주의사용관련

·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고	조작하면	안됩니다.	

·	 내부	건조,	냄새제거	등의	목적으로	가열,	촛불	등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	 내부	선반	등을	만질	때는	조심해서	주의하여	다루시기	바랍니다.	

·	 사용	중에는	문을	열지	마십시오.	

·	 제품의	이상작동이나	냄새,	연기,	소리	등이	발생하면	즉시	전원플러그를	뽑고	AS센터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	 제품	어디에도	막대기,	금속핀,	장난감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	 조작부,	전장부	등을	임의로	분해,	개조하면	안됩니다.	

·	 제품	안에	신체	일부	또는	신체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	 유아,	노약자를	비롯해	어떤	누구도	제품	위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	 제품의	이동	시에는	작동을	정지시키고,	내용물을	모두	제거	후	이동해야	합니다.	

·	 정해진	사용용도	외에	특수	또는	임의의	용도(산업용,	시험용,	행사용,	업소용	등)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	 제품	위에	이물질	또는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말아야	합니다.	

·	 제품에	가연성	스프레이를	뿌리면	안됩니다.	

·	 도어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무거운	내용물	등을	올려	놓으면	안됩니다.	

·	 제품의	외부에	커버	등을	씌우면	안됩니다.	

·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	내부를	건조	및	환기	하면	악취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전원관련

·	 220V/15A	이상의	단독	콘센트에	사용해야	하며	멀티콘센트를	이용하여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	 반드시	누전차단기와	연결된	콘센트에	꽂아	사용해야	합니다.	

·	 전원	플러그를	임의로	변경,	개조하면	안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트렌스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	 전원	플러그	단자	및	접촉부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고	당기고	비틀거나	그	상태로	사용하지	마세요.	

·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묵거나	무거운	것에	압착되지	않도록	사용하세요.	

·	 전원코드를	임의로	손상시켜	변경,	개조	또는	연장하여	사용하면	안됩니다.	

·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플러그를	뽑아	빼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중	또는	전기가	인가된	후에	전기전자	관련	부위에	접촉하면	안됩니다.	

·	 손상된	전원	플러그,	코드	등은	사용하면	안되며,	수리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된	콘센트에	전원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면	안됩니다.	

·	 전원플러그의	묻은	물이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끝까지	확실히	꽂히도록	해야	합니다.	

·	 전원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선을	당겨서	빼면	안됩니다.	

·	 반드시	접지된	220V	한국형	콘센트에	꽂아	사용	해야	합니다.	

·	 낙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전원플러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플러그나	전원코드가	파손되었을	경우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센터에	연락바랍니다

 경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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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위험 경고 / 주의사항

 경고  주의사용관련

·	 제품이	침수되었을	경우	사용하면	안됩니다.	침수되었을	경우	반드시	서비스센터에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타는	냄새,	연기가	날	경우	전원을	차단	한	후,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전기	부품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동작	중에	전원	플러그를	빼면	안됩니다.	

·	 화상을	입지	않도록	열	보호장갑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휘발성,	가연성,	폭발성,	부식성	및	유독성	물질(스프레이,	석유,	가스	등)이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	 사용	숙지자,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떨어뜨리거나,	무리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파손	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제품의	분해,	수리,	개조한	경우는	어떠한	책임과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품	및	소모품	등은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선반이	없이	사용하면	안됩니다.(Chamber의	모든	면과	일정거리	떨어진	상태로	사용해야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문	열린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주의청소관련

·	 제품에	물을	직접	뿌리면	안됩니다.	

·	 벤젠,	시너,	알코올	등으로	닦으면	안됩니다.	

·	 제품을	주기적으로	청소	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빼고	청소	해야	합니다.	

·	 청소	시에	내부의	센서	및	부품이	파손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청소	시	도어와	챔버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	해야	합니다.	

·	 청소	및	손질	시에는	전원플러그를	뽑고	제품이	정상상태	또는	상온이	된	경우에	청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	 외부,	내부,	선반	청소	시	모서리나	날카로운	부분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주의

·	 전기/전류가	누설되어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접지해야	합니다.	

·	 반드시	대지와	접지상태의	접지단자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콘센트에	접지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접지선로에	접지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	 가스관,	전화선,	플라스틱	선로	등에	접지	하지	마세요.	감전	폭발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제품에	이상이	없어도	접지를	하지	않으면	제품	외부	및	손잡이	등을	만질	때	미세한	누설	전류로	인해	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접지를	하거나	접지된	전용	콘센트만	사용해야	합니다.	

접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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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사용 전 확인 및 준비

▶ 주변온도/주변습도

 15℃~30℃	/	30~75%

▶ 바닥

 기기를	기울지	않는	편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기기를	안정하게	설치한다.

▶ 직사광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 벽면과 일정거리 좌우상하 공간 

 주변	장애물	또는	벽과	30c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십시오.

▶ 전자파장애제품과 간격

 다른	전기기기와	3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십시오.

▶ 환기

 환기가	잘되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 내부청소/배수 이물질 제거 

	 사용하기	전	내부에	이물질	또는	화재요인이	있는	물질이	있는	지	확인	후,	제거	

해야	합니다.

30cm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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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각 부분의 명칭

내부

뒷면

전원스위치

손잡이

도어

휴즈홀더

전원코드

투시창

온도/시간 콘트롤러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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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조작부

각 부분의 명칭

Memory	저장	및	동작	버튼시작/정지

온도	올림/내림

시간	올림/내림

시간	표시창

온도	표시창

온도 표시창 현재	온도	및	설정	온도를	표시

시간 표시창 남은	시간	및	설정	시간을	표시

온도 올림/내림 온도	설정	버튼	

시간 올림/내림 시간	설정	버튼

시작/정지 동작	또는	정지

Memory 저장 및 

동작버튼 

설정	온도	및	시간	저장된	값을	불러오는	기능

1.	저장방법

			①	사용	온도	및	시간을	설정

			②	M1~M4	까지	저장할	버튼에	2초	이상	

							누르면	저장	완료	음이	울립니다.

2.	Memory		수정

			①	사용	온도	및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②	M1~M4	중	수정할	버튼에	2초	이상	누르면	저장	완료

							음이	울립니다.	

3.	Memory	삭제

				1)	M1~M4	선택	삭제				

								①	M1~M4	중	삭제할	버튼을	눌러	상단	LED를	켜	주세요.

								②	TEMP와	TIME	▲▼설정	버튼	아무거나	한번	눌러주세요.

								③	START/STOP	버튼을	두	번	눌러주시면	삭제	완료됩니다.

				2)	전체	삭제

								TEMP(-)	버튼과	TIME	▼	버튼을	동시에	2초	이상	누르면

								전체	삭제	완료	음이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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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방법

1 전원스위치를 켜주십시오.

		-	전원스위치	LED가	점등됩니다.

					!	젖은	손으로	켜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Tip	시작하면	온도	및	시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대	핸드플레이트는	24장,	페트리디쉬(90mmX15mm)는	64장	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공기순환을	위하여	70%	가량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을 열고 대상물을 넣어주세요. 

		✽	3가지	동작	기능이	있습니다.	알맞은	기능을	설정하여	사용하세요.	(①	온도	및	시간	설정	값		②	연속기능		③	Memory기능)

						① 온도 및 시간 설정

										•	온도설정			-	초기	설정	값은	35℃입니다.

																												-	설정	온도	범위는	15~70	℃까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Tip	·	설정온도	범위	:	0.1℃

																					·	설정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5	℃씩	변경	됩니다.

										•	시간설정			-	초기	설정	값은	24시간	입니다.

																												-	설정	시간	범위는	0~999분	/	0~999시간	까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Tip	·	TIME	▲,	▼버튼을	2초	이상	동시에	누르면	분	또는	시간	단위로	변경됩니다.

																												-	분	단위			:		표시창에	점이	찍혀있습니다.

																												-	시간	단위	:		표시창에	점이	없습니다.

																					·	설정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5분/시간	씩	변경됩니다.

						② 연속기능

										•	사용할	온도를	설정해주세요.	(15~70℃)

										•	TIME	표시창을	000으로	설정해	주세요.	

						③ Memory기능

										•	설정한	M1~M4	버튼을	눌러주세요.	

														-	사용	전,	Memory	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즉,	TIME옆	숫자아래	점이	없을경우	시간(hour)을	나타내고	

TIME	▲,	▼	버튼을	동시에	2초이상	누를경우	숫자아래	점이	

생기는데	이는	분(minute)을	나타냅니다.

4 사용 하실 기능을 설정해 주세요.

5 시작(START/STOP)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3 온도 보정 값을 설정해 주세요.(설정할	경우)	

		1)	Start/Stop	버튼을	눌러	LED를	켜주십시오.

		2)	TEMP(+)	버튼과	TIME(▲)	버튼을	동시에	2초	이상	누르면	설정	음이	울립니다.
		3)	-99~99℃	까지	온도	보정	값을	설정해	주십시오.

⇢



BNFKOREA  10 BNFKOREA  11

식품의약품안전처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식품공전(78호)

올바른 사용방법 Tip!

검사항목 사용배지 배양온도 배양시간

일반세균
표준한천배지(PCA) 35~37℃ 24~48h

건조필름 35±1℃ 24~48(72)h

대장균군

Lactose	Broth

35±1℃

24±2h

BGLB 48±3h

DCLA 20±2h

Endo	or	EMB 24±2h

유당부이온발효관 48±3h

건조필름 24±2h

대장균

EC배지 44.5±0.2℃ 24±2h

EMB평판배지

35±1℃

24±2h

유당배지 48±3h

&보통한천사면배지 24±2h

건조필름 24~48(72)h

살모넬라

peptone	water 35℃ 24±2h

Rappaport-Vassiliadis 42℃ 24±2h

XLD한천배지 35~37℃ 24±2h

보통한천배지 35~37℃ 18~24h

TSI사면배지 35~37℃ 18~24h

황색
포도상구균

TSB 35~37℃ 18~24h

한천평판배치 35~37℃ 18~24h

그람(+)구균 37℃ 18~24h

리스테리아

리스테리아	증균배지 30℃ 48h

Oxford	agar 30℃ 24~48h

Tryptic	soy	한천배지 30℃ 24~48h

장출혈성
대장균

mTSB배지 35~37℃ 24h

BCIG	Agar 35~37℃ 18~24h

MacConkey	Sorbitol	Agar 35~37℃ 24h

바실러스
MYP한천배지 30℃ 24h

보통한천배지 30℃ 18~24h

효모/곰팡이 PDA배지 25℃ 5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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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할 것

▶ 사용 후 안 쓰실 때에는 코드를 빼어놓고 제품의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것

▶ 본 제품은 1주일 (혹은 필요 시 더 자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것

▶ 청소 순서

➊	기기	청소	전,	전원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분리한다.	

➋	내부	온도를	주변온도까지	식힌다.	

❸	선반을	제거한다.	

❹	알콜	70%로	적신	스폰지나	천으로	깨끗이	닦는다.	

				1.	습기	또는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2.		기압,	온도,	습도,	통풍,	일광,	먼지,	염분,	이온	등을	포함한	공기	등에	의해	악영향이	생기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3.	경사,	진동,	충격	등	안전	상태에	주의할	것.	

				4.	화학	약품이나	가스	등이	있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5.	부속품,	코드,	접속단자	등은	청결히	한	후,	정리해서	놓을	것.	

				6.	장치는	다음에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잘	정리해	놓을	것.	

				7.	유아	등	제품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자가	손대지	않는	장소에	보관할	것.	

				8.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박스에	포장하여	보관한다.	

				9.	보관환경	:	온도	0℃~50℃,	습도	85%미만.	

유지 보수 관리

청소 및 손질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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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서비스 문의

품         명 배양기 모   델   명 BF-16i

정 격 전 압 220V	60㎐ 소 비 전 력 200W

동 작 온 도 15~70℃

외형치수(㎜) 430(W)	x	310(D)	x	320(H)	㎜

내부치수(㎜) 370(W)	x	230(D)	x	185(H)	㎜

용   량(ℓ) 16ℓ

제품 규격

고장신고 전 확인사항

현 상 점  검 조  치

작동하지 

않을 때

·전원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원콘센트에서	전압이	정상적으로	공급됩니까?
·전원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휴즈(Fuse)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제품과	전압이	맞는	곳에	코드를	꽂으십시오.
·다른	가전제품이	동일한	콘센트에서	동작되는지
			확인해봅니다.
·정격에	맞는	새	휴즈(Fuse)로	교환합니다.

열이 

약할 때

·온도를	맞게	설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온도를	설정한	후	가열되는	일정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원하는	온도로	상향	조절합니다.

열이 

강할 때

·온도를	맞게	설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온도를	설정한	후	가열되는	일정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온도를	맞게	설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온도를	설정한	후	가열되는	일정	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원하는	온도를	하향조절	합니다.

제품	모델명,	고장상태,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접수	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사전정보

표시상태 증  상 조  치

온도센서가	단락	되었습니다. ·	전원공급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	전원코드를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	본사	A/S센터로	수리를	신청	해야합니다.온도센서가	단락	되었습니다.

ERROR 표시 증상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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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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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유형
보 상 내 역

보증기간이내 보증기간 경과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	시

구입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유상수리

구입	1개월	이내에	중요	부품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가	환불

교환	불가능	시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동일	하자에	대하여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	(5회째)

수리	불가능	시
정액	감가삼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	한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미	인도	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삼각	금액에	구입가	
5%	가산하여	환불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유상수리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해당사항없음

■	천재지변(화재,	낙뢰,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	사용	전원의	이상	및	접속	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경우
■	본사가	인정하고	지정한	수리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	기능	사용설명	및	분해하지	않고	처리하는	간단한	조정시(1회	무료,	2회부터	유료)
■	소비자	설치	미숙으로	재설치를	한	경우
■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	상기	보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합니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 (주)비엔에프코리아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

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수리를 의뢰할 때는 구입일자가 기재된 본 보증서를 

제시해야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잘 보

관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

으실 수 있습니다.

1.	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증	혜택을	받습니다.

2.		무상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입일자	확인이	안될	경우	제조년월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	기간을	기산합니다.)

3.		가정용	제품을	영업용도(영업활동,	비정상적인	사용환경	등)로	사용하거나,	산업용제품인		

경우에는	무상보증기간을	영업용도	1/2(6개월)로	적용합니다.	(핵심	부품	포함)

4.	이	보증서는	재	발행되지	않으므로	사용설명서와	함께	잘	보관해	주십시오.

5.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요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세요.

6.		별도	계약에	의한	공급(조달,	HOST,	단일용품	등)일	경우에는	해당	계약(주	계약)에	따라		

보증내용을	적용합니다.

제품명  Mini Incubator

구입일 모델명   BF-16i

고객란

상호(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구입처

상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제·품·보·증·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이젠지식산업센터 테크노존 206호   

Tel. 02 2666 4445, 02 2244 1513   Fax. 02 2666 0440  web.www.bnfkorea.net

품질보증
기간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