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설명서
SU12/UT12

FCS4053

ko

기기 사용 전에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 보십시오.

설명서를 기기와 함께 보관하고 기기를 제삼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해당 작동자에게 설명서도 함께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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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지침

1.1 인텐디드 유스
– 냉각 유닛은 Franke 커피 머신으로 음료를 준비하기 위해 우유 및 즉석 음료를 차

갑게 유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예냉 우유 및 예냉 즉석 음료만 사용해야 합니다.

– 냉각 유닛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우유 및 즉석 음료를 꺼내십시오. 적절한 냉각
유닛에 우유 및 즉석 음료를 보관하십시오.

– 권장 세정제만 사용하십시오. 기타 세정제는 우유 및 음료 시스템에 잔여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냉각 유닛은 실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장치와 함께 제공된 제품 표준 적합성 보증도 참조하십시오.

1.2 허가되지 않은 사용
– 8세 미만의 어린이가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어린이나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능력이 제한되거나 경험
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감독하에 또는 안전 책임자의 적
절한 지시를 받은 후에만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린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이 제품은 행주나 다른 천을 말리는 용도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컵을 데우기 위
해 컵을 천으로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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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올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이나 스프레이 통을 사용하거나 기기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냉각 유닛 내부에 전기 제품을 두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머신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 장치, 전원 케이블 또는 연결선이 손상된 경우

– 기기를 지정된 대로 세척하거나 채우지 않은 경우

– 장치의 덮개, 측면 패널 등이 누락되거나 조립되지 않은 경우

1.3 안전 지침 설명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상품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다음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기호와 표시 단어는 위험 수준을 나타냅니다.

경고
경고는 잠재적인 위험을 나타냅니다. 위험은 예방하지 않는 경우 사망이나 경미
한 부상을 초래하는 목전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주의
주의는 예방하지 않는 경우 가볍거나 경미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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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알림은 머신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알립니다.

1.4 일반 안전 지침

경고
감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상의 위험
손상된 전원 케이블, 파이프 또는 플러그를 사용하면 감전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손상된 전원 케이블, 파이프 또는 플러그를 전력망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b) 손상된 전원 케이블, 파이프 또는 플러그를 교체하십시오. 
전원 케이블이 영구적으로 조립된 경우 서비스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전원 케
이블이 영구적으로 조립되지 않는 경우 순정 전원 케이블을 주문하여 사용하십시
오.

c) 커피 머신과 전원 케이블을 가스/전기 난로 또는 오븐과 같은 뜨거운 물체 가까이
에 두지 마십시오.

d) 전원 케이블이 끼이거나 날카로운 모서리에 쓸리지 않게 하십시오.

e) 전력망에서 장치를 분리할 때는 케이블을 잡고 당기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당기십
시오.

경고
감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상의 위험
기기에 액체/습기가 유입되거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감전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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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대 기기에 스팀 또는 액체를 분사하지 마십시오.

b) 기기에 액체를 붓지 마십시오.

c) 기기를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d) 젖은 손으로 전력망에서 기기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e) 기기에 액체/습기가 유입되거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전원망에서 기기의 연결을 끊
으십시오.

경고
감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상의 위험
전기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작업, 수리 또는 점검으로 인해 감전사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a) 서비스 기술자가 정품 예비 부품을 사용하여 전기 부품의 수리를 수행하도록 합니
다.

b) 관련 자격을 보유한 공인된 사람만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경고
화재 및 폭발 위험
R600a 냉매는 인화성이 강합니다. 누출될 경우,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a) 냉각 유닛을 운반 및 설치할 때, 냉각 유닛 회로의 일부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
하십시오.

b) 인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장치는 공인된 Franke 전문가를 통해서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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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장치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방에 설치해야 합니다.

d) 장치 환기구 입구가 막히거나 차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e) 유지 보수 작업은 자격이 있는 서비스 직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f) 손상된 흔적이 있는 경우,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g) 냉장 회로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제상 과정을 가속하는 기계 장치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h) 물을 분사하거나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냉각 유닛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i) 냉각 유닛을 열원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j) 오작동이 발생하면 전원 공급 장치에서 냉각 유닛을 분리하십시오.

k) 냉매가 누출된 경우, 화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연성 물질을 장치에서
멀리 옮기고 즉시 실내를 환기하십시오.

l) 화재 발생 시,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십시오.

경고
화재의 위험
전원 케이블에 전기가 과부화되면 열이 발생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a) 장치를 전원 공급원에 연결할 때 전기 콘센트 스트립 또는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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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화상의 위험
컵 트레이의 가열면은 화상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a) 가열된 컵 트레이의 뜨거운 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b)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해당 부위를 식히고 상처의 심각도에 따라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c) 가열된 컵 트레이의 뜨거운 면 위에 가연성 물질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주의
세정제로 인한 염증
세정제, 우유 시스템 세정제와 석회질 제거제가 피부나 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
다.

a) 각 세정제의 라벨에 표기된 위험 경고를 따르십시오.

b) 눈과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c) 세정제와 접촉한 후에는 손을 씻으십시오.

d) 세정제가 음료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
상한 우유 및 즉석 음료
상한 우유 및 상한 즉석 음료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 신선한 냉장 우유 및 즉석 음료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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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유 및 즉석 음료의 보관 조건을 준수합니다.

c) 사용 우유 및 즉석 음료의 유통 기한을 준수합니다.

주의
미살균 우유의 세균
미살균 우유의 세균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 미살균 우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b) 살균 우유 또는 수명이 긴 우유만 사용하십시오.

알림
장치의 손상
인장 하중으로 인해 연결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장치에 들어오는 수분으로 인해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위치로 인해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 연결선을 절대 당기지 마십시오.

b) 선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연결선을 배치합니다.

c) 세척을 위해 스팀 또는 물 분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d) 비, 서리, 직사광선 등에 장치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e) 지반이 평평하고 안정적인 곳에만 장치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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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상한 우유 및 즉석 음료
냉각 또는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유 및 즉석 음료가 상할 수 있습니다.

a) 예냉 우유 및 예냉 즉석 음료(2,0-5,0 °C)만 사용해야 합니다.

b) 냉각 유닛을 사용 중인 경우 냉각 유닛 안의 우유 및 즉석 음료만 사용하십시오. 야
간과 같이 냉각 유닛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냉장고에 우유 및 즉석 음료를 보관하
십시오.

c) 하루에 한 번 머신과 냉각 유닛을 세척하십시오.

d) 흡입 호스, 용기 내부 및 용기 뚜껑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살균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e) 흡입 호스가 달린 용기 뚜껑은 깨끗한 표면 위에만 놓으십시오.

알림
곰팡이 형성
기기가 장기간 비어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a) 기기의 전원을 끕니다.

b) 기기의 서리를 제거하십시오.

c) 기기를 세척하십시오.

d) 기기의 도어를 열린 상태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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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상당한 온도 상승
도어가 장시간 열려있는 경우, 기기 내부 온도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a) 필요한 경우에만 기기의 도어를 여십시오.

이 설명서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해당 지역 고객 서비스
파트너, Franke 고객 서비스 또는 Aarburg의 Franke Kaffeemaschinen AG에 바로 연락
해 주십시오.



Franke Kaffeemaschinen AG 제공 범위 | 2

사용자 설명서 SU12/UT12 13

2 제공 범위
장치 구성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액세서리는 소매점 또는 스위스
아르부르크에 있는 Franke Kaffeemaschinen AG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품목 설명 재료 번호

SU12/UT12 (FCS4053)

설명서 세트(SU12/UT12) 560.0006.442

SU12/UT12 FM EC：

4.5 l짜리 우유 용기 4개

또는

12 l짜리 우유 용기 2개

560.0595.536

560.0006.305

SU12/UT12 FM EC：

세척 용기 1개

또는

세척 용기 2개

560.0505.698

560.0603.494

SU12/UT12 FM CM：

4.5 l짜리 우유 용기 4개

또는

12 l짜리 우유 용기 2개

560.0594.418

560.000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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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설명 재료 번호

4.5 l짜리 미디어 용기 4개

(SU12/UT12 FM CM 2OM)

560.0594.418

전환 어댑터

(SU12/UT12 FM CM (2OM))

560.0006.338

분리 레일 560.0006.637

와이어 바스켓

(SU12/UT12 FM CM용 옵선) (USA)

560.0651.743

우유백용 호스 키트

(SU12/UT12 FM CM용 옵선) (USA)

560.066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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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3.1 설치
Franke 공인 전문가를 통해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3.2 기능
냉각 유닛은 SB1200 Franke 커피 머신으로 음료를 준비하기 위해 우유 및 기타 제품
(콜드 브루와 같은 즉석 음료)을 차갑게 유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예냉된 우유 및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2-5 °C).

냉각 유닛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 우유 및 즉석 음료를 지속해서 차갑게 유지

– 우유 및 기타 제품의 온도 표시

– 냉각 온도 설정

– 우유 및 즉석 음료용 Franke 용기를 사용할 때, 채워진 정도를 모니터링

– 뜨거운 음료 준비에 사용되는 컵과 유리잔을 가열된 컵 트레이에서 예열합니다(커
피 머신 좌측 또는 우측에 냉각 유닛이 설치된 경우)

– 잠금 가능한 문을 통해 무단 접근 방지

3.3 FoamMaster의 기능
FoamMaster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 음료용 우유 데우기

– 우유 거품 만들기

– 우유 시스템 자동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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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기 레벨 자동 모니터링

3.4 냉각 유닛의 구성 부품
본 장치을 통해 여러 기능 및 구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된 이미지는 참조용이
며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3

4

5

6

2

7

8

1 냉각 유닛용 온/오프 스위치 2 온도 디스플레이 및 온도 컨트롤

3 우유/세척 모드용 스위치 4 가열된 컵 트레이 온/오프 스위치 (SU12)

5 세정제 카트리지 6 우유/미디엄 용기(1x12 l 또는 2x4.5 l)

7 전환 어댑터(우유 공급/세척) 8 가열된 컵 트레이 (SU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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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알림
냉각 유닛이 카운터 아래에 있는 경우 가열된 컵 트레이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반자동 또는 자동 세척 시스템(모델에 따라 다름)

– 커피 머신 좌측, 우측, 하단에 연결 가능

– 잠금 가능

– 가열된 컵 트레이 (SU12)

버전

– 12 l 우유 용기를 포함한 SU12

– 2가지 우유 유형을 사용하기 위한 4.5 l 우유 용기 2개를 포함한 SU12

– 2가지 우유 유형(우유 및 우유 음료) 보관용 4.5 l 미디엄 용기 2개를 포함한 SU12
FM CM 2OM 또는 1가지 우유 유형 및 컵까지 분리할 수 있는 추가 즉석 음료(예:
콜드 브루)

– 2개의 커피 머신을 연결하기 위한 4.5 l 우유 용기 2개를 포함한 SU12 Twin

– 12 l 우유 용기를 포함한 UT12 FM 언더카운터 냉각 유닛

– 2개의 커피 머신을 연결하기 위한 4.5 l 우유 용기 2개를 포함한 UT12 FM Twin 언
더카운터 냉각 유닛

– MU(카운터 아래에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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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작 및 관리

경고
화상의 위험
컵 트레이의 가열면은 화상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a) 가열된 컵 트레이의 뜨거운 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b)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해당 부위를 식히고 상처의 심각도에 따라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c) 가열된 컵 트레이의 뜨거운 면 위에 가연성 물질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주의
세정제로 인한 염증
세정제, 우유 시스템 세정제와 석회질 제거제가 피부나 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
다.

a) 각 세정제의 라벨에 표기된 위험 경고를 따르십시오.

b) 눈과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c) 세정제와 접촉한 후에는 손을 씻으십시오.

d) 세정제가 음료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
상한 우유 및 즉석 음료
상한 우유 및 상한 즉석 음료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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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선한 냉장 우유 및 즉석 음료만 사용합니다.

b) 우유 및 즉석 음료의 보관 조건을 준수합니다.

c) 사용 우유 및 즉석 음료의 유통 기한을 준수합니다.

주의
미살균 우유의 세균
미살균 우유의 세균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 미살균 우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b) 살균 우유 또는 수명이 긴 우유만 사용하십시오.

알림
컴프레서 손상 위험
주변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 컴프레서 오일의 점성이 너무 높아져 컴프레서가 윤활되
지 않아 손상될 수 있습니다.

a) 허용 가능 주변 온도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후 등급 관련 세부 정보는 유
형 플레이트와 기술 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알림
상한 우유 및 즉석 음료
냉각 또는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우유 및 즉석 음료가 상할 수 있습니다.

a) 예냉 우유 및 예냉 즉석 음료(2,0-5,0 °C)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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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냉각 유닛을 사용 중인 경우 냉각 유닛 안의 우유 및 즉석 음료만 사용하십시오. 야
간과 같이 냉각 유닛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냉장고에 우유 및 즉석 음료를 보관하
십시오.

c) 하루에 한 번 머신과 냉각 유닛을 세척하십시오.

d) 흡입 호스, 용기 내부 및 용기 뚜껑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살균하거나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e) 흡입 호스가 달린 용기 뚜껑은 깨끗한 표면 위에만 놓으십시오.

알림
상당한 온도 상승
도어가 장시간 열려있는 경우, 기기 내부 온도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a) 필요한 경우에만 기기의 도어를 여십시오.

알림
곰팡이 형성
기기가 장기간 비어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a) 기기의 전원을 끕니다.

b) 기기의 서리를 제거하십시오.

c) 기기를 세척하십시오.

d) 기기의 도어를 열린 상태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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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유닛 세척

정기적인 세척은 우유 음료의 온전한 맛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커피 머신의 사용자
설명서에서 냉각 유닛 작동, 구성, 세척 및 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별도의 세척 설명서를 통해 분리 가능한 구성 부품의 세척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유/음료 시스템은 매일 또는 커피 머신에 메시지가 표시될 때 세척하십시오. 냉각 유
닛과 구성 부품은 온수와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여 세척하십시오. 마른 천을 사용하여
건조하거나 자연 건조하십시오. 뜨거운 공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매일 세척:

• 내부, 문 안쪽, 컵 트레이 및 립 밀폐 부분

• 용기

• 흡입 호스

• 플러그인 커플링

컵 트레이 세척 (SU12)

1. 가열된 컵 트레이를 끄십시오.

2. 트레이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십
시오.

3. 이제 식은 트레이를 젖은 극세사
천으로 세척하십시오. 심하게 오
염된 경우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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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커피 머신 디스플레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
지에는 오작동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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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운전 중지, 운송 및 폐기

4.1 시운전 중지, 운송, 보관
– 장치의 물을 배수하십시오

– 장치를 세척하십시오

– 평평한 바닥에 장치를 두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운반 및 보관을 위해 적합한 포장을 사용하십시오

– 기술 데이터에 제공된 주변 조건을 준수하십시오

4.2 폐기
– 사용하지 않은 세척 용품을 폐기할 때는 라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하십시

오.

– 사용한 냉매를 안전하게 폐기하려면 현지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유형 플레이트에
냉매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WEEE(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European Directive 2012/19/
EU를 준수하므로 생활 쓰레기와 함께 폐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 부품은 별도로 폐기하십시오.

플라스틱 부품은 표시된 대로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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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데이터
장치 유형 SU12/UT12 (FCS4053)

크기: 너비/높이/깊이 (mm) 340/540/475

무게(kg) 25,7

우유/미디엄 용기 부피(l) 12/2x4,5

냉매 R600a 충전 수준(이소부탄) (g) 12

냉각 온도(°C) 2,0-5,0

기후 구분 4

최대 16-32 °C 주변 온도에서 작동하기에 적합

주변 온도(°C) 16-32

습도(%) 최대 80

5.1 전기 연결 데이터
전압 주전원 연결 소비 전력(최대) 퓨즈 주파수

100V 1LNPE 1,7 A 10 A 50-60 Hz

110~127 V 1LNPE 1,7 A 10 A 60 Hz

220 V 1LNPE 0,8 A 10 A 50 Hz

220~240 V 1LNPE 0,8 A 10 A 50-6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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