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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에서 작업 전에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 보십시오.

설명서를 장비와 함께 보관하고 장비를 제삼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
할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설명서도 함께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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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지침

경고
감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상의 위험
손상된 전원 케이블, 파이프 또는 푸시-온 피팅을 사용하면 감전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a) 손상된 전원 케이블, 파이프 또는 푸시-온 피팅을 전력망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b) 손상된 전원 케이블, 파이프 또는 푸시-온 피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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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감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상의 위험
케이스가 열려 있는 머신에서 작업 시 감전될 수 있습니다.

a) 케이스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머신을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b) 케이스를 열기 전에 머신을 전원 공급 장치와 분리하고 다시 연결되지 않도록 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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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상한 음식 또는 오염
오래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이나 오염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 위생적인 상태에 있고 계획대로 세척된 경우에만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b) "용도" 부분에 명시된 액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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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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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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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침

2.1 설치
Franke 공인 전문가를 통해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작업

– 장치 포장 제거

– 장치 뒤편에 필요한 여유 공간(50 mm)이 있는지 확인

– 전원 연결 확인

– 연결선과 연결 호스 연결

– 장치 장착

– 전원 공급 장치 연결

– 장치 켜기

– 장치를 커피 머신과 함께 작동

2.2 용도
– Flavor Station은 음료 준비에 필요한 시럽과 기타 액상 향을 자동으로 수송하는 용

도로만 사용됩니다.

– Flavor Station은 실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Flavor Station은 Franke 커피 머신과만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장치와 함께 제공된 제품 표준 적합성 보증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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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허가되지 않은 사용
– 소스(예: 초콜릿 소스)와 같이 점성이 높은 액체를 내보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

니다.

–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장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신체적, 감각적 또는 지적 능력과 관련하여 장애가 있는 사
람(어린이 포함)은 감독 하에서만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장
치를 가지고 놀아서도 안 됩니다.

– 머신에 알코올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머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머신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 머신, 전원 케이블 또는 연결선이 손상된 경우

– 머신을 지정된 대로 세척하거나 채우지 않은 경우

2.4 Flavor Station의 기능
Flavor Station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 병 보관

– 시럽 및 기타 액상 향 수송

2.5 작동 및 유지 관리
커피 머신과 함께 제공된 작동 설명서에서 세척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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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세척용품:

– 극세사 천

Flavor Station에 연결된 커피 머신은 세척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설명서에 따라
세척합니다.

Flavor Station의 내부는 음료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순
한 세정제와 물을 사용하여 머신을 세척하십시오. 물에 적신 천으로 Flavor Station을 닦
고 내부가 마르도록 둡니다.

2.6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커피 머신의 디스플레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
지에는 오작동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 운반, 보관, 시운전 중지
– 장치를 세척하십시오.

– 장치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사진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운반 및 보관을 위해 적합한 포장을 사용하십시오.

– 기술 데이터에 제공된 주변 조건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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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머신은 WEEE(전기·전자장비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European Directive 2012/19/
EU를 준수하므로 생활 쓰레기와 함께 폐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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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부품은 별도로 폐기하십시오.

플라스틱 부품은 표시된 대로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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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데이터 - FS/FSU
장치 유형 FCS4055

용량 최대 여섯 종류 시럽

FS3용 최대 세 종류 시럽

병 높이 < 330mm

주변 조건 습도: 최대 80 %

주변 온도: 10~32°C

소음 방출 70 dB(A) 미만

무게(약) FS30: 18kg

FS60: 22kg

무게(약) FSU60 커피 머신: 17kg

크기

(너비/높이/깊이)

FS30/FS60: 200mm/579mm/453mm

크기(너비/높이/깊이) FSU60 커피 머신: 280mm/415mm/350mm

전원 케이블

(길이: 1800 mm)

560.0004.833(CH)

560.0004.870(EU Schuko)

560.0005.118(GB)

560.0004.859(UL)

560.0004.870(JP)

560.0005.151(CN)

560.0006.378(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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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연결 데이터

유형 국가

FCS4055 CH, EU,
GB, USA,
CAN, JP,
CN, BR

전압 100–240 V

주파수 50–60 Hz

전력 소요량 45 W

현재 전력 소비 < 0.4 A

퓨즈 10 A

연결 1L N PE

FS60의 병 크기
Flavor Station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의 수는 병의 지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 가능한 병 크기

병 수 6 5 4 3 2 1

최대 병 지름 75mm 78mm 78mm 78mm 112mm 136mm

예: 6개의 시럽 병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가능한 병의 최대 지름은 75mm입니다.

함께 사용 가능한 병 크기

병의 지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 수 1 2 3 4 5

병 지름 85mm 85mm 85mm 85mm 8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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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용 가능한

병 수 5 3 1 ̶– –̶

병 지름 75mm 75mm 75mm –̶ ̶̶–

예: 지름이 85mm인 병 1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병과 함께 다른 병을 최대 5개까지 사용
하여 75mm(을)를 지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Franke Kaffeemaschinen AG

Franke-Str. 9
CH-4663 Aarburg

Switzerland
Hotline-Phone: +41 62 787 37 37
Fax: +41 62 787 97 37
Internet www.fran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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