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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내역
번호

1
2
3
4
5
6

명칭
원두 호퍼 (뚜껑 있음)
분쇄 레벨 뚜껑
원두 호퍼 잠금 나사
분쇄 레벨 조절용 잠금해제 나사
분쇄 레벨 스케일
"더블 샷" 사전 선택 버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포터필터 장착대

20

브러시

21

알렌 렌치 (소, 3mm)

22

알렌 렌치 (대, 2mm)

포터필터 받침대 조절 나사 (좌우), 2×
드립 트레이
포터필터 받침대
시작 버튼
조정 가능한 추출구
"싱글 샷" 사전 선택 버튼
디스플레이
멈춤 슬라이더
호퍼 슬라이더
ON/OFF 스위치
트립 스위치/과열 방지 회로 차단기
전원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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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 설명서를 읽고 잘 보관하십시오
PEAK 싱글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작동시키기 전에, 일단 사용
설명서 원본을 읽고 안전 지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PEAK 싱글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안전하게 작동시키실
수 있고, 위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원본은
유럽 연합의 현행 표준 및 규율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가별 규정 및 법규 또한
준수하십시오.
빠른 이해를 돕고자 PEAK 싱글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는 "그라인더"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향후 문의를 위해 본 사용 설명서를 보관하십시오. 본 사용 설명서 원본을
이후의 그라인더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도 전달하십시오.

사용되는 문자에 대한 설명
본 사용 설명서 원본에는 그라인더 또는 포장에 대해 다음의 기호 및 신호어가
사용됩니다.

경고!
이 신호어/기호는 방지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 수준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주의!
이 신호어/기호는 방지하지 않을 경우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참고!
이 신호어는 가능한 재산 피해에 대해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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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호는 작동 또는 취급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적합성 선언 ("적합성 선언"을 참조하십시오): 이 기호가 표시된
제품은 유럽 경제 지역의 해당 공동 규정 전체를 충족합니다.
이 기호가 표시된 제품은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장치를 세척 또는 수리하기 전에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호는 감전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그라인더가 보호 등급 I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호는 그라인더가 싱글 샷 모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호는 그라인더가 더블 샷 모드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호는 그라인더가 바리스타 모드에 있다는 뜻입니다.
KC안전인증마크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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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용도에 의거한 사용
그라인더는 완전히 볶은 에스프레소 원두 분쇄에 전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라인더를 다른 제품 또는 물체를 분쇄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라인더는 영업장 용도로 개발된 것으로 숙련된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 사용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한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작동시
킬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방식으로 용도에 의거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재산 피해 또는 개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라인더에 변경을 가하지 마십시오.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부상 및 피해에 대해서 제조업체와
전문 대리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전 지침
경고!
감전 위험!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전기 설치가 잘못되거나 전압이 과도할 경우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콘센트 전압이 식별 라벨의 사양과 일치할 경우에만 그라인더를
연결합니다.
–– 고장 시 전원 공급 장치에서 빨리 분리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플러그에 연결하십시오.
–– 육안으로 손상을 볼 수 있거나 전원 케이블 또는 전원 플러그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라인더를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 그라인더의 전원 케이블이 손상됐을 경우 위험을 예방하려면
제조업체 또는 전문가를 통해 교체해야 합니다.
–– 그라인더는 16A-슬로우 백업 퓨즈를 갖춘 전원 공급 장치에만
연결합니다. 이 방법으로 그라인더의 설치 현장에서 전원 연결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자격을 갖춘 전기기사가 16A-슬로우 백업
퓨즈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 교육을 받은 직원이 그라인더의 설치 작업을 감독할 수 있는
장소에만 그라인더를 설치하십시오.
–– 그라인더 또는 전원 케이블이나 전원 플러그에 물 또는 기타
액체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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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면 안 됩니다.
–– 절대로 콘센트로부터 분리 시 전원 케이블을 잡아당기지 마시고,
항상 전원 플러그부터 손을 대십시오.
–– 전원 코드를 운반 시 손잡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그라인더 및 전원 케이블이나 전원 플러그는 덮개가 없는 난로 불
및 뜨거운 표면과 거리를 두십시오.
––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원 케이블을 배치하십시오.
–– 전원 케이블을 구부리지 마시고 날카로운 모서리 위에 놓지 마십
시오.
–– 그라인더는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절대로 습기가 찬 실내
또는 비오는 곳에서 그라인더를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 그라인더는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아이들이 그라인더 내에 물체를 꽂아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그라인더를 사용하지 않아서 세척을 하거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그라인더의 전원을 끈 다음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당겨서
빼십시오.
–– 케이스를 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기십시오. 전문 작업
장에 문의하십시오. 자체적으로 수리를 실시할 경우, 부적절한
연결 또는 오용에 대해서는 책임 및 보증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수리할 때에는 원래 장치 데이터에 수록되어 있는 부품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그라인더에는 위험 요인 예방에 필수적인
전기 및 기계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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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어린이와 신체, 감각 또는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이들(예: 일부 장애가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약이 있는 노인) 또는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이들 (예: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
–– 감독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나, 혹은 본 그라인더의 안전한 사용
법에 대해 지침을 받고 이에 따라 초래 가능한 위험에 대한 이해
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라면, 8세 이상의 아이들 및 신체, 감각
또는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는 이들 또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이들도 본 그라인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라인더를
갖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세척 및 사용자 정비를 아이들이 감독
없이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작동 중인 그라인더는 항상 감독하십시오.
–– 아이들이 포장 호일을 갖고 놀지 않도록 하십시오. 포장 호일을
갖고 놀다가 얽혀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 아이들이 작은 부품을 갖고 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작은 부품을
삼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넘어질 위험 및 부상 위험!
그라인더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얽혀서 그라인더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원 케이블을 배치하십시오.
–– 그라인더는 떨어지지 않도록 평평하고 안정된 평면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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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하기 전에
그라인더 및 배송 내역을 점검합니다
참고!
손상의 위험!
날카로운 칼 또는 다른 뾰족한 물체를 사용하여 조심하지 않고 포장을
열 경우, 그라인더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열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1. 그라인더를 상자에서 꺼냅니다.
2. 배송이 완전한지 점검하십시오(그림 A 및 B 참조).
3. 그라인더 또는 개별 부품의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상이 있을 경우,
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장에 지정된 주소의 전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조립 및 기본 설정
그라인더를 설치하고 원두 호퍼를 끼웁니다
1. 그라인더는 떨어지지 않도록 평평하고 안정되며 진동이 없는 평면에 놓습
니다.
2. 조정 가능한 추출구를 (12)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앞으로 밀어넣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3. 전원 플러그를 정상적으로 설치된 콘센트에 꽂습니다.
4. 분쇄 레벨 뚜껑의 구멍에 고무 링이 있는지 (2) 확인하십시오.
5. 원두 호퍼를 (1) 분쇄 레벨 뚜껑의 구멍에 올려 놓으십시오.
원두 호퍼를 올려놓을 때, 원두 호퍼 잠금 나사 뒤에 오목하게 패인
원형 부분이(3) 분쇄 레벨 뚜껑에 놓이는지 확인하십시오.
6. 원두 호퍼를 살짝 밑으로 밀고 맞물려 고정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7. 알렌 렌치를 사용하여 (대, 2mm) (22) 원두 호퍼 잠금 나사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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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필터 받침대 설정하기
포터필터 받침대가 (10) 귀하가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포터필터 크기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1. 그라인더를 켜서 전원에 연결된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2. 알렌 렌치를 (소, 3mm) 사용하여 (21) 포터필터 받침대 나사 (좌우)를 (8)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풉니다.
포터필터 받침대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밑으로 내립니다.
3. 포터필터를 포터필터 장착대에 (7) 끼워넣습니다.
4. 포터필터 장착대와 포터필터 받침대 사이에 정확히 맞도록 포터필터를
위로 올립니다.

i

배송 받은 포터필터 받침대가 맞지 않을 경우, "서비스" 장에 지정된
주소의 전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5. 제자리에 있는 포터필터 받침대를 잡고 포터필터 받침대 나사를 (좌우)
알렌 렌치를 (소, 3mm) 사용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풉니다.
6. 추출구를 (12) 뒤로 밀거나 앞으로 당겨 포터필터에 맞춰서, 분쇄한
에스프레소 원두가 포터필터 가운데로 떨이지게끔 하십시오.

i

분쇄 레벨을 조정할 때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원두 종류를
변경할 때마다 추출구를 새로 설정하십시오.

조작
그라인더 작동시키기 및 모드 설정하기
–– 그라인더 뒷면의 ON/OFF 스위치를 (17) 눌러 그라인더를 켜십시오.

i

공장 초기로 자동 팬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팬은 그라인더 온도
가 30 °C 일 때 자동으로 켜지고 그라인더 온도가 28 °C 일 때 다시
자동으로 꺼집니다.

디스플레이에 (14) 설정 모드가 보이면, 그라인더의 작동이 준비된 것입니다.
–– 싱글 샷 모드를 선택하려면, "싱글 샷" 사전 선택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13).
–– 더블 샷 모드를 선택하려면, "더블 샷" 사전 선택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6).
–– 바리스타 모드를 선택하려면, 사전 선택 버튼 (13) 및 (6) 두 개를 동시에
짧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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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과열 위험!
최대 허용 작동 사이클을 초과할 경우 그라인더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 최대 작동 사이클인 분당 더블 에스프레소 네 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5초 ON / 15초 OFF).
–– 최대 작동 사이클에 도달할 경우, 권장 일시 중지를 하십시오
("기술 데이터"장 참조).

i

• 그라인더에 포함된 트립 스위치/과열 방지 회로 차단기는 (18) 전
기 과부하가 걸릴 때 그라인더의 전기 회로를 차단시킵니다. 그
라인더를 다시 작동 상태가 되게 하려면, 전원 스위치를 끄고 트
립 스위치/과열 방지 회로 차단기를 (18) 누릅니다. 그 다음 ON/
OFF 스위치를 (17) 스위치 위치 I 놓습니다. "문제 해결" 장을 참
조하십시오.
• 또한 그라인더에 포함된 모터 보호기는 모터가 과열될 때
그라인더를 끕니다. 모터가 냉각된 직후부터 그라인더를 다시 작
동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장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손상의 위험!
장치를 조작하는 사람이 본 회로 차단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회로 차단기를 반복하여 실행할 경우 모터 권선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가 받은 서비스 파트너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분쇄 레벨 설정하기
1. 분쇄 레벨 조절용 잠금해제 나사를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어줍니다.
2. 멈춤 슬라이더를 (15) 좌우로 움직여 분쇄 레벨을 설정합니다.
• 분쇄 레벨 스케일에 (5) 원하는 분쇄 레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미세하게 분쇄하는 설정은 "0"이고, 가장 거칠게 분쇄하는
설정은 "10"입니다.
• 그라인더 작동 중에는 분쇄 레벨 감소만 가능합니다.

i

3. 분쇄 레벨 조절용 잠금해제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분쇄 레벨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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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기호/이동 기호
모드 디스플레이 분쇄 시간

내부 온도

27 °C

알람
모범적인 디스플레이

온도 상승/하강

기호

뜻

뜻

왼쪽으로 이동

입력값 올리기

오른쪽으로 이동

입력값 내리기

하위 메뉴 종료하기

타이머로 전환

하위 메뉴 열기/입력 항목
확인
재설정 / 저장하지 않고
메뉴 종료 / 기능 비활성화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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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 카운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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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인 디스플레이

–– "싱글 샷" 사전 선택 버튼을 (13) 눌러, 디스플레이 왼쪽 기호를 (14)
조작합니다.
–– "더블 샷" 사전 선택 버튼을(6) 눌러, 디스플레이 오른쪽 기호를
조작합니다.
–– 시작 버튼을(11) 눌러, 디스플레이 중간 기호를 조작합니다.

i

약 1분 후 그라인더가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무 버튼이나 눌러
서 대기 모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분쇄 시간 설정하기

i

• 기본 설정된 싱글 샷 모드의 분쇄 시간은 2.8초 (약 10g)입니다.
• 기본 설정된 더블 샷 모드의 분쇄 시간은 5.2초 (약 18g)입니다.

싱글 샷 모드의 분쇄 시간 설정하기
1. "싱글 샷" 사전 선택 버튼을 (13) 2초 동안 누릅니다.
이전에 설정한 분쇄 시간이 깜박입니다.
2. 원하는 분쇄 시간을 설정하려면, 사전 선택 버튼 (13) 또는 (6) 을/를 누릅
니다.
3. 시작 버튼을 (11) 눌러, 설정한 분쇄 시간을 저장합니다.

i

10초 동안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다시
이전에 설정된 모드로 넘어가고, 변경된 설정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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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샷 모드의 분쇄 시간 설정하기
1. "더블 샷" 사전 선택 버튼을 (6) 2초 동안 누릅니다.
설정된 분쇄 시간이 깜박입니다.
2. 원하는 분쇄 시간을 설정하려면, 사전 선택 버튼 (13) 또는 (6) 을/를 누릅
니다.
3. 시작 버튼을 (11) 눌러, 설정한 분쇄 시간을 저장합니다.

i

10초 동안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다시
이전에 설정된 모드로 넘어가고, 변경된 설정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원두 분쇄하기
1. 호퍼의 뚜껑을 여십시오 (1).
2. 볶은 에스프레소 원두 전체를 위에서부터 원두 호퍼에 부어 채우십시오.
• 채우는 최대량은 원두 호퍼 가장자리로부터 약 1cm 아래이어야
합니다.
• 도우징 변동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채우는 최소량은
2cm 이상이어야 합니다.

i

3.
4.
5.
6.

뚜껑을 원두 호퍼 위에 다시 씌웁니다.
호퍼 슬라이더를 열고 (16), 뒤로 밉니다.
사전 선택 버튼 (13) 또는 (6) 을/를 눌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포터필터 장착대와 (7) 포터필터 받침대 사이에 (10) 포터필터를 놓습니다.
분쇄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바리스타 모드를 선택할 경우, 분쇄 시간을 수동으로 지정하십시오.
싱글 샷 모드와 더블 샷 모드에서는 설정된 분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는 분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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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 중지하기 (중지 기능)

i

중지 기능을 꺼 두실 수도 있습니다. "중지 기능 설정하기" 장을 참
조하십시오.

중지 기능을 이용하면, 포터필터를 포터필터 장착대에서 (7) 잡아당겼을 때
분쇄가 자동으로 중단되게끔, 한편 포터필터를 다시 포터필터 장착대에
넣으면 즉시 분쇄가 계속 진행되게끔 합니다.
1. 분쇄 도중 포터필터를 포터필터 장착대에서 잡아당겨 분쇄를 중단하고
분쇄 시간을 멈춥니다.
발광 다이오드 및 선택한 설정의 기호가 깜박입니다.
2. 포터필터 장착대와 포터필터 받침대 사이에 포터필터를 놓습니다 (10).
3. 중단된 분쇄 과정이 분쇄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i

분쇄 과정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사전 선택 버튼 두 개 중 한
개 (13) 또는 (6) 을/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가 선택한 모드로 넘어
오고 이전의 일시 중지 시간이 삭제됩니다.

에스프레소 원두 종류 변경하기
1. 호퍼 슬라이더를 닫고 (16) 앞으로 밉니다.
2. 그라인더가 공회전할 때까지 분쇄기에 남아 있는 에스프레소 원두를 분쇄
하십시오.
원두 호퍼에 에스프레소 원두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면 (1), 새로운
에스프레소 원두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5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진행합니다.
3. 남은 에스프레소 원두는 다른 용기에 담습니다.
4. 새로운 에스프레소 원두를 원두 호퍼에 채웁니다.
5. 호퍼 슬라이더를 열고 뒤로 밉니다.
6. 2-3 샷을 분쇄하여, 오래된 에스프레소 원두의 잔류물을 제거하고 도우징
변동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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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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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선택 버튼 (13) 및 (6) 을/를 동시에 3초 동안
기호가 디스플레이
에 나타날 때까지 누릅니다. 이제 메인 메뉴에서 카운터, 조명, 온도, 알람,
통풍 및 중지-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를 종료하려면, 사전 선택 버튼 (13) 및 (6) 을/를 다시 동시에,
이/가 나타날 때까지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카운터 표시하기
싱글 샷 카운터:
이 하위 메뉴에서는 지금까지 분쇄된 싱글 샷 갯수를 표시합니다.
–– 카운터를 재설정하려면, 시작 버튼을 (11) 디스플레이가 세 번 깜박이고
카운터가 0이 될 때까지 누릅니다.
더블-샷 카운터:
이 하위 메뉴에서는 지금까지 분쇄된 더블 샷 갯수를 표시합니다.
–– 카운터를 다시 설정하려면, 시작 버튼을 (11) 디스플레이가 세 번 깜박이고
카운터가 0이 될 때까지 누릅니다.
바리스타 샷 카운터:
이 하위 메뉴에서는 지금까지 분쇄된 바리스타 샷 갯수를 표시합니다.
–– 카운터를 다시 설정하려면, 시작 버튼을 (11) 디스플레이가 세 번 깜박이고
카운터가 0이 될 때까지 누릅니다.
n

전체 샷 카운터:
이 하위 메뉴에서는 지금까지 분쇄된 전체 샷 갯수를 표시합니다. 싱글 샷은
분쇄될 때마다 전체 샷 카운터에서 단순 합산되고, 더블 샷은 분쇄될 때마다
두 배로 계산됩니다. 카운터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t hh:mm:ss

작동 시간 카운터:
이 하위 메뉴에서는 그라인더의 전체 작동 시간을 표시합니다. 카운터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00:00:00

전체 싱글 샷 카운터
이 하위 메뉴에서는 지금까지 분쇄된 모든 싱글 샷 갯수를 표시합니다.
카운터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더블 샷 카운터
이 하위 메뉴에서는 지금까지 분쇄된 모든 더블 샷 갯수를 표시합니다.
카운터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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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설정하기
ON 빛 ON
이 하위 메뉴에서는 추출구 조명을 (12) 켭니다. 자동 색상 변경 또는
지속적인 빛깔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FF 빛깔 변경 OFF
이 하위 메뉴에서는 자동 색상 변경을 끕니다. 자동 색상 변경을 끌 경우,
다음 하위 메뉴에서 지속적인 조명 색상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빛깔 설정하기
이 하위 메뉴에서는 추출구 조명의 지속적인 색상을 개별적으로 시작
버튼을 (11) 눌러 조정할 수 있습니다.
ON 빛깔 변경 ON
이 하위 메뉴에서는 자동 색상 변경을 켭니다. 이 설정에서는 추출구 조명의
색상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OFF 빛 OFF
이 하위 메뉴에서는 추출구의 조명을 끕니다.

온도 표시 설정하기
OFF 온도 표시 OFF
이 하위 메뉴에서는 그라인더의 내부 온도용 온도 표시를 끕니다.
ON

온도 표시 ON
이 하위 메뉴에서는 그라인더의 내부 온도용 온도 표시를 켭니다.

°F

화씨 단위
이 하위 메뉴에서 온도 단위로 화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섭씨 단위
이 하위 메뉴에서 온도 단위로 섭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람 설정하기
세척 알람
이 메뉴에서는 다음 세척 알람까지 남은 샷의 갯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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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 알람용 카운터를 세척 후에 재설정하려면, 메뉴를 종료하고 사전 선택
RESET 표시가
버튼 두 개 (13) 및 (6) 을/를 10초 동안, 디스플레이에
나올 때까지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상의 알람 표시는 리셋 후 만료됩니다.
세척까지 남은 샷의 갯수 제한
이 하위 메뉴에서는 세척 알람이 울릴 때까지 샷의 갯수 제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척까지 표준 설정은 1,000 샷입니다.
분쇄 디스크 변경 알람
이 하위 메뉴에서는 분쇄 디스크 변경 알람이 울릴 때까지 남은 샷의 갯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 분쇄 디스크 변경까지 표준 설정은 350,000 샷입니다. 이 제한 값은
개별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 분쇄 디스크 변경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서비스" 섹션에 지정된 주소의
전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통풍 설정하기
통풍 자동 ON
이 하위 메뉴에서는 자동으로 통풍의 작동을 켤 수 있습니다. 통풍은
그라인더의 내부 온도가 30°C 일 경우 자동으로 시작되고 28°C일 경우
자동으로 다시 꺼집니다.
통풍 자동 OFF
이 하위 메뉴에서는 자동으로 통풍의 작동을 끌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의
내부 온도와 관계 없이 통풍이 영구적으로 실행 됩니다.

중지 기능 설정하기
중지 OFF
이 하위 메뉴에서는 중지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분쇄 도중 포터필터가
포터필터 받침대에서 빠져나와도 분쇄를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 ON
이 하위 메뉴에서는 중지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분쇄 도중 포터필터가 포터
필터 받침대에서 빠져나오면 분쇄를 자동으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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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주의!
부상 위험!
그라인더가 위치 변경 시 떨어져서 귀하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 그라인더를 항상 기울지 않고 안정된 지면에 놓으십시오.
–– 그라인더가 너무 무거울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참고!
합선 위험!
그라인더에 물이 침투할 경우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라인더가 물 또는 기타 액체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또한 물 또는 기타 액체가 케이스에 닿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손상의 위험!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그라인더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공격적인 세척제, 즉 칼, 금속 스폰지 및 유사 형태와 같이
날카롭거나 금속성인 세척 물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표면에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 드립 트레이, 원두 호퍼 및 원두 호퍼의 뚜껑을 세척기 안에 넣지
마십시오. 이 부품은 세척기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색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그라인더를 원두 호퍼를 밑에 놓고 들어올리지 말고, 항상
케이스를 밑에 놓은 상태로 양손으로만 들어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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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 바닥 세척하기
1. 그라인더의 전원을 끈 다음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당겨서 뺍니다.
2. 그라인더는 케이스를 밑에 놓은 상태로 양손으로 들어올리고, 깨끗한
표면이 아래에 오도록 놓습니다.
3. 그라인더의 바닥과 밑부분을 젖은 천으로 세척한 다음 해당 표면을 건조시
킵니다.
표면은 건조하고 오일 및 그리스가 없어야 합니다.
4. 다시 그라인더를 세척한 표면이 아래에 오도록 놓습니다.

케이스 세척하기
1. 그라인더의 전원을 끈 다음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당겨서 뺍니다.
2. 케이스와 드립 트레이를 (9) 필요한 경우 씻어주되, 최소한 주 1회는 젖은
천으로 닦아줍니다.
3. 브러시를 이용하여 (20) 조심스럽게 추출구를 (12) 세척합니다.

원두 호퍼 세척하기

i
1.
2.
3.
4.

원두 호퍼에는 커피 오일 잔류물이 남아 커피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세척해야 합니다.

호퍼 슬라이더를 닫고 (16) 앞으로 밉니다.
에스프레소 원두는 다른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원두 호퍼의 내부와 외부를 젖은 천으로 세척한 다음 다시 건조시킵니다.
원두 호퍼에 에스프레소 원두를 채운 다음, 호퍼 슬라이더를 열고, 뒤로
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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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 세척하기

i

• 제조업체에서는 그라인더 세척제 GRINDZTM 사용을 권장합니다.
GRINDZTM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ahlkoenig.de 를
참조하십시오.
• 분쇄기 세척은 2-5일마다 실행해야 합니다.

1. 호퍼 슬라이더를 (16) 닫고 앞으로 민 다음, 그라인더가 공회전할 때까지
분쇄기에 남아 있는 에스프레소 원두를 분쇄하십시오.
2. 원두 호퍼 안에 에스프레소 원두가 남아 있지 않게 되면 (1), 그라인더
세척제를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그라인더 세척제의 제조업체
용량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이 다음부터는 4 단계에서 설명한 대로
진행합니다.
3. 남은 에스프레소 원두는 다른 용기에 담습니다.
4. 분쇄 레벨을 "10"에 놓습니다 ("분쇄 레벨 설정하기" 참조).
5. 에스프레소 원두를 원두 호퍼에 채웁니다. 사용하는 그라인더 세척제의
제조업체 용량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6. 추출구 아래에 (12) 그릇을 놓고, 그라인더 세척제를 담습니다.
7. 바리스타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라인더 작동시키기 및 모드 설정하기" 참조).
8. 시작 버튼을 (11) 그라인더 세척제가 완전히 갈릴 때까지 누릅니다.
9. 원두 호퍼를 건조하고 보풀이 없는 천으로 닦으십시오.
10. 다시 에스프레소 원두를 원두 호퍼에 채웁니다.
11. 호퍼 슬라이더를 열고 뒤로 밉니다.
12. 같은 분량의 에스프레소 원두를 이전의 그라인더 세척제처럼 분쇄하여,
남아 있는 세척 입자를 제거합니다. 분쇄 과정 중 분쇄 레벨을 원하는
설정으로 놓습니다.
13. 분쇄된 그라인더 세척제와 분쇄된 에스프레소 원두를 상업용/가정용
쓰레기로 폐기합니다.
14. 세척 알람을 재설정합니다. "알람 설정하기"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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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
그라인더가 진동
하기는 하지만
분쇄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인

해결책

• 추출구가 막혀 있
습니다.

tt 분쇄 레벨을 "10"으로 설정하
고 분쇄 과정을 실행합니다.
그라인더가 임의로 분쇄를
합니다. 그런 다음 분쇄 레벨
설정을 작동 중에 원하는 분쇄
레벨로 놓습니다.

• 조정 가능한 추출
구가 뒤로 너무
멀리 밀려 있고
커피의 추출을
차단합니다.

tt 추출구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앞으로 당깁니다.
분쇄 레벨을 "10"으로 설정하
고 분쇄 과정을 실행합니다.
그라인더가 임의로 분쇄를
합니다. 그런 다음 분쇄 레벨
설정을 작동 중에 원하는 분쇄
레벨로 놓습니다.

• 포터필터에서의 과 tt 그라인더를 끈 상태에서 바깥
으로부터 추출구를 브러시로
다 도우징 때문에
세척합니다. 분쇄 레벨을 "10"
그라인더에서 분쇄
으로 설정하고 분쇄 과정을 실
된 커피의 흐름이
행합니다. 그라인더가 임의로
막혔습니다.
분쇄를 합니다. 그런 다음 분
쇄 레벨 설정을 작동 중에 원
하는 분쇄 레벨로 놓습니다.
• 분쇄 레벨이 너무
미세합니다.

tt 분쇄 레벨을 "10"으로 설정하
고 분쇄 과정을 실행합니다.
그라인더가 임의로 분쇄를 합
니다. 그런 다음 분쇄 레벨 설
정을 작동 중에 원하는 분쇄
레벨로 놓습니다. 문제가 지속
될 경우, "서비스" 장에 지정
된 주소의 전문 대리점에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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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인
• 분쇄기 안에 이물
질이 있습니다.

해결책
tt "세척" 장에 나온 설명대로 분
쇄기를 세척하고 그 안의 이물
질을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제
거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장에 지정된 주소의 전문 대리
점에 문의하십시오.

그라인더 분쇄가 • 분쇄 시간이 0으로 tt 분쇄 시간을 새로 설정합니다.
되지 않고, 디스
설정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에서는 분 • 최대 허용 작동 사 tt 필요할 경우 자동 통풍을 켜고
쇄 모드를 사전 선
이클을 초과했습
통풍이 28 °C에서 자동으로 꺼
택했다고 표시합
니다.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니다.
그라인더가 돌아 • 전원 플러그를 전
원 콘센트에 꽂지
가지 않고, 디스플
레이가 켜지지 않
않았습니다.
습니다.
• 회로 차단기가 실
행되었습니다.

• 전기 퓨즈가 실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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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전원 플러그를 정상적으로 설
치된 콘센트에 꽂습니다.

tt 회로 차단기의 트립 스위치가
튀어 나와 있는지 점검하십시
오. 필요할 경우 트립 스위치를
다시 밀어 넣습니다. 스위치가
계속 튀어나올 경우, "서비스"
장에 지정된 주소의 전문 대리
점에 문의하십시오.
tt 전기 퓨즈를 점검하십시오.
전기 퓨즈를 다시 초기 상태로
되돌려놓거나 교체합니다.
이 퓨즈에 다른 사용자가 연결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플러그를 뽑습니다.
퓨즈 실행이 반복될 경우,
"서비스" 장에 지정된 주소의
전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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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인

해결책

그라인더의 도우 • 추출구가 막혀 있 tt 그라인더를 끈 상태에서 바깥
징 정확도가 떨어
습니다. 그라인더
으로부터 추출구를 브러시로
집니다.
내부에 분쇄된 커
세척합니다. 분쇄 레벨을 "10"
피가 너무 많이 들
으로 설정하고 분쇄 과정을 실
어 있습니다.
행합니다. 그라인더가 임의로
분쇄를 합니다. 그런 다음 분
쇄 레벨 설정을 작동 중에 원
하는 분쇄 레벨로 놓습니다.
• 내장 그라인더 추 tt "서비스" 장에 지정된 주소의
출구가 손상되었습
전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니다.
• 플래퍼에 결함이
있습니다.

tt "서비스" 장에 지정된 주소의
전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그라인더가 미세 • 분쇄 디스크가 찌 tt "서비스" 장에 지정된 주소의
하지 않고 부정확
그러져서 재조정해
전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야 합니다.
하게 분쇄를 합
니다.
그라인더 도우징 • 추출구가 포터필터 tt 추출구를 올바른 위치로 옮겨
서, 분쇄 완료 후 분쇄물이 포
이 포터필터 가운
가운데로 올바르
터필터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데로 오지 않습
게 설정되지 않았
니다.
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서 • 디스플레이에는
필수 데이터 전체
비스" 라고 표시됩
가 나타나지 않습
니다.
니다.

tt "서비스" 장에 지정된 주소의
전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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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모델:
전압 / 주파수:

보호 종류:
보호 등급:
백업 퓨즈:
공회전 속도:
50Hz:
60Hz:
소음 방출값:
공회전:
분쇄:
분쇄 용량:
최대 허용 작동 주기:
권장 일시중지:
최장 분쇄시간:
일간 최대 용량:
부피 (가로 × 세로 × 높이), mm
중량 (순), kg:
최대 호퍼 슬라이더 용량, kg:

PEAK
100-120V /
100-120V /
200–240V /
200–240V /
IPX1
I
16 A-slow
900rpm
1,100rpm

55dB
75dB
2.0–3.5g/초*
3 더블 에스프레소/분
(5초 ON / 15초 OFF)
15초
20분
30kg
240 × 550 × 320
14
1.5

*에스프레소 원두 및 선택한 분쇄 레벨에 따라 다름.

28

50Hz
60Hz
50Hz
60Hz

PEAK | KO

폐기
포장 폐기하기
포장을 분리수거 폐기하십시오. 종이, 및 상자는 종이 폐기물에,
호일은 플라스틱 수집에 넣습니다.

그라인더 폐기하기
폐가전은 상업용/가정용 쓰레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귀하께서 그라인더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로서 법적
으로 폐가전을 상업용/가정용 쓰레기와 구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를 들면 귀하의 공동체/구에 소재한 수집 장소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폐가전이 규정에 맞게 재활용되며, 환경에 부
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전에는 다음과 같
은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해당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저희 대리점 연락처
정보는 www.mahlkoenig.de 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를 켜면 버전이 표시됩니다.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해당 대리점을
호출하십시오.

전문 대리점의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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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그라인더

CE 적합성 선언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The manufacturer:
HEMRO AG
Länggenstrasse 34, 8184 Bachenbülach, Switzerland
Tel.: +41 44 864 18 00
Fax: +41 44 864 18 01
Hereby declares that the below mentioned product:
Product:
Machine model:
Type of machine:

Device for food processing
Coffee grinder
PEAK

Following directives, regulations and standards have been applied:
2006/42/EG
2014/35/EU
2014/30/EU
2011/65/EU
(EG) No.1907/2006
2012/19/EU

The provisions of the Machinery Directive
The Low Voltage Directive
The EU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EMC)
The RoHS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e EU chemicals regulation (REACH – Regulation)
WEEE Regulation -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N 60335-1:12+A11:14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s for household,
general requirements
EN 60335-2-64:00+A1:02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s for household,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ommercial use
EN 62233:08
Measurement methods for electromagnetic fields
EN 55014-1:12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ssion (EMC)
EN 55014-2:16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Immunity (EMC)
EN 61000-3-2:15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ssion (EMC)
EN 61000-3-3:14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ission (EMC)

Supplements in Europe:
Regulation 1935/2004
Regulation 2011/10/EU
Regulation 2023/2066

Requirements for materials and the objects with food comes into
contact
Requirements on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Rugulation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materials and
articles intended to come into contact with food

Documentation agent:
Address of the proxy documentation:
Done in Hamburg on:
Function of subscriber:
Name of signatory:

Metin Makinaci
See the address of the manufacturer
04/11/2017
General Manager
Philipp Baumberger

Signature

MAHLKÖNIG GmbH & Co. KG
Amtsgericht Hamburg HR A 5 074; Persönlich haftende Gesellschafterin:
Beteiligungsgesellschaft MAHLKÖNIG mbH, Eingetragen Amtsgericht Hamburg HR B 45 324,
Geschäftsführer: Philipp Baumberger, Jochen Christoph
Ust. Id. Nr.: DE 118 37 2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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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신고
REKLAMATIONSBERICHT / CLAIM REPORT
REPARATURAUFTRAG / SERVICE ORDER

Händler
Dealer
Kunde
Customer
Straße
Street
PLZ
Zip code

Maschinentyp
Machine type
Serien Nr.
Serial no.

Stadt
City

Betriebsstunden
Operating hours

Land
Country
E-Mail
Email

Warenerhalt Datum
Date of receipt of goods

Telefon
Phone

Fax
fax

Mahlscheibennachschliff Resharpening of discs
Hinweis: Wir schleifen nur Sets und keine einzelnen Mahlscheiben Advice: We are only resharpening Sets, no single grinding discs!
Artikelnummer
Part no.
Stückzahl
Quantity
Bezeichnung
Discribtion
Mängel sind sofort zu melden Claims have to be reported immediately.
Äußere Mängel an der Verpackung
Defects of packaging from the outside

Ja
Yes

(bitte Foto beifügen)
(please enclose a photo)

Nein
No

Wenn „Ja“ Beschreibung
If „yes“ describe

Schadensmitteilungen an Transporteur
Information to transport company

Nein
No

Ja
Yes

Äußere Mängel an der Mühle Defects of the grinder from the outside
Gehäuse
Housing

Oberteil
Upper part

Unterteil
Lower part

Deckel
Lid

Grundplatte
Ground plate

Rüttelblech
Vibrating sheet

Sonstiges
Others
Funktionsprüfung Operational Test
Mühle läuft nicht an
Grinder does not start

Mühle läuft unter Last nicht an
Grinder does not start under load

Sicherung Mühle geprüft
Fuse inspected

Steckdosenanschluss geprüft
Plug connection inspected

Trichter ist nicht verstopft
Hopper is not blocked

Sicherung Gebäude geprüft
Building fuse inspected

Motor funktioniert, mahlt aber nicht
Motor is running, but does not grind

Bei 3 Phasen Mühlen Drehrichtung kontrolliert
Direction of rotation inspected (only for 3 phase grinders)under load

Schalter bis zur Einrastung betätigt
Switch locked

Mühle ist zu laut
Grinder is too noisy

Mühle mahlt zu grob
Grinder grinds too coarse

Display Display
Fehlermeldung im Display
Alarm message in the display

Display ohne Anzeige
Display without indication

Bemerkungen
Notes

MAHLKÖNIG GmbH & CO. KG
Tilsiter Str. 142 | 22047 Hamburg | Germany
Tel: +49 40 69 69 40-0| Fax: +49 40 693 97 21
office@mahlkoenig.de | www.mahlkoeni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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