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수칙

아래에 쓰여진 안전 수칙들을 주의 깊게 읽은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EAK 그라인더안에는 로스팅 된 홀빈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품을 개봉할 때 그라인더 바닥에 부착된 전기사양과 설치환경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습기가 많은 곳이나 주변이 젖은 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유지보수 또는 청소를 시행할 때에는 전원코드를 꼭 뽑아주십시오.
전선에 흠집이 있는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플러그와 제품 전선에 손상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수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숙련된 기술자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라인더를 임의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임의로 변경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그라인더는 사용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우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 또는 안전사항 준수가 가능한 사람을 동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라인더의 사용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분 사용 후에는 쿨링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필요합니다.

2. TECHNICAL DATA
기기명: PEAK
전력: 200-240V/50-60Hz
회전수: 60Hz, 1100RPM
소음수치: 75dB
Pre-fuse: 16A-slow
최대 작동시간:
무게: 14kg
호퍼 용량: 1.5kg

3. 세부명칭

1

호퍼+뚜껑

2

호퍼잠금 나사

3

그라인더 입자조절기

4

입자조절판 고정나사

5

입자조절상판

6

입자조절눈금

7

디스플레이

8

1샷 그라인딩 버튼

9

2샷 그라인딩 버튼

10 토출구(이동가능)
11 포터필터 분쇄원두
12 포터필터 거치대
13 포터필터 거치대 고정나사
14 작동/멈춤 버튼
15 드립트레이
16 호퍼 슬라이드
17 전원스위치(1단계-정지-2단계)
18 안전스위치
19 전원 코드

4. 그라인더 작동 안전장치
안전스위치: 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로써, 그라인더가 멈출 경우 뒷면에 위치한 안전스위치를 눌러 재 시작 해주면 됨.
만약 안전스위치를 눌러주었으나 다시 튀어나올 경우, 모터 와인딩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센터로 전화할 것.
모터 프로텍터: 만약 모터가 심각하게 과열될 경우, 그라인더는 중지되고 다시 작동하지 않음. 이런 경우 약 30분간 그라인더가 쿨링 될 수 있
는 시간을 준 후에 안전 스위치를 눌러주면 모터가 다시 작동하게 됨.

5. 셋팅 및 기본적인 조작법
말코니 그라인더는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테스트를 마친 후 공급됩니다. 따라서 그라인더에 약간의 원두찌꺼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받아볼 때에는 작동이 가능한 조건으로 셋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퍼를 조립한 후 플러그를 연결하여 아래의 셋팅법을 따라
작동시키면 됩니다.
5.1 사용위치: 평평하고 진동이 없는 곳에 놓고 사용하십시오.
절대로 습기가 있거나, 주위가 젖어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5.2 호퍼를 장착합니다.
5.2.1 호퍼를 그라인더 윗부분 구멍에 위치시킨 뒤 안전 나사가 있는 홈에 맞춰 끼웁니다.
5.2.2 호퍼를 고정시키기 위에 두손으로 호퍼를 잡고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잠궈 줍니다.
5.2.3 호퍼와 안전 나사를 잘 잠궈주기 위해 2mm 앨런 렌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5.2.4 호퍼슬라이드를 열어줍니다.

5.4 포터필터 공간 조절
PEAK그라인더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포터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그라인더의 전원을 꺼줍니다.
또한, 필터거치대의 위치를 조절하여 그라인더의 포터필터를 고정한 후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에 따라 포터필터
공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그라인더의 전원을 끈 후 입자조절 나사(13번 부품)를 3mm 렌치를 이용해 느슨하게 풀어준다. 그리고 나서 포터필터 거치대를 당겨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 당신의 포터필터가 그라인더와 맞지 않다면, 여러분의 지역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거치 공간을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6. 작동방법
6.1 그라인더 작동
아래에 나와있는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6.1.1 메인 전원스위치를 켜서 작동시킵니다.
Position1에 놓을 경우, 팬의 작동 없이 그라인딩 되며(분당 2개의 더블샷 분쇄가능), position2에 놓을 경우 환풍팬과 함께 그라인딩 됩니다.
(분당 4개의 더블샷 분쇄가능)
6.1.2 호퍼를 열어 로스팅된 원두를 부어줍니다. 절대로 분쇄원두를 호퍼안에 넣지 마십시오! 호퍼뚜껑을 닫아줍니다.
6.1.3 호퍼슬라이드를 열어줍니다.

6.1.4 싱글 또는 더블 에스프레소 추출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6.1.5 포터필터를 그라인더 안으로 삽입하면 분쇄원두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6.1.6 Break function: 만약 분쇄되는 도중에 포터필터를 빼내게 되면, 버튼이 깜빡거리게 됩니다. 포터필터를 다시 삽입하면 남아있던 분쇄량
이 나오게 됩니다. 남아있는 분쇄량을 삭제하고 싶다면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그라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6.2 그라인더 입자조절
그라인더 입자조절 상판을 사용하여 입자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숫자”0”은 매우 가늘게, 숫자”10”은 매우 두꺼운 입자로 분쇄됩니다.
입자 조절판을 왼쪽으로 => 입자가 얇은 분쇄원두
입자 조절판을 오른쪽으로 => 입자가 두꺼운 분쇄원두

6.3 그라인딩 시간 조절(분쇄양 조절)
공장에서 셋팅해 놓은 시간은, 1샷기준 2.8초/2샷 5.2초 입니다. 원하는 그라인딩 시간 셋팅을 위하여 아래 과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6.3.1 싱글샷 버튼을 약3초간 눌러준 후 싱글샷(-) 및 더블샷(+)버튼을 사용하여 추출시간을 셋팅하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6.3.2 더블샷 시간 조절: 더블샷 버튼을 약 3초간 눌러 줍니다. 싱글샷(-) 및 더블샷(+)버튼을 사용하여 추출시간을 셋팅하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6.3.3 바리스타모드: 1샷,2샷 버튼을 동시에 짧게 눌러준다. 디스플레이에 “BARISTA”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원하는 만큼의 양을 담은 뒤 자
동으로 그라인딩이 정지된다.

그라인더 아이콘 설명
이전 메뉴로 돌아감
다음 메뉴로 넘어감
서브메뉴에서 나가기
서브메뉴 열기/메뉴 안으로 들어가기
리셋/전원끄기
설정값 높이기
설정값 낮추기
시간 카운터 메뉴로 이동
전체 샷 카운터로 이동

메인메뉴

더블샷 버튼
싱글샷 버튼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
아래2개 버튼을 3초간 누름

시작/멈춤 버튼

디스플레이 아이콘

초기설정

(예시)
싱글샷 모두 선택중

그라인딩 시간

COUNTER

토출구 조명ON

조명색상변경ON

그라인더 내부 온도

온도표시 OFF

알람

온도표시(섭씨)ON

그라인더 청소 또는 그라인딩
칼날 교체 알람

토출구 조명OFF

내부 온도 감소중
메뉴에서 나가기 위해
아래2개 버튼을 3초간 누름

온도표시(화씨)ON

샷 카운터 확인

조명 셋팅 방법

1샷 추출 카운터-리셋가능

조명 ON

2샷 추출 카운터-리셋가능

조명색 바뀜OFF

바리스타 모드 샷 추출 카운터-리셋가능

색상 변경표

전체 추출 샷 카운터-리셋 불가능

자동색상변경 ON

전체 사용시간 -리셋 불가능
조명 OFF

카운터 리셋 방법
버튼을 3초간 눌러준다.

조명설정방법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 명암을 선택

온도 셋팅

알람 셋팅

일정한 그라인딩(기본 셋팅 1000샷)후에 청소
를 요청하는 메시지

온도표시 OFF

다음 청소 메세지 알람을 위한 셋팅값 입력

온도표시 ON

일정한 그라인딩(기본 셋팅 350,000회)후에 칼날
교체를 위한 메시지

온도표시 (화씨)

핀코드 입력

온도표시 (섭씨)

다음 칼날교체 알람을 위한 셋팅값 입력

카운터 리셋 방법
클리닝 카운터 리셋: 옆의 2가지 버튼을 10초간 눌러줌
온도표시 아이콘

칼날 교체 카운터 리셋: 아래의 버튼을 20초간 눌러준 후 핀코드 입력

문제해결방법

문제증상

원인

해결방법

그라인더의 작동소리는 나지만

토출구가 막힘

그라인딩 입자를 굵은 상태로 셋팅하여 그라인딩 해줍니다. 그

그라인딩이 되지 않음

라인더는 스스로 그라인딩을 시작할 것이며, 해당 과정 후에 원
하는 굵기로 세팅하여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입자가 너무 얇게 나옴

그라인딩 조절판을 아주 가는 상태에서 가장 굵은 상태까지 움
직여서 그라인딩 해줍니다. 그라인더는 스스로 그라인딩을 시작
할 것이며, 해당 과정 후에 원하는 굵기로 세팅 하여 다시 사용
하면 됩니다.

그라인더에서 이물질이 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매뉴얼에 나온대로 청소를 진행합니다.

옴
그라인딩이 되지 않고, 디스플레이가 켜져

그라인딩 시간설정이 0으로

있고, 1샷 버튼이 선택되어 있음

되어 있는 상태

그라인딩이 시작되지 않고 디스플레이도

플러그가 제대로 연결되어

꺼져있음.

있지 않음

그라인딩 시간을 리셋합니다.
플러그를 다시 확인하여 꼽아줍니다.

안전스위치가 튀어나와 있

안전스위치가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한 후에, 튀어나와 있다면

음

올바른 위치로 다시 눌러줍니다. 만약 안전스위치가 다시 튀어
나온다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re-fuse가 튀어나와 있음.

Pre-fuse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Pre-fuse의 위치를 다시 원상복
귀 시키거나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른 장치들과 퓨즈가 연
결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8. 클리닝
고객들은 커피머신과 동일하게 그라인더도 주기적인 청소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On-demand 그라인더는 정확한 도징량 추출을 위해 항상 청결하고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8.1 GRINDZ제품을 사용한 청소법
말코니에서는 당신의 그라인더를 1-2주에 한번씩(약 25kg의 원두 분쇄 이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줄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
하십시오.
호퍼 슬라이드를 닫고 그라인딩 챔버안에 있는 잔여 원두들을 모두 분쇄합니다. 호퍼를 분리한 후 35g의 GRINDZ를 그라인더 도입부에 넣어줍니다.
호퍼를 다시 끼웁니다. 그라인딩 입자를 가는 상태에서 굵은 상태까지 조절합니다. 그라인딩을 시작하고 전체 GRINDZ를 갈아내서 포터필터 또는
통에 담아 줍니다. (수회 반복해서 진행). 호퍼 슬라이드를 열고, 청소알약의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 약 2-3회의 더블샷을 그라인딩 합니다.

8.2 그라인더 내부 표면 청소
그라인더를 들어서 바닥부분을 닦아 줍니다. 그라인더의 표면은 항상 건조하고 기름기가 없어야 합니다.

8.3 그라인더 하우징 청소
그라인더 표면을 청소할때는 축축한 천을 이용하여 청소하여 줍니다.

8.4 호퍼 청소
호퍼 내부는 습기가 있는 천으로 매일 닦아주어야 하며, 호퍼 겉면 역시 커피와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 매일 청소하여 주어야 합니다.
드립트레이와 호퍼를 세재로 닦지 마십시오. 변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9. 서비스
청소나 유지보수를 위해 그라인더를 이동시에는 항상 전원 코드를 뽑아주십시오. 커피원두 이외의 이물질을 그라인더 안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라인더의 손상, 전기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 주십시오. 그라인더의 수리는 훈련된 기술자를 통해 진행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