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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Café® 
 포드 브루어

업소용

Bunn 로고는 Bunn-O-Matic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My Café는 Bunn-O-Matic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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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제품 번호:

제품에 물을 채우기 전에 제품 
바닥에 표시된 제품 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모델명 및 제품 번호 기록
필요한 때에 적절한 보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 바닥에 표기된 
모델명과 제품 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빈칸에 
해당 정보를 기입해 두십시오. 

업소용 및
가정용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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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전압!
화재 및 감전 위험!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제품 구성품에 사용자가 취급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수리는 반드시 정식 서비스 직원에게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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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를 참고용으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호는 해당 부분에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중요한 
작동 및 사용법을 

나타냅니다. 

경고:
화재 및 감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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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오시십주 해용사 라따 에시지 고하독숙 을항사의주 의서명설 및 품제 본

본 주의사항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제품에 부착된 라벨의 모든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읽을 수 없거나 파손된 라벨은 저희 
웹사이트 www.bunn.com을 방문해 교체하십시오. 

제품 소개
BUNN® My Café®의 자동 급수 및 수동 급수용  포드 브루어는 

한잔  끓이기 기능을 통해 커피 및 차의 완벽한 맛의 조화를 약속함으로써, 
개인 취향에 맞게 맛을 우려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UNN® 브루어는 전 세계의 가정과 사무실, 음식점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요 취급 정보
물통이나 브루어가 떨어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물통이나 

덮개를 잡고 제품을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제품을 잡을 때는 항상측면이나 
바닥 혹은 윗부분과 바닥을 동시에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37267.0000

#  37280.0000

#  37282.0000

#  37281.0000

WARNING AVERTISSEMENT 
 Risk of fire or 

electrical shock. 
Do not open. 
No user serviceable 
parts inside. 
Do not immerse. 
Household and 
commercial type. 
Repair should be done 
by authorized Service 
Personnel only. 

Risque d'incendie ou 
d'électrocution. 
Ne pas ouvrir. 
Aucune pièce réparable 
par l'utilisateur à 
l'intérieur. 
Ne pas immerger. 
Type ménager et 
commercial. 
Les réparations doivent être  
confiées aux personnes  
qualifiées. 
 

 

 

WARNING: HOT LIQUIDS 

WARNING
• DO NOT OVERLOAD CIRCUIT.
• ALWAYS ELECTRICALLY GROUND THE CHASSIS.
• DO NOT DEFORM PLUG OR CORD.
• FOLLOW NATIONAL AND LOCAL ELECTRICAL CODES.
• KEEP COMBUSTIBLES AWAY.

FAILURE TO COMPLY RISKS EQUIPMENT
DAMAGE, FIRE OR SHOCK HAZARD.

READ THE ENTIRE OPERATING MANUAL
BEFORE USING THIS PRODUCT

00986.0002F  10/07   ©1994  Bunn-O-Matic Corporation

#  00986.0002

Make certain the pod drawer is 
securely locked into the brewer.
Failure to do so can result in a 
burn hazard.

HOT  LIQUIDS

#  41936.0000

P3027

#  00656.0001

As directed in the International Plumbing Code of the 
International Code Council and the Food Code 
Manual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this equipment must be installed with adequate 
backflow prevention to comply with federal, state 
and local codes. For models installed outside the 
U.S.A., you must comply with the applicable Plumb-
ing /Sanitation Code for you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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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격
전기(MCA/MCP)- 본 제품에는 접지 코드(3-prong) 세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접지, 정격 120V AC, 12A, 단상, 60Hz의 2 와이어 서비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또, 1450 W 탱크 히터도 제공됩니다.
주의:  본 제품을 다른 전자 제품과 같은 콘센트에 꼽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MCAA/MCPA)- 본 제품에는 접지 코드(3-prong) 세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접지, 정격 220-240V AC, 6A, 단상, 50/60 Hz의 2 와이어 서비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또, 최대 1450 W 탱크 히터도 제공됩니다.
주의: 본 제품을 다른 전자 제품과 같은 콘센트에 꼽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CE 요구사항

치수:
MCA/MCAA/MCPA - 높이: 34.4 cm(13 9⁄16 in.), 가로: 19.8 cm(7 13⁄16 in.), 세로: 28 cm(11 1⁄16 in.) 
MCP- 높이: 31.6 cm(12  7⁄16 in.), 가로: 19.7 cm(7 3⁄4 in.), 세로: 27 cm(10 5⁄8 in.)

용량:
MCA/MCAA 및 MCP/MCPA - 대략 118-355 ml(4-12 oz.), 30 ml(1 oz.)씩 조절  물통 용량: 
1.7 L(46 oz.)  
무게 :
포드 브루어, 포드 홀더, 덮개, 물통, 물받이, 물받이 받침대 포함
MCA/MCAA/MCPA- 3.9 kg(8 11⁄16 lb) MCP- 3.4 kg(7 1⁄2 lb) 

•　이　기구는　훈련된　요원이　감독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온도가　5°C 에서 35°C 사이의　장소에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　안전한　작동을　위해서　기구가　10°　이상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　전기 기사가, 명시된 바대로, 지역　및　국가의　규정에 부합하는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　기구는　워터 제트로　청소해서는 안됩니다.
•     이　기구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　기구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는　한，　이　기구는　육체적，감각적　및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어린이　포함）　혹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　어린이들이　이　기구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감독해야만　합니다．
•   전원　코드가　손상되었을　경우，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조사　 
    혹은　제조사로부터　받은　특정한　코드를　가진　공인　서비스　  
    요원에　의해　그　코드가　교체되어야만　합니다.
•   청소를 위해서 기계가 물에 담구어져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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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사항
전자 제품 사용 시에는 화재나 감전, 사용자 상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본 안전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 모든 지시사항을 숙독하십시오.
• 뜨거운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핸들이나 손잡이를 사용하십시오.
•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코드, 

플러그, 브루어가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어린이가 본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품의 근처에 있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거나 세척하기 전에는 
전원 코드를 플러그에서 빼 두십시오.     
부속품을 넣거나 뺄 때와 세척 전에는 
브루어를 충분히 식히십시오.

• 제품의 코드나 플러그가 손상되었을 
경우, 혹은 브루어가 오작동을 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공식 A/S 센터에 브루어를 보내 검사, 
교정 또는 수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 지정되지 않은 부속품을 사용할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임의 부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은 실내에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 코드가 테이블이나 카운터 가장 
자리에 걸려 있거나 뜨거운 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제품을 고온의 가스 버너나 전기 버너 
근처에 두거나 가열된 오븐 안에 넣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 작동 중 포드 홀더를 끼우거나 빼지 
마십시오.  끓이기 사이클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려면, Coffee나 Tea 버튼을 
누르십시오.

• 취소된 끓이기 사이클은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번 끓이기 
사이클에서는 설정된 전체 용량이 
만들어집니다.

• 용기가 넘치지 않게 하려면, 매 끓이기 
사이클 전에 머그잔을 비워주십시오.

• 포드 홀더 바로 아래에 손을 두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과 증기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싱크대나 물이 나올 수 있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물통을 꺼내 따로 
물을 채우거나 슬라이드 덮개를 열어 
물을 채우십시오.

•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덮개를 
항상 닫아 두십시오.

• 항상 설정한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머그잔이나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 용기가 넘치더라도 손대지 마십시오.  
끓이기 작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내용물을 식힌 다음 설정 용량을 
낮게 조정하거나 더 큰 머그잔을 
사용하십시오.

• 포드 홀더 인서트를 끼우지 않고 제품을 
작동시켜서는 안됩니다.  포드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면 커피나 차가 홀더에서 
용기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용액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냉수만 사용하십시오.
• 포드 홀더에 찢어진 포드나 그라운드 

커피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설명서 보관

• 본 제품은 전기 코드가 길어 얽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되도록 선이 짧은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 연장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기된 전기 정격 등급이 제품의 정격 등급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이 연장 코드는 잘 정돈하여 어린이들이 
잡아 당기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치인 테이블이나 카운터 모서리에 걸어 
두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연장 코드는 접지형(3 prong)코드와 소켓(3 socket)이 있는 3 와이어 코드여야 
합니다.  (접지용 도체 포함)

•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 및 정식 서비스 
직원이 제공하는 고유 코드로 교체해야 하며, 제조사 및 정식 직원이 직접 
교체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전기 사용은 전자 부품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전기 연결로 인한 제품 손상에는 보증 A/S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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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어에서 뜨거운 물을 내릴 때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BUNN® 포드 
브루어에서 나오는 물은 대략 섭씨 93°(화씨 200°)에 달합니다. 이 
온도는 일반 온수 수돗물보다 섭씨 10°(화씨 50°) 가량 더 뜨거우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본 제품은 항상 플러그가 꼽혀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단, 최초 설치 
시, 세척 시, 장기간 미사용 시에는 플러그를 뽑아 놓으십시오).

• 3일 이상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 왼쪽 아래에 위치한 전원 
스위치를 꺼서 모든 전자 부품이 꺼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BUNN® 
포드 브루어에는 안전 기능이 있으므로, 매 사용 시마다 전원을 껐다 
킬 필요가 없습니다.

• 장시간 제품의 전원이 꺼져 있었을 경우, 사용 전 물통을 씻고 새로 
물을 채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브루어의 끓이기 사이클을 돌려 
줄 것을 권장합니다. (15쪽 참조)

• BUNN® 포드 브루어에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탱크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뜨거운 물을 공급하여 1분안에 
음료를 우려낼 수 있습니다. 

• 포드를 포드 홀더에 넣을 때는 포드가 홀더의 움푹한 부분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드가 너무 크거나 홀더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내용물이 샐 수 있습니다.  포드의 가장 자리까지 
전부 홀더의 움푹한 부분에 완전히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 제품 작동 전, 포드 홀더가 브루어에 안전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대로 장착되지 않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이 작동되는 동안, 탱크로 들어오는 물도 적정 온도로 가열되며 
사용될 때까지 그 온도로 유지됩니다.

• 본 제품은에는120V의 접지 코드(3 prong) 세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에는 원형 접지핀이 제공됩니다  (수출용 제품에는 230V의 
접지 코드 세트가 달려 있습니다. 플러그에는 제품 사용 지역의 규격을 
준수한 접지 회로가 제공됩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플러그가 적절히 접지된 콘센트에 제대로 삽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을 경우, 전기 기술자를 통해 
콘센트를 수리하십시오.  플러그 안전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 
문제 발생시 보증 A/S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스프레이헤드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 질 수 있습니다.  전기 
코드를 뽑고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스프레이헤드를 죄거나 

일반 정보
부적절한 설치는 제품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 A/S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11쪽의 지시사항을 
숙독하고 이를 준수하십시오.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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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십시오.  화상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스프레이헤드를 죄거나 분리하십시오.     

• 주의:힘을 가해 포드 홀더를 억지로 빼지 마십시오. 포드 홀더가 쉽게 
빠지지 않으면 10분 정도 기다려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홀더를 억지로 
뺄 경우, 뜨거운 물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새로 우려낸 커피나 차를 마실 때에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막 우려낸 커피나 차는 매우 뜨겁습니다.

일반 정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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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분해도

-그림 2. 조절판

46  oz.물통*

슬라이드 
덮개*

포드 홀더  
분리 버튼

포드 홀더  
인서트*

포드  
홀더*

물받이
받침대*

물받이*
전원 스위치

조절판 용량 조절
슬라이드 레버

가열 표시등
물 채우기  

표시등
포드 홀더  

표시등

Coffee  
버튼*

Tea  
버튼*

용량 조절
 표시

P2956

P2957

스프레이헤드 실*
스프레이헤드*  

구성 및 조절판

파란색(끓이기) 
표시등

* Coffee나 Tea 버튼을 다시 누르면, 끓이기 사이
클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급수관 설치구(MCA)

* 교체용 부품은 저희 웹사이트(www.bunn.com) 
를 방문하시거나

전화(1-800-870-0894)를 걸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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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슬립모드 - 제품을 6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원이 절약 모드로 전환됩니다. 26시간 미사용 시에는, 제품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 모드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포드 홀더 분리 버튼에 더 이상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품을 
다시 사용하시려면, Coffee나 Tea 버튼을 누르시거나 포드 홀더를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표시등과 히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 취소 - 끓이기 사이클을 취소하려면, Coffee나 Tea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십시오. 물이 약간 떨어질 수 있으나, 펌프가 즉각 작동해 포드 
홀더로의 물 공급이 차단됩니다. 포드 홀더를 꺼낼 때는 항상 뜨거운 
내용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의:  끓이기 사이클이 취소되면, 버튼을 다시 누르기 전에 끓이던 양을 
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초기화되고 브루어는 양 조절 레버가 
표시하는 전체 양을 내보냅니다.  이 때, 용기가 넘칠 수 있으니 버튼을 
두 번째 누르기 전에 용기를 비워놓으십시오.
• 최소(MIN) 및 최대(MAX) 표시 - 물통의 측면에 “최소(MIN)”과 “최대

(MAX)”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물통에 채울 수 있는 최소/최대 
물의 양을 표시해 줍니다. 물통의 물이 최소량보다 적으면 제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본 설명서에는 이 표시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 PULSE BREW™ -Tea 버튼을 사용하면, 끓이기 과정이 진행되다 멈추기를 
반복합니다. 차의 향과 맛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물의 '흐름'과 '중단'
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중단-흐름" 과정은 
정상입니다.  파란색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고 빨간색 BUNN 
표시등이 다시 켜지는 것을 확인한 후, 머그잔이나 포드 홀더를 
분리하십시오.  이 과정 중 Coffee 버튼이나 Tea 버튼을 누르면, 끓이기 
사이클이 중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설명한 “취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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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설치(MCA/MCAA 사용 시)
 My Café® 자동 포드 브루어는 업소용, 사무실용으로 설계되어, 가압 급수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급수가 가능합니다. 배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MCP/MCPA 설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사항:  수동 급수용 브루어의 경우, 브루어의 뒷편에 위치한 급수관 
설치 연결부의 뚜껑을 닫아 두어야 합니다. (그림 3 참조) 혹은 기존의 
급수관을 배관 요구사항에 명시된 데로 준비하고 아래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배관 요구사항
 자동 급수의 경우, 본 제품은 냉수 급수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하며, 이 때 
수압은 20-90 psi(138-620 kPa)로 1/2   .다니합 야해용사 을관수급 큰 의상이 ”
급수 차단 밸브는 급수관에 설치하되 본 제품 앞쪽에 위치토록 해야 
합니다.  수압이 90 psi(620 kPa)일 경우, 수압을 50 psi(345 kPa)로 낮추기 위해 
급수관에 조절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스트레이너의 급수관 연결부는 1/4” 
플레어 입니다.  스트레이너와 오리피스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림 3).
주의: Bunn-O-Matic은 1/2”의 급수관 기준, 길이가 25 피트 이하일 경우 1/4”
의 구리관을, 25피트 이상일 경우 3/8”의 구리관을 권장합니다.  급수관의 
구리관 코일을 단단히 감을수록, 조리대 세척 시 브루어 이동이 용이해 
집니다. Bunn-O-Matic는 브루어 설치 시 퇴수밸브(saddle valve)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 제품과 같은 기기의 급수관 직경과 모양은 급수 
흐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스트레이너 및 오리피스 위치 120V

오리피스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급수 조절

제공된 튜브

P3525

120V230V

국제 코드 협의회의 국제 배관 코드와 식품 의약청 (FDA)의 식품 코드 설명서에 
지시된대로, 이 장치는 연방, 주 및 지역 코드에 부합하기 위해 적절한 역류 
방지책과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미국 외부에서 설치되는 모델들의 경우, 그 
지역에 적용되는 배관/하수도 설비 법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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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치(MCP/MCPA)

주의: 제품을 싱크대나 물이 나올 수 
있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전원 켜기
3. 제품을 플러그에 

꼽고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P2961

P2965

-포드 홀더 검사 
2. 포드 홀더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포드 
홀더 분리 버튼을 
누른 채로 홀더를 
꺼낸 후, 홀더가 
제대로 끼워질 
때까지끝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포드를 홀더에 
끼우지 마십시오.

-물통 채우기
1. 수동 급수 모델의 

경우, 물통을 최대(Max)
선까지 채워주십시오. 
자동 급수 모델은 
배관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십시오.

주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물 
표시등이 천천히 깜박거립니다.

-최초 가열 사이클
5. 물 표시등이 깜박거리기를 멈추고 

가열 표시등이 켜집니다.
 
   가열 표시등의 불이 꺼지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제 “향기로운 커피와 
차 우려내기” 부분을 시작합니다.

주의: 브루어에서 물이 바로 흐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이클이 작동되는 동안에는 
포드 홀더를 브루어에서 절대 분리하지 
마십시오. 홀더를 분리하기 전에 
가열 표시등의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부 탱크 채우기
4. 최소 414 ml(14 fl. oz.)

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머그잔이나 용기를 
물받이 받침대에 
놓고 끓이기(BREW) 

버튼을 누르세요.
-자동 급수 모델의 경우, 끓이기

(BREW) 버튼을 눌러 물이 물통으로 
공급되도록 하십시오.  물 채우기가 
중단되면, 내부 탱크를 채우기 위해 
끓이기(BREW)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십시오.

P0214/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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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커피와 차 우려내기

2. 양 조절 레버를 
원하는 양으로 
맞추십시오.

주의:  최소량은 대략 118 ml(4 oz.)이며, 
최대량은 대략 355 ml(12 oz.)입니다. 
30 ml(1 oz.)씩 조절됩니다. 용량은 
대략치이며 포드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포드 홀더 분리 
버튼을 누른 채로 
포드 홀더를 당겨 
꺼냅니다. 

경고:
*  포드 홀더 배출구 바로 아래에 손을 두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힘을 이용해 홀더를 억지로 꺼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홀더가 빠지지 

않을 경우, 10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 포드 홀더 인서트를 끼우지 않고 제품을 작동시켜서는 안됩니다.

  포드를 포드 홀더에  
끼워 넣기  주의: 제대 
로 맛을 우려내기 
위해서는, 포드를 홀더의 
중앙에 놓고 포드가 
홀더의 움푹 패인 곳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천천히 누릅니다.

P2909

P2961

P2908

6. 포드를 넣은 포드 
홀더를 다시 
브루어에 끼우고 
홀더가 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P2958

7. Coffee 또는 Tea  
버튼을 누릅니다.  
끓이기를 
취소하려면, 
Coffee나 Tea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P2908

8. 끓이기 작동이 
멈추면, 포드 홀더 
분리 버튼을 누른 
채로 포드 홀더를 
당겨 꺼냅니다. 

9. 사용한 포드를 꺼내 
버립니다.  뜨거운 
포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P2911

P2959

맛있게 드세요!
주의:  막 우려낸 음료는 매우 
뜨겁습니다.)

주의: 이때, 물과 포드는 매우 
뜨겁습니다.

주의: 끓이기 사이클이 완료되면 
빨간색 BUNN 표시등이 다시 옵니다.

P2903

1. 물의 수위를 
점검하십시오. 물은 
반드시 최소량
(MIN)선이 넘게 
채워져야 합니다.

3. 포드 홀더 아래의 
물받이 받침대에 
설정한 용량보다 몇 
온스 더 큰 용량의 
머그잔을 올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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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세척
세척을 시작하기 전,
끓이기 사이클이 우발적으로 시작되지 않도록 
브루어의 전원 코드를 빼 주십시오.

포드 홀더, 물받이와 받침대는 젖은 헝겊이나 
성분이 약한 세제를 사용해 매 사용 후 세척해 
주십시오. 포드 홀더와 물받이를 분리한 상태에서, 
약한 세제를 묻혀 젖은 헝겊으로 포드 홀더 아래 
부분과 물받이 부분을 닦아내십시오. 종종 젖은 
헝겊으로 브루어의 외관을 닦아 주십시오 (물통, 
슬라이드 덮개, 포드 홀더, 물받이와 물받이 받침대는 식기 세척기에 
넣어도 안전합니다). 

주기적인 세척/물때 제거
(최소 한 달에 한 번 세척 요망)

물에 포함된 불순물로 인해 쌓이는 미네랄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세척, 
제거해야 합니다. 침전물이 남아 있을 경우, 이로 인해 브루어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품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물때 제거 전용 제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권장 제품으로는 URNEX® 
Activated Descaler나 JavaClean® Cleaner and Descaler로 이 제품들은 모두 저희 
사이트(www.bunn.com)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용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증류 식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설명서의 사용법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1) 제조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세척제를 물통에 

넣거나, 946 ml(32 oz.)의 증류 식초를 물통에 
붓습니다. 물통에 파우더 믹스를 직접 넣지 
마십시오. 세척제는 물과 혼합해 용액으로 만든 
후 물통에 넣어야 합니다.

2) 빈 포드 홀더를 브루어에 끼웁니다. 포드 홀더가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양 조절 슬라이드 레버를 
최대로 맞춥니다.

3) 최소한 414 ml(14 oz.)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빈 
용기나 컵을 물받이 받침대에 놓고 Coffee 버튼을 
누른 후 끓이기 사이클을 가동시킵니다.

4) 끓이기 사이클이 완료되면, 용기를 비우고 
해당 용기를 다시 물받이 받침대에 놓습니다.  
Coffee 버튼을 다시 누르고 두 번째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5) 사이클이 종료되면, 용기를 비우고 물통에서 
남은 세척액이나 식초를 비웁니다. 포드 홀더를 
분리하고 물통을 청소합니다. 이 때 포드 홀더는 
약한 세제로 꼼꼼히 세척한 후 잘 헹굽니다.

P3028

P2958

P2908

P2963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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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때, 내부 탱크에 세척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척액을 일정 시간 
탱크에 남겨 놓아야 하는 경우, 제조사의 사용법에 따르십시오.   식초를 사용한 
경우, 용액이 최소 두 시간 남아 있도록 하되, 최장 네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물통에 새로 받은 냉수로 "최대(MAX)"선까지 채우고 포드 홀더를 브루어에 

다시 끼웁니다.
7) 빈 용기는 물받이 받침대 위에 놓고 Coffee 버튼을 눌러  

끓이기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8) 사이클이 종료되면 용기를 비웁니다.  7단계를 최소  

두 번 이상 반복해 세척액을 탱크에서 제거합니다.
9) 포드 홀더를 약한 세제로 세척하고 깨끗이 헹굽니다.
10) 이제 '스프레이헤드/실 세척'을 시작합니다.

스프레이헤드/실 세척
1)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O”). 
2) 전원 코드를 뽑고 브루어를 식힙니다.  (최소 1시간)
3) 제품이 충분히 식으면 포드 홀더를 분리해 따로 

놓아 둡니다.
4) 손가락을 사용해, 스프레이헤드/실을 돌려 

분리합니다.
주의:  스프레이헤드와 실이 분리되면, 이후 다시 처음처럼 재조립해야 
합니다. 잘못 조립할 경우, 끓는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스프레이헤드와 실를 약한 세제로 세척하고 깨끗이 헹굽니다.
6) 손으로 잘 돌려지지 않을 때까지 스프레이헤드/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7) 포드 홀더를 다시 끼웁니다.
8) 전원코드를 꼽고 전원스위치를 다시 켜서 제품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합니다.
스프레이헤드/실 조립

분리 및 세척 중 스프레이헤드와 실이 분리되면, 다시 
적절하게 재조립해야 합니다.
1) 실의 윗면을 확인합니다. 스프레이헤드 고정부 상단에 

위치한 실의 윗면은 손가락으로 만져지는 돌출부가 
있습니다. 바닥은 돌출부 없이 매끄럽습니다.

2) 스프레이헤드의 윗면을 확인합니다. 스프레이헤드 
윗면에는 별 모양이 있고 브루어에 부착하기 위한 
나사형 구멍이 있습니다.   

3) 실을 조금씩 늘리면서 스프레이헤드를 실 통로에 끼워 
넣습니다. 완전히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제대로 조립되면, 스프레이헤드가 실에 쉽게 미끄러져 
끼워지고 실의 표면에 휘거나 비틀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프레이헤드를 끼우기 어려워 보이거나 실을 
세게 잡아 당겨야 한다면, 제대로 조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윗면

윗면

P2953

P2953

P2953

P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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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헤드/실 검사

세척을 위해 브루어를 분해할 경우, 스프레이헤드 실에 균열, 구멍 이나 
찢긴 부분, 마모된 부분은 없는지 검사합니다. 실은 장기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지만, 취급 과정에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주의: 실은 뜨거운 액체가 포드 홀더로 새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이 
손상되었을 경우 실을 교체하십시오. 교체 부품은 www.bunn.com에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포드 홀더 세척
물때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주기적으로 포드 홀더/스크린을 분해해 약한 

세제로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포드 홀더 분리 버튼을 누른 채로 포드 홀더를 당겨 
뺍니다.

2) 포드 홀더를 뒤집어 홀더의 움푹한 곳이 손바닥에 
오도록 놓습니다.

3) 작은 물체를 사용해, 포드 홀더 바닥의 구멍을 통해 
포드 홀더 인서트를 눌러 분리합니다. 

4) 약한 세제를 사용해 스크린과 홀더를 세척하고 잘 헹굽니다.  (세척 시 식기 
세척기 사용 가능)

5) 포드 홀더 바닥의 구멍을 통해 인서트를 다시 끼워 넣습니다.
경고: 인서트가 없이 제품이 작동되면 뜨거운 액체가 튀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끓이기 사이클 돌리기

브루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 전 끓이기 사이클을 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1) 물통과 포드 홀더를 브루어에서 분리한 후, 약한 세제로 세척하고 잘 
헹굽니다.

2) 물통에 물을 최대량(MAX선)까지 채웁니다.
3) 빈 포드 홀더를 브루어에 끼웁니다. (포드 홀더가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양 조절 레버를 최대치로 맞춥니다.
5) 최소 414 ml(14 oz.)가 담길 수 있는 용기를 물받이 받침대 위에 올려 놓습니다.
6) Coffee 버튼을 누릅니다.
7) 끓이기 사이클이 완료되고 물이 다 내려지면, 주의해서 포드 홀더를 꺼내 

남아 있는 물을 버립니다. 이제 음료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의:  물이 뜨겁습니다!

제품 보관
전원 코드를 뽑고 브루어를 식힙니다.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포드 브루어는, 

내부 물탱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섭씨 0°(화씨 32°) 이상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하기 전에 물통을 비워 말리십시오.
주의: 내부 탱크에는 물이 남아 있습니다. 장기 보관을 했던 경우, 사용 
전 "끓이기 사이클 돌리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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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상황 설명
물 채우기 표시등이 켜짐

포드 홀더 표시등이 켜짐

끓이기 중 물이 멈추었다가 
다시 물이 내려옴

수동 급수의 경우: 
물통의 물이 부족합니다.

덮개를 열고 물통에 물을 붓거나 물통을 
비우고 싱크대나 그 밖의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통을 채우십시오.

주의: 제품을 싱크대나 물이 나올 수 있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최대량 표시선을 넘겨 
물을 채우지 마십시오.
자동 급수의 경우: 
최근 물통이 브루어에서 분리된 적이 있고 
비어 있는 채로 다시 장착되었습니다.

Coffee 버튼이나 Tea 버튼을 눌러 물통 
채우기를 가동하십시오.  

주의:  화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offee 
버튼이나 Tea 버튼을 눌렀을 때는 반드시 컵을 
물받이 받침대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포드 
홀더 배출구 아래에 손을 두지 마십시오.
 
포드 홀더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습니다.

포드 홀더를 브루어에 끝까지 밀어 넣어 
고정시키십시오.

포드 홀더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드 홀더를 주의해서 꺼낸 후 다시 끼워 
넣고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절판의 포드 홀더 표시등이 꺼져야 
합니다.

 
Tea 버튼을 눌러 끓이기 사이클이 시작된 
것입니다.

끓이기 사이클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Tea 
버튼이나 Coffee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버튼을 다시 누르면 끓이기 사이클이 
중단됩니다. 본 제품은 차의 맛을 제대로 
우려내기 위해 Pulse Brew™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멈추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작동이며 완료될 때까지 45
초가 걸립니다. 파란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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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계속)

상황 설명

(계속됨) 
끓이기 중 물이 멈추었다가 
다시 물이 내려옴

포드 홀더가 브루어에서 
빠지지 않음

브루어 주변 바닥으로 물이 샘

스프레이헤드 주위로 물이 샘

주의:  이러한 끓이기 방법은 커피나 
차에 상관 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주요 
목적은 차를 제대로 우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차와 커피를 끓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 제품은 Tea 버튼을 별도로 마련해 끓이기 
방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차를 충분히 
적시고 최고의 향을 우려내기 위해서, 차 
끓이기에는 "흐름-중단-흐름"사이클이 
적용됩니다. 이는 정상 작동입니다.
 
포드 홀더의 포드가 부풀어 올라 포드 홀더가 
잘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조심스럽게 
포드 홀더를 빼 보십시오. 
주의: 뜨거운 액체가 흘러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물을 채워 넣기 위해 물통을 꺼냈다가 다시 
끼워 넣을 때 제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브루어 상단의 덮개를 분리합니다.     너무 
세지 않게 적당한 힘으로 물통의 양쪽을 
잡고 아래로 눌러 물통 바닥의 실이 
제대로 끼워지도록 합니다.  덮개를 다시 
끼우고 브루어 주변 바닥으로 물이 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서비스 
문의는 18페이지를 참조)

 
손상된 실을 교체하거나 느슨해진 
스프레이헤드를 단단히 죄십시오.

스프레이헤드의 누수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스프레이헤드/실 조립"과 
"스프레이헤드/실 검사"를 참조하세요. 
주의: 뜨거운 액체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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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설명
BUNN®(포드 홀더 분리 버튼)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지 않음 

Coffee나 Tea 버튼을 눌렀을 때, 
가열 표시등에 불이 들어옴  

 

끓이기 사이클 중 가열 
표시등에 불이 들어옴

BUNN® 버튼(포드 홀더 분리 버튼)이 켜지면, 
이는 제품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BUNN® 포드 브루어가 
끓이기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브루어가 슬립 모드로 들어가면, 포드 홀더 
버튼의 불이 꺼집니다. 

아무 버튼이나 누르거나 포드 홀더 분리 
버튼을 누르면 브루어가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주의: 브루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14페이지의 
문제 해결 부분 앞쪽에 제시한 첫 번째 상황을 
참조하십시오.
 
탱크의 물이 끓이기 온도까지 가열되고 
있습니다.

가열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표시등이 꺼지면, 끓이기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부 탱크로 들어오는 물은 다음 번 끓이기 
사이클을 위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열된 물은 차를 끓이기 위해 
사용되고, 내부 탱크로 새 물이 급수됩니다.  
이렇게 새 물이 들어오면, 탱크 히터가 
작동해 다음 번 끓이기 사이클을 위해 
물을 가열하게 됩니다.  끓이기 사이클 중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문제 해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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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약관
번오메틱사　（＂번사＂）는　자사가　생산한　팟　커피　제조기가　생산　당시
　뿐　아니라　구입　후　１년　이내에　재료　및　기술　면에서　흠이　없을　
것을　보증합니다．　  이 보증은 1년 동안 부품 및 기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 
보증은 번사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구성 요소 혹은 부품 및 번사가　판단할　때 
잘못된 사용, 방치, 개조, 부적절한 설치나 작동, 부적절한 정비나 수리, 비정기적인 청소 
및 물때 제거, 낮은 수질과 관련된 제품의 고장, 손상 혹은 사고 등의　영향으로　
일어난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은 또한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부품의 교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이 
부품들에는 씰이나 개스킷과 같이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이 포함됩니다.   이 
보증은 보증 서비스를 얻기 위한 지침을 위해 구입자가 번사에 연락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락 방법은:
1) 무료 전화 800-876-0894
2) 인터넷 www.bunn.com
3) Bunn-O-Matic Corp., Attn. Warranty Administrator, P.O. Box 3227, Spring�eld, IL 
62708-3227으로 서신 발송

보증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 번사는 재량에 따라 그 제품을 대체하거나, 수리를 위해 그 
제품을 해당　지역의 번사 서비스 센터로 가져오거나 선불 우편으로 번사의 수리 
센터로 발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증 수리에 대해서는 번사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며, 번사는 구입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보증은 배타적이며, 상품성이나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모든 암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그것　외에도　모든 서면 혹은 구두, 명시적 혹은 암시적인 다른 보증을 
대신합니다.  대리점, 판매업자 혹은 번사의 고용인들은 이 보증서를 수정하거나 
번사에 구속력 있는 부가적인 보증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개인들의 구두 혹은 서면 진술은 보증의 구성 요건이 되지 못하므로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번사가 자신의 자유 재량에 따라 특정 제품이 보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번사는 그 제품의 보증 기간 중에 자신의 독점적인 선택에 따라 1) 번사가 
인정하는 서비스 담당자가 수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교체 부품이나 혹은 결함이 있는 
구성 요소를 수리하기 위한 서비스 (위에서 명시된 해당 부품 및 서비스 보증 기간 
동안에)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2) 해당 제품을 대체하거나 혹은 그 제품 구입 가격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에 대한 번사에 대항하는 구매자의 
변상은, 보증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번사의 자유 재량에 따라 이 
보증서에 명시된 대로 수리 혹은 대체로 제한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익의　상실, 판매의　상실, 제품 사용의 상실, 구매자의 고객들의 
클레임, 자본 비용, 영업　정지　시간, 대체 제품이나 대체　시설 혹은 대체 서비스　
비용，기타 특별한，　부수적　혹은　결과적 손상들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이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다른 손상 혹은 손해에 대해 번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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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조립 부속품

 1 37419.1000 1 물통, 부뢰(Float)/밸브

 2 36264.0000 1 물통, 31 ml(46 oz.)

 3 39446.0000 1 가이드/부뢰 조립 부품

 4 36378.0001 2 밸브, 체크 DW 10

 5 36379.0000 1 밸브, 체크 DW 11

 6 37521.0000 1 키트, 스프레이헤드/실 조립 부품

 7 37520.0000 1 물받이 및 받침대 조립 부품(MCP) 
  37520.0001 1 물받이 및 받침대 조립 부품(MCA)

  8 37495.1000 1 주입 덮개 조립 부품(데칼 포함) 

 9 36717.1002 1 포드 홀더 조립 부품(검정색) 
  36717.1003 1 포드 홀더 조립 부품(파란색)

 10 34466.0000 5 고무 발( .5” OD x .25”)

 11 39182.0000 1 오르피스, 급수 튜브 120V

 12 39216.0000 1 스크린 필터 120V

 13 38414.0000 1 스트레이너/급수량 조절 조립  
    부품 230V

 14 00310.0000 1 튜브 조립 부품, 23VGFEWRPO 0V

 15 22300.0222 1 스트레이너/급수량 조절조립 부품    
    (초기 모델)

 16 36891.0000 1 데칼, 조절판(MCA) 
  36534.0000 1 데칼, 조절판(MCP)

 17 37092.0001 1 데칼, 탈착 5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