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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N-O-MATIC사  사용  제품  보증서  

BUNN-O-MATIC사(“BUNN”)은  자사가  제작한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증합니다:

1) 보온병, 커피 머신, 디캔터, GPR 서버, 아이스 티/커피 디스펜서 포드 커피 머신 및
 Thermofresh 서버(기계식 및 디지털식) – 부품 1년, 보증 수리 1년 

2) 기타 모든 장비 – 부품 2년, 보증 수리 1년 및 아래 명시된 내용에 따른 추가 보

전자회로와 제어반 부품과 보증 수리 년

냉동기의 컴프레서 부품 년 보증 수리 년

c) 원래의 공장 체분석을 충족하도록 커피를 가는 커피 분쇄장비의 그라인딩 버(Grinding burrs) – 부품과 보증 
수리 4년 혹은 40,000 파운드 사용 기간 중 빨리 끝나는 기간의 시점까지. 

 
보증기간은 BUNN을 설치한 일자로부터 시작되며, BUNN이 제작한 장비에는 상용제품으로써 제조 시의 재료와 기술 
상의 결함이나 하자가 없었고 해당 보증기간 동안 재료나 기술 상의 결함이나 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 보증서는 BUNN이 제작하지 않은 장비, 구성물 혹은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 BUNN이 판단하기에 잘못된 
사용, 방치, 개조, 잘못된 설치나 작동, 잘못된 관리나 수선, 훼손 및 사고로 인해 손상된 장비, 구성물, 부품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보증서는 구매자가1) 본 보증서에서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 클레임이 있다면 전화 (217) 529-6601를 통해서나 
Post Office Box 3227, Springfield, Illinois 62708-3227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2) BUNN이 요청할 경우, 정식 BUNN 
서비스 센터로 결함이 있는 장비를 선불로 선적해 주시며, 3) 결함이 있는 장비가 본 보증서의 적용을 받는 보증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BUNN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상기의 보증서는 유일한 보증서이며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어떤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하여 어떤 다른 
서면상이나 구두상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보증을 대신합니다. 
BUNN의 대리점, 판매자, 직원들은 본 보증서를 변경하거나 BUNN에 대한 구속력을 지닌 추가적인 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개인이 구두상으로나 서면상으로 진술한 내용은 보증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을 신뢰하거나 
따라서는 안 됩니다. 
 
BUNN이 전적인 재량으로 그 장비가 본 보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BUNN은 단독 선택에 따라 
장비의 보증기간 동안 1) 무료로 부품을 교체해 주거나 보증 수리를 제공하여 결함 있는 구성물을 수선(상기에 명시된 
해당 부품과 보증 수리 보증기간 동안)해 주거나 2) 그 장비를 교환해 주거나 장비의 구매 가격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단 이 때 장비에 대한 수선은 BUNN의 정식 서비스 대리점이 제공합니다. 
 
보증서에 따른 것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간에 본 장비의 판매로 인해 발생된 어떤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해 BUNN을 상대로 한 구매자의 구제책은 본 보증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BUNN의 전적인 선택으로 장비의 
수선, 교체, 환불로 제한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BUNN은 이익 상실, 판매기회 상실, 장비를 사용 못함으로 인한 손실, 구매자의 고객의 클레임, 자본 
비용, 작동하지 않는 시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대체 장비나 설비 혹은 서비스 비용, 기타 특수하거나 부수적이거나 
결과적 손해 등을 포함한 다른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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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유럽 인증) 요건
• 이기기는훈련된자가관리 감독할수있는공간에설치되어야합니다.
• 기기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는, 섭씨 5도에서 35도이내의공간에설치되어야합니다.
• 안전한작동을위해기기를 10도이상기울여서는안됩니다.
• 전기기술자는모든해당지역및국가의규정에따라전기관련서비스를제공해야합니다.
• 물분사기로 기기를세척해서는 안됩니다.
•  기기의 안전한 작동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연관된 위험을 이해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기 및 케이블은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장애를 지녔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18세 이상의 성인은, 기기의 
안전한 작동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연관된 위험을 이해하는 경우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전원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 및 인증된 서비스 담당자가 그들이 
판매하는 특정 케이블로 직접 교체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세척을 위해 기기를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세척 및 기기 보수는 교육을 수료한 18세 이상의 성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기는 일반 가정 및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상점, 사무실, 및 기타 근무 장소의 직원용 키친 공간에서;
  - 호텔, 모텔 및 기타 레지던스 타입의 공간에서 고객용으로;
  - B&B 형태의 공간에서.
• 이 기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공간 접근은 인증된 서비스 담당자만허용 가능.
• A 가중 소음 레벨이 70데시빌 이하.

북미 요건
• 이기기는훈련된자가관리 감독할수있는공간에설치되어야합니다.
• 기기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서는, 화씨 41도에서 95도 (섭씨 5도에서 35도) 
이내의공간에설치되어야합니다.
• 안전한작동을위해기기를 10도이상기울여서는안됩니다.
• 전기기술자는모든해당지역및국가의규정에따라전기관련서비스를제공해야합니다.
• 물분사기로 기기를세척해서는 안됩니다.
• 기기의 안전한 작동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연관된 위험을 이해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기 및 케이블은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장애를 지녔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18세 이상의 성인은, 기기의 
안전한 작동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연관된 위험을 이해하는 경우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전원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 및 인증된 서비스 담당자가 그들이 
판매하는 특정 케이블로 직접 교체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세척을 위해 기기를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세척 및 기기 보수는 교육을 수료한 18세 이상의 성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기는 일반 가정 및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상점, 사무실, 및 기타 근무 장소의 직원용 키친 공간에서;
  - 호텔, 모텔 및 기타 레지던스 타입의 공간에서 고객용으로;

• 서비스 공간 접근은 인증된 서비스 담당자만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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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ITCB-DV/ITCB-DV HV
본 제품을 사용하여 준비된 디스펜서 혹은 리저버에 커피 또는 차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120V 혹

은 120/208V-120/240V에서 사용 가능하며(특별사양의 경우 데이터표시판을 참조하십시오), 보조 온수 
수도꼭지를 제품 앞면 혹은 좌우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ITCB HV TWIN
본 제품은 기계의 좌우 중 한쪽의 디스펜서 혹은 리저버에 차 또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으며, 보

조 온수 수도꼭지를 제품 앞면 혹은 좌/우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반드시 실내의 견고한 카운터나 선반 위에 서사용해야 합니다.

본 Infusion 시리즈는 BrewWISE, CDBC, Tea Brewers의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담았습니다. ITCB는 레시피 세팅방식으로 차와 커

피를 모두 추출할 수 있으며, 디지탈 판독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LCD가 장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커피의 Smart Funnel 옵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차 프로그래밍에서 일반(regular)혹은 급속(quick) 추출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
타 기능으로는, 프리인퓨전(Pre-Infusion), 펄스추출(Pulse brew), 급속/표준추출(Quick and Standard brew), BrewWISE, 에너지 절약모

드(Energy Saving Mode), BUNNLink호환(BUNNLink Compatible), Smart Reader 호환, 신선도 타이머(Freshness Timer), 위생알림(Sanitation Alarm),  
스위트너 재료부족 알리미(Sweetener with low product detection) 등이 있습니다. 

목차
보증서 ....................................................................................2
소개 .......................................................................................4
사용자 주의표시 .......................................................................5
전기적 요건(ITB/ITCB-DV) ...............................................................6
전기적 요건(ITCB-DV HV/TWIN) .........................................................7
배관 요건/ 옵셔널 스위트너 ........................................................8
작동 조절 ................................................................................9
최초 설치 ...............................................................................10
차 추출 ..................................................................................11
커피 추출 ...............................................................................12
청소 / 탱크 배수 ......................................................................13
옵셔널 스위트너(Optional Sweetener) 살균세척 ....................................14
프로그래밍  ............................................................................15

ITB .......................................................... 120V Infusion Tea Brewer/120볼트 인퓨전 티 추출기

ITBA ................................................................................ 220-240 Volt Brewer볼트 추출기

ITB-DD .................................................................................... Dual Dilution/ 듀얼 딜루션

ITB-LP ................................................................................ Low Profile Machine/ 소형 기계

ITCB-DV ...................................................................................... Dual Voltage / 이중전압

ITCB-DV HV ............................................................ Dual Voltage High Volume/ 이중전압 대용량

ITCB-C-DV ........................................... Dual Voltage Brewer for Canada/ 캐나다용 이중전압 추출기

ITCBA .......................................................................... 220-240 Volt Brewer/ 230볼트 추출기

ITCBB .............................................................................. 200 Volt Brewer/ 200볼트 추출기

TWIN ............................................................................ 2 Brew Stations / 추출대 2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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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주의표시
아래에서 본 제품과 매뉴얼에 있는 주의표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고 준수하시기 바랍
니다. 제품에 부착된 주의표시 라벨은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읽기 어렵거나 손상된 라벨은 
교체하여 주십시오.

경고

뜨거운액체

이장비는국제코드위원회의국제배관규정과미국식약청

의매뉴얼의시대로, 연방, 주, 

지역규정에따라적절한역류방지장치와함께설치되어야

합니다. 

미국이외의국가에서설치되는모델은현지의해당배관/위

생규정을따라야합니다.

경고:
• 회로에과부하가걸리지않도록하십시오.
• 항상전기적으로새시를접지시키십시오.
• 플러그나코드를변형시키지마십시오.
• 국가및현지전기규정을준수하십시오.
• 가연성물질을가까이두지마십시오.

이를준수하지않는다면장비가손상되거나화
재및감전사고의위험이있습니다.

이제품을사용하기전에전체사
용설명서를필독하십시오.

00986.0000F  10/07   ©1994  Bunn-O-Matic Corporation

PN: 00658.0000G  02/08  © 1985 BUNN-O-MATIC CORPORATION

경고:

아래의경우디켄터를버리
십시오:

  깨졌을경우
  금이갔을경우
  끓어서건조된경우 
  빈채로가열된경우
  고열에서사용된경우또는
  전기요소에노출된경우.퍼널내용물이뜨꺼

우니주의하십시오.

본제품을사용하시기전에전체사용설명서를

필독하십시오. 

그렇지않으면사고의위험이있습니다.

감전의위험을줄이기위해뚜껑을제
거하거나열어두지마십시오. 
장비내부에는사용자가수리할수있
는부품이없습니다. 
정식서비스요원만수리할수있습니다.

경고

경고

퍼널을천천히
꺼내십시오.

39175.0000A  05/06   ©2006 Bunn-O-Matic Corporation

이장비는국제코드위원회의국제배관규정과미국식약청의
매뉴얼의시대로, 연방, 주, 지역규정에따라적절한역류방 
지장치와함께설치되어야합니다. 

미국이외의국가에서설치되는모델은현지의해당배관

위생규정을따라야합니다.

!   WARNING

경고:!
제품을전원에연결하거나온도기능
을켜기전에탱크에물을채
우십시오 
정격하중을감당할수있도록적
절히보호된서킷을사용하셔야합니다 
국가/지역전기규정을준수하십시오 
가연성물질옆에두지마십시오.

상기규정을준수하지않는경우, 제품손상, 
화재, 충격의위험이있습니다

본제품을사용하기전에전체작동
매뉴얼을읽으십시오.

본제품은전원에연결되면언
제라도가열됩니다. 

00831.0000F  3/98   ©1998  BUNN-O-MATIC CORPORATION

화재위험. UL리스트된그라운딩타입부
착플러그를사용하십시오/ rated 
125/250 Vac.30A, 1phase, 4컨덕터 / 
플러그는자격있는서비스직원에의
해서선택되고설치되어야합니다.

38125.0000A  04/05  © 2005  Bunn-O-Matic Corporation

경고: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원 코드를 
01699.0000으로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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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연결(모든 모델)

주의 – 올바르지 않은 전기적 설치는 전기 부품을 손상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손상은 보증에서 제
외됩니다.

1. 반드시 전기기사가 전기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3. (3과 9번은 DV모델에만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닛전압을 

선택하십시오.
4. 전압계를 사용하여, 전압과 전원의 각도선에 대한 컬러코딩(color coding)을 확인하십시오.
5. 전면판넬을 제거하여 단자판(terminal block)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6. 전원코드를 스트레인릴리프에 넣고 단자판에 연결시키십시오.
7.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원코드를 단자판에 연결합니다.
8.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현장의 배선 단자판의 전압을 확인하십시오.
9. 전압 스위치를 올바른 위치에 놓고 억세스판넬을 원위치에 놓습니다. 
10. 나중에 배관을 연결해야 할 경우, 추출기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배관이 이미 연결되

었다면, 추출기는 최초 설치를 진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적 요구조건 ITB & ITCB-DV

DUAL VOLT TOGGLE 
SWITCH

5

ELECTRICAL HOOK-UP (All Models)

CAUTION – Improper electrical installation will damage electronic components. Damage caused by incor-
rect electrical connections is not covered by warranty.

1. An electrician must provide electrical service.
2. Determine the available on-site electrical service.
3. (Steps 3 & 9 apply to DV models only) Select the desired unit voltage based on the available on-site elec-

trical service.
4. Using a voltmeter, check the voltage and color coding of each conductor at the electrical source.
5. Remove the back panel to gain access to the terminal block.
6. Feed the power cord through the strain relief and connect it to the terminal block(s).
7. Connect the power cord to the terminal block as shown.
8. Before proceeding, verify the voltage at the field wiring terminal block.
9. Set voltage switch to the appropriate position and replace the access panel.
10. If plumbing is to be hooked up later be sure the brewer is disconnected from the power source.  If plumb-

ing has been hooked up, the brewer is ready for Initial Set-Up.

ELECTRICAL REQUIREMENTS ITB & ITCB-DV

WARNING - The brewer must be disconnected from the power source until specified.

WARNING - The power cord must be UL Listed, Flexible Cord Type SO, SJO, SJTO, HSJO or SJOW, Rated 90° 
C, and the attachment plug cap must be UL Listed, in order to avoid a hazard. The Power Supply Cord must 
be at least 3 feet long and maximum 6 feet long (measured from Strain Relief to end of the Attachment 
Plug Cap).

ITB - 120V models require 2-wire, grounded service rated 120 volts AC, 15 amp, single phase, 60Hz.

Refer to Data Plate on the Brewer, and local/national electrical codes to determine circuit 
requirements.

N

L1

G

L2 RED L2 RED POWER CORD

WHITE

GREEN

NEUTRAL
L1 BLACK

WHITENEUTRAL

L2

L1 BLACK

WHITE

NEUTRAL
L1 BLACK

N

L1

G

POWER CORD

GREEN

WHITENEUTRAL

L1 BLACK

L2 RED L2 RED
L2

L1 BLACK
L1

G

POWER CORD

GREEN

L1 BLACK

120/208-240V 3 WIRE + GROUND 120V 2 WIRE + GROUND

240V 2 WIRE + GROUND ITCB DV
ONLY

L2 RED NEUTRAL BLUE
N

L1 BLACK
L1

G

POWER CORD

GREEN/YELLOW

L1 BROWN

220-240V 2 WIRE + GROUND

36748.3 041714

 “Optional Field Wiring ratings are located on the machine near the dataplate.”

경고 - 추출기는 전원을 켜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반드시전원을 꺼두어야 합니다.

경고 - 전원코드는 반드시 UL에 리스트 되어 있어야 하며,  유연한 코드타입으로 SO, SJO, SJTO, HSJO 또는 
SJOW, Rated 90° C이어야 하며, 부착플러그캡(attachment plug cap)은 반드시 UL리스트 되어야 안전사
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코드는 길이가 최소 3ft가 되어야 하고, 최대 6ft를 넘어서는 
안됩니다.(부착 플러그캡 끝부터 스트레인릴리프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ITB - 120V 모델은 2개의 전선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사양: rated 120 volts AC, 15 amp, single phase, 60Hz.

추출기의 데이터 표지판, 현지 /국가 전기규정을 참조하여 회로요건을 결정하십시오. 

N

L1

G

L2 RED L2 RED POWER CORD

WHITE

GREEN

NEUTRAL
L1 BLACK

WHITENEUTRAL

L2

L1 BLACK

WHITE

NEUTRAL
L1 BLACK

N

L1

G

POWER CORD

GREEN

WHITENEUTRAL

L1 BLACK

L2 RED L2 RED
L2

L1 BLACK
L1

G

POWER CORD

GREEN

L1 BLACK

120/208-240V 3 WIRE + GROUND 120V 2 WIRE + GROUND

240V 2 WIRE + GROUND ITCB DV
ONLY

N BLUE NEUTRAL BLUE
N

L1 BROWN
L1

G

POWER CORD

GREEN/YELLOW

L1 BROWN

220-240V 2 WIRE + GROUND

54141 00000

“현장 정격배선 선택사양은 기계의 데이터 표지판 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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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연결(모든 모델)

주의 – 올바르지 않은 전기적 설치는 전기 부품의 손상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손상은 보증에서 제
외됩니다.

1. 반드시 전기기사가 전기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전기 서비스를 확인하십시오.
3. (3과 9번은 DV모델에만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닛전압을 

선택하십시오.
4. 전압계를 사용하여, 전압과 전원의 각도선에 대한 컬러코딩(color coding)을 확인하십시오.
5. 전면판넬을 제거하여 단자판(terminal block)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6. 전원코드를 스트레인릴리프에 넣고 단자판에 연결시키십시오.
7.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전원코드를 단자판에 연결합니다.
8.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현장의 배선 단자판의 전압을 확인하십시오.
9. 전압 스위치를 올바른 위치에 놓고 억세스판넬을 원위치에 놓습니다. 
10. 나중에 배관을 연결해야 할 경우, 추출기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배관이 이미 연결되

었다면, 추출기는 최초 설치를 진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적 요구조건 ITCB-DV HV & TWIN

DUAL VOLT TOGGLE 
SWITCH

6

ELECTRICAL HOOK-UP (All Models)

CAUTION – Improper electrical installation will damage electronic components. Damage caused by incor-
rect electrical connections is not covered by warranty.

1. An electrician must provide electrical service.
2. Determine the available on-site electrical service.
3. (Steps 3 & 9 apply to DV models only) Select the desired unit voltage based on the available on-site elec-

trical service.
4. Using a voltmeter, check the voltage and color coding of each conductor at the electrical source.
5. Remove the front panel to gain access to the terminal block.
6. Feed the power cord through the strain relief and connect it to the terminal block.
7. Connect the power cord to the terminal block as shown.
8. Before proceeding, verify the voltage at the field wiring terminal block.
9. Set voltage switch to the appropriate position and replace the access panel.
10. If plumbing is to be hooked up later be sure the brewer is disconnected from the power source. If plumb-

ing has been hooked up, the brewer is ready for Initial Set-Up.

ELECTRICAL REQUIREMENTS ITCB-DV HV & TWIN

DUAL VOLT 
TOGGLE SWITCH

WARNING - The brewer must be disconnected from the power source until specified.

WARNING - The power cord must be UL Listed, Flexible Cord Type SO, SJO, SJTO, HSJO or SJOW, Rated 90° C, 
and the attachment plug cap must be UL Listed, in order to avoid a hazard. The Power Supply Cord must be at 
least 3 feet long and maximum 6 feet long (measured from Strain Relief to end of the Attachment Plug Cap).

ITCB HV TWIN - requires 3-wire, grounded service rated 120/208-240 volts AC, 30 amp, single phase, 
60Hz.

ITCB-DV HV - 120V models require 2-wire, grounded service rated 120 volts AC, 15 amp, single phase, 
60Hz. or 3-wire, grounded service rated 120/208-240 volts AC, 20 amp, single phase, 60Hz.

Refer to Data Plate on the Brewer, and local/national electrical codes to determine circuit 
requirements.

N

L1

G

L2 RED L2 RED POWER CORD

WHITE

GREEN

NEUTRAL
L1 BLACK

WHITENEUTRAL

L2

L1 BLACK

WHITE

NEUTRAL
L1 BLACK

N

L1

G

POWER CORD

GREEN

WHITENEUTRAL

L1 BLACK

L2 RED L2 RED
L2

L1 BLACK
L1

G

POWER CORD

GREEN

L1 BLACK

120/208-240V 3 WIRE + GROUND 120V 2 WIRE + GROUND

240V 2 WIRE + GROUND

ITCB-DV HV

L2 RED NEUTRAL BLUE
N

L1 BLACK
L1

G

POWER CORD

GREEN/YELLOW

L1 BROWN

230V 2 WIRE + GROUND

ITCB-DV HV & TWIN ITCB-DV HV ONLY

Terminal
Block

ITCB-DV HV TWIN

36748.3 041714

 “Optional Field Wiring ratings are located on the machine near the dataplate.”
경고 - 추출기는 전원을 켜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반드시 전원을 꺼두어야 합니다.

경고 - 전원코드는 반드시 UL에 리스트 되어 있어야 하며,  유연한 코드타입으로 SO, SJO, SJTO, HSJO 또는 
SJOW, Rated 90° C이어야 하며, 부착플러그캡(attachment plug cap)은 반드시 UL리스트 되어야 안전사
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코드는 길이가 최소 3ft가 되어야 하고, 최대 6ft를 넘어서는 
안됩니다.(부착플러그캡 끝부터 스트레인릴리프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ITCB HV TWIN – 전선 3개 필요. 서비스 사양: rated 120/208-240 volts AC, 30 amp, single phase, 60Hz.
ITCB-DV HV - 120볼트 모델은 전선 2개 필요. 서비스 사양: rated 120 volts AC, 15 amp, single phase, 60Hz. 또

는 전선 3개와 서비스 사양: rated 120/208-240 volts AC, 20 amp, single phase, 60Hz.

추출기의 데이터 표지판, 현지 /국가 전기규정을 참조하여 회로요건을 결정하십시오. 

N

L1

G

L2 RED L2 RED POWER CORD

WHITE

GREEN

NEUTRAL
L1 BLACK

WHITENEUTRAL

L2

L1 BLACK

WHITE

NEUTRAL
L1 BLACK

N

L1

G

POWER CORD

GREEN

WHITENEUTRAL

L1 BLACK

120/208-240V 3 WIRE + GROUND 120V 2 WIRE + GROUND

ITCB-DV HV

6

ELECTRICAL HOOK-UP (All Models)

CAUTION – Improper electrical installation will damage electronic components. Damage caused by incor-
rect electrical connections is not covered by warranty.

1. An electrician must provide electrical service.
2. Determine the available on-site electrical service.
3. (Steps 3 & 9 apply to DV models only) Select the desired unit voltage based on the available on-site elec-

trical service.
4. Using a voltmeter, check the voltage and color coding of each conductor at the electrical source.
5. Remove the front panel to gain access to the terminal block.
6. Feed the power cord through the strain relief and connect it to the terminal block.
7. Connect the power cord to the terminal block as shown.
8. Before proceeding, verify the voltage at the field wiring terminal block.
9. Set voltage switch to the appropriate position and replace the access panel.
10. If plumbing is to be hooked up later be sure the brewer is disconnected from the power source. If plumb-

ing has been hooked up, the brewer is ready for Initial Set-Up.

ELECTRICAL REQUIREMENTS ITCB-DV HV & TWIN

DUAL VOLT 
TOGGLE SWITCH

WARNING - The brewer must be disconnected from the power source until specified.

WARNING - The power cord must be UL Listed, Flexible Cord Type SO, SJO, SJTO, HSJO or SJOW, Rated 90° C, 
and the attachment plug cap must be UL Listed, in order to avoid a hazard. The Power Supply Cord must be at 
least 3 feet long and maximum 6 feet long (measured from Strain Relief to end of the Attachment Plug Cap).

ITCB HV TWIN - requires 3-wire, grounded service rated 120/208-240 volts AC, 30 amp, single phase, 
60Hz.

ITCB-DV HV - 120V models require 2-wire, grounded service rated 120 volts AC, 15 amp, single phase, 
60Hz. or 3-wire, grounded service rated 120/208-240 volts AC, 20 amp, single phase, 60Hz.

Refer to Data Plate on the Brewer, and local/national electrical codes to determine circuit 
requirements.

N

L1

G

L2 RED L2 RED POWER CORD

WHITE

GREEN

NEUTRAL
L1 BLACK

WHITENEUTRAL

L2

L1 BLACK

WHITE

NEUTRAL
L1 BLACK

N

L1

G

POWER CORD

GREEN

WHITENEUTRAL

L1 BLACK

L2 RED L2 RED
L2

L1 BLACK
L1

G

POWER CORD

GREEN

L1 BLACK

120/208-240V 3 WIRE + GROUND 120V 2 WIRE + GROUND

240V 2 WIRE + GROUND

ITCB-DV HV

L2 RED NEUTRAL BLUE
N

L1 BLACK
L1

G

POWER CORD

GREEN/YELLOW

L1 BROWN

230V 2 WIRE + GROUND

ITCB-DV HV & TWIN ITCB-DV HV ONLY

Terminal
Block

ITCB-DV HV TWIN

36748.3 041714

 “Optional Field Wiring ratings are located on the machine near the dataplate.”

ITCB-DV HV & TWIN ITCB-DV HV ONLY

Terminal
Block

ITCB-DV HV TWIN

54141 00000

 “현장 정격배선 선택사양은 기계의 데이터표지판 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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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 스위트너
감미료 라인을 “SWEETNER”라고 표시된 추출기 뒷면의 피팅에 연결하십시오.
NOTE: 감미료의 작동 범위는 25-60psi, 35psi 가 적당합니다.

배관 요건

이 추출기는 1/2˝이상 공급관으로부터 20psi에서 90psi 사이(0.138 ~ 0.620 mPa) 수압으로 작동하는 냉
수설비와연결해야 하며, 추출기 앞쪽의 공급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압이 90 psi(0.620 
mPa)를 넘을 경우에는 공급관에 수압 조절기를 설치하여 수압을 50 psi(0.345 mPa)로 낮추도록 합니
다. 워터인렛피팅은 .75-11.5 NH(HOSE THREAD)로 맞춥니다.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1/4˝ 플레어피팅(Twins
제품의 경우 3/8˝플레어)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엘보어뎁터가 제공됩니다.  Bunn-O-Matic를 사용하는 
경우, 역삼투수나 탈이온수 공급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필수: 냉수공급선의 유량 
1.25 gpm (4.73 lpm)

NOTE - Bunn-O-Matic은 1⁄2"의 물공급관의 모든 설치에 3⁄8" 구리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송수관
의 관을 단단하게 감으면, 조리대를 청소하기 위해 추출기를 옮기기 용이합니다. Bunn-O-Matic은 추출
기 설치 시 새들밸브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장치의 공급선 구멍의 크기와 모양
은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국제코드위원회의 국제배관규정과 미국 식약청의 식품법 매뉴얼의 지시대로, 연방, 
주, 지역 규정에 따라 적절한 역류방지 장치와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 설치
되는 모델은 현지의 해당 배관/위생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배관 연결
1. 추출기 뒷면의 피팅에서 배송마개를 제거하십시오.
2. STANDARD MODELS(표준 모델): 엘보우어셈블리를 추출기 뒷면의 .75-11.5 NH(HOSE THREAD) 피팅에 
단단히 부착하십시오.
 TWIN MODELS(트윈 모델): 튜브어셈블리(부품박스 들어있음)를 물 공급선에 단단히 부착하십
시오. 엘보우어셈블리 를 추출기 뒷면의 .75-11.5 NH(HOSE THREAD)피팅에 단단히 부착하십시오. 튜브어
셈블리를 엘보우와 연결하십시오.
3. 물 공급선을 씻어내고 어뎁터엘보우에 단단히 부착하십시오.
4. 물 공급을 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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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FUNCTION(기능)스크린스위치
왼쪽: 프로그래밍하는 동안 디스플레이 화면에 (NO/-)를 선택할 때 누릅니다.

센터: 프로그래밍하는 동안 디스플레이 화면에 (DONE)을 선택할 때 누릅니다.

권리: 프로그래밍하는 동안 디스플레이 화면에 (YES/+)를 선택할 때 누릅니다.

ITB, ITCB-DV & HV

C

ITCB-TWIN HV

54141 00000

작동 조절

A. BREW(ON/OFF) 스위치 작동시키기
 ENABLE BREW (ON/OFF) 스위치 패드을 누르면 추출기의 ON/OFF를 교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출
되는 도중에 패드를 누르면, 물 공급이 차단되어 추출 사이클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도중 이 패드를 누르면, 작업 중이던 셋업이 중단되며 초기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B. 프로그래밍(왼쪽)
 이 숨겨진 패드는 프로그래밍 모드 사용 중에 기능 리스트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C. BREW(A,B,C)와 FUNCTION(기능)
ENABLE BREW가 ON 상태이고 추출기가 초기 화면 상태에 있을 때 (프로그래밍 모드가 아니라), 이 

패드를 짧게 눌렀다 떼면 추출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프로그래밍 모드에 있을 때 이 패드를 사용하
면 추출기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D. 프로그래밍(오른쪽)
 이 패드를 누르고 있으면 프로그래밍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모드에 들어간 상
태에서 이 패드를 눌렀다 떼면 각 기능을 단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 배치 선택 패드
 Half 또는 Full 패드를 눌러 추출되는 제품의 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추출 사이클이 시작
되고 난 후에 다른 패드(Half 또는 Full) 를 눌러도 이미 진행 중인 추출배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선
택된 배치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시에 본 패드를 사용하면 배치사이즈 세팅을 조
절할 수 있습니다. 

F. Function(기능) 스크린
 추출기의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이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G. FUNNEL(퍼널)감지 코일(ITCB ONLY)
 Smart Funnel핸들, 레시피 카드, ad 카드에서 정보를 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BREW
A

BREW
B

BREW
C

BREW
A

BREW
B

BREW
C

ENABLE BREW

I
O

ENABLE BREW

I
O

DBA F A

EE

G
C

G H
C

G

DB

C

A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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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널레일에 빈 퍼널을 넣습니다.
2. 퍼널 아래에 빈 서버를 넣습니다.
3. 추출기를 전원에 연결합니다. ON/OFF 스위치가 ON

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LED 불이 켜집니다).
4. 물이 탱크로 들어가고, 용량이 차면 멈출 것입니

다. 탱크 에 물이 차는 동안에 화면에는 “PLEASE 
WAIT...TANK FILLING” 라고 표시됩니다.

5. 탱크 내의 물이 적절한 온도로 데워질 때까지 약 
20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화면에는 “READY  TO BREW...WATER TEMP: 205°” 라
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퍼널에서 소량의 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팽창 때문에 생기는 현상
이며 추후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수도꼭지가 장착된 모델: 수도꼭지 아래에 작은 
용기를 놓은 후 수도꼭지 핸들을 여십시오. 탱크
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리면 용기를 치우십시오.

7. 물의 용량과 유량 설정은 제품공장에서 미리 설
정되어 나옵니다. 용량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 
경우 프로그래밍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8. 이제 추출기는 사용준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차 
추출과 커피 추출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설정된 레시피 보기
1. ON/OFF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LED 불이 꺼집니다).
2. BREW A를 누른 상태로 있으면, 화면에 BREW A에 지정된 레시피의 명칭과 “SWITCH NOT ON”이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이는 ON/OFF 스위치가  OFF 상태인 동안에는 추출을 시작할 수 없다는 표시입니
다.
3. BREW B와 BREW C에 2번과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4. (Twins에만 해당) 1~3번의 절차를 다른 편에도 시행합니다.
5 반드시 "ENABLE BREW ON/OFF" 스위치가 OFF상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왼쪽 편의 히든버튼을 계
속 누르고 있으면 기계의 제품번호(assent number)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 ANXXXXXX...ASSET NUMBER. 이 
화면이 보이면 누르고 있던 왼쪽의 히든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6. 약 5초가 지나면, 화면에 ITCBXXXXXXX. 라는 표시가 나타나며, 이 번호가 기계의 시리얼번호
(serial number)입니다.

최초 설치

-1000 213.8 101.0 200 93.3
-500 212.9 100.5 200 93.3

0 212.0 100.0 200 93.3
500 211.1 99.5 200 93.3

1000 210.2 99.0 200 93.3
1500 209.3 98.5 200 93.3
2000 208.4 98.0 200 93.3
2500 207.4 97.4 200 93.3
3000 206.5 96.9 199 92.8
3500 205.6 96.4 198 92.2
4000 204.7 95.9 197 91.7
4500 203.8 95.4 196 91.1
5000 202.9 94.9 195 90.6
5500 201.9 94.4 195 90.6
6000 201.0 93.9 194 90.0
6500 200.1 93.4 193 89.4
7000 199.2 92.9 192 88.9
7500 198.3 92.4 191 88.3
8000 197.4 91.9 190 87.8
8500 196.5 91.4 189 87.2
9000 195.5 90.8 188 86.7
9500 194.6 90.3 187 86.1
10000 193.7 89.8 186 85.6

고도

(Feet)

물의 비등점

° F          ° C

권장 수온

° F          ° C

추출 수온의 공장 설정값은 205℉ (96.1℃)입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물이 끓을 수 있으므로 
온도 설정을 낮추어야 합니다. 
추출 수온을 다시 조정하는 경우 이 도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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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BREWING - 차 추출
1. 매번 추출 사이클을 시작할 때에는 깨끗하고 빈 추출퍼널과 서버를 사용하십시오. (서버 뚜껑
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BUNN 필터를 퍼널 안에 넣으십시오.
3. 신선한 차잎 패킷을 필터 안에 넣습니다. 물 3갤론당 3~5온스의 차를 넣는 것이 적당합니다.
4. 넣은 차잎의 바닥층까지 부드럽게 저어 높이를 조정합니다.
5. 퍼널이 멈출 때까지 퍼널레일에 밀어넣습니다. 듀얼딜루션 모델의 경우, 퍼널핸들을 좌 또는 
우로 회전시켜 퍼널이 리저버에서 빠지도록 조정하십시오.
6. ON/OFF는 반드시 ON상태가 되도록 하시고, 배치사이즈를 선택하십시오.
7. 선택한 BREW스위치를 살짝 눌렀다 떼십시오. BREW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추출 사이클이 시
작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a. SWITCH NOT ON - ON/OFF 는 반드시 ON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b.  BREW TEMPERATURE TOO LOW – 물이 적정 온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BREW LOCKOUT 

옵션을  취소하십시오.
 c. CHECK FUNNEL – 퍼널을 꺼내서 이미 사용한 차잎을 비우고 새 차잎으로 교체하십시오.
 d. DISABLED - 다른 추출 스위치나 배치사이즈를 선택하십시오.
8. 만약 위 메세지 중 하나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화면에 NOW BREWING 이라는 메세지와 함께 추
출 사이클의 잔여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9. 추출 과정에 이어서, DRIPPING 이라는 메세지와 함께 퍼널팁에서 차방울이 더이상 떨어지지 않
을 때까지의 잔여 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10. 드리핑이 완전히 끝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면, 추출퍼널을 꺼내어 차잎과 필터를 버립니다.

COFFEE BREWING - 커피 추출 (ITCB/HV 에만 해당)
SMART FUNNEL과 ND G9-2T DBC 그라인더가 없는 경우:
1. 매번 추출 사이클을 시작할 때에는 깨끗하고 빈 추출퍼널을 사용하십시오.
2.  BUNN필터를 퍼널 안에 넣으십시오.
3. 신선한 커피를 필터 안에 붓고, 커피 바닥층까지 부드럽게 저어 높이를 조절합니다.
4.  퍼널이 멈출 때까지 퍼널레일에 밀어넣습니다.
5.  빈 서버를 퍼널 아래에 놓으십시오.
6.  ON/OFF는 반드시 ON상태가 되도록 하시고, FULL 배치사이즈를 선택하십시오.
7.  선택한 BREW 스위치를 살짝 눌렀다 떼십시오. BREW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추출 사이클이 시
작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a. SWITCH NOT ON - ON/OFF 는 반드시 ON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b.  BREW TEMPERATURE TOO LOW – 물이 적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BREW LOCKOUT 

옵션을 취소하십시오.
 c. CHECK FUNNEL – 퍼널을 꺼내서 이미 사용한 커피가루를 비우고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d. DISABLED - 다른 추출스위치나 배치사이즈를 선택하십시오.
 e.  COFFEE FUNNEL? – 추출용량이 86.0 oz.(2.54 L)이 넘을 때 표시되며, 펄스추출(Pulse Brew)이 

비활성화됩니다. 올바른 퍼널이 맞는 위치에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BREW를 다시 
누르십시오.

8. 만약 위 메세지 중 하나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화면에 NOW BREWING 이라는 메세지와 함께 추
출사이클의 잔여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9. 추출 과정에 이어서, DRIPPING 이라는 메세지와 함께 퍼널팁에서 커피 방울이 더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의 잔여 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10. 드리핑이 완전히 끝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 이후에, 추출퍼널을 꺼내어 커피가루와 필터를 버리
도록 합니다.

SMART FUNNEL 과 G9-2T DBC or MHG 그라인더가 있는 경우: (ITCB/HV ONLY)
1. 그라인더의 스몰 배치사이즈를 선택하십시오. 
2. BUNN필터를 퍼널 안에 넣으십시오.
3. G9-2T DBC 또는 MHG with Smart Funnel 작동을 사용하여 Smart Funnel에 넣은 신선한 커피를갈고, 부드럽게 
저어서 커피가루의 높이를 조정하십시오. 54141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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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퍼널을 퍼널레일 안으로 밀어넣으십시오. 추출기가 퍼널핸들에 내장된 칩을 이용하여 커피의 
명칭과 가루의 사이즈를 인식할 것입니다. 
NOTE: 추출기는 그라인더 배치사이즈에 맞추어 추출 배치사이즈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GRINDER-그라인더 BREWER-추출기
  Small - 소 Half Batch - 해프배치
  Medium - 중 Full Batch - 풀배치
  Large - 대 *Full Batch - *풀배치

*만약 라지 그라인더배치를 선택하고 BREW 를 누르게 되면, “INCORRECT GRIND...BATCH SIZE WRONG” 
라는 메세지가 표시되고, 뒤이어 “PRESS BREW TO BREW ANYWAY” 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5. 퍼널 아래에 빈서버를 놓으십시오.
6. ON/OFF는 반드시 ON상태가 되도록 하십시오.
7. 선택한 BREW 스위치를 살짝 눌렀다 떼십시오. BREW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추출 사이클이 시작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a. SWITCH NOT ON - ON/OFF는 반드시 ON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b.  BREW TEMPERATURE TOO LOW - 물이 적정 온도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BREW LOCKOUT 옵션을 

취소하십시오.
 c. CHECK FUNNEL - 퍼널을 꺼내서 이미 사용한 커피가루를 비우고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d.  INCORRECT GRIND -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라지 배치가 갈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치사이즈와 

그라인드 무게를 확인하십시오.
8. 만약 위 메세지 중 하나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화면에 NOW BREWING 이라는 메세지와 함께 추출 
사이클의 잔여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9. 추출과정에 이어서, DRIPPING 이라는 메세지와 함께 퍼널팁에서 커피방울이 더이상 떨어지지 않
을 때까지의 잔여시간이 표시될 것입니다.
10. 드리핑이 완전히 끝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 이후에, 추출퍼널을 꺼내어 커피가루와 필터를 버
리도록 합니다.

CLEANING – 청소
CAUTION – ICED TEA BREWER를 매일 청소하고 위생처리 하십시오.
1. 추출퍼널 전체를 꺼내어 구석구석 세척하십시오. 퍼널팁과 스크린에 차잎이나 찌거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퍼널을 다시 조립하십시오.
2. 분무헤드를 꺼내어 깨끗이 헹구십시오. 모든 구멍은 반드시 열린 상태여야 하며, 어떠한 미네랄 
잔여물도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젖은 천으로 분무헤드 패널을 문질러 닦아내십시오.
NOTE – 분무헤드 위에 어떤 이물질이라도 쌓이게 된다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추출에 차질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고품질의 차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하여, 전용 청소도구(#38227.0000)를 사
용하여 매주 분무헤드를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육안으로 검사할 때에, 분 무헤드의 구멍에 빛이 통
과하고 깨끗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물의 얇은 막의 경우에는, 빛은 통과하더라도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a. 추출기에서 분무헤드를 꺼내십시오.
 b. 분무헤드 청소도구의 뾰족한 끝을 사용하여 구멍에 있는 미네랄 잔여물을 제거하십시오.
 c. 분무헤드 청소도구의 긴 끝을 피팅 안으로 집어넣고 여러번 돌려서 피팅의 미네랄 잔여물을 제
거합니다. 
3. Bunn-O-Matic 제품 표면을 청소할 때에는 순한 비연마성 액체세제로 헹군 젖은 천을 사용합니다. 
워터제트(Water jet)를 사용하여 본 제품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주의 – 추출된 ICED TEA를 밤새 두지 마십시오.  서버는 반드시 매일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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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 스위트너 살균세척
모든 모델:
1. B.I.B 컨테이너에서 모든 QCD(quick disconnect)를 꺼내십시오.
2.  적당한 통이나 버킷에 따뜻한 비눗물을 채우십시오 (140° F).
3.  모든 디스커넥트(기체 또는 액체)를 비눗물에 담근 후 뻣뻣한 나일론 브러쉬로 닦습니다. (
금속 브러쉬를사용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물로 씻어냅니다.
4.  수온 120° F에서 최소 유효염소 100ppm의 Kay-5(또는 동등한) 살균용액 5 갤론을 플라스틱 통
에 준비해 두십시오.
5.  살균용액에 담근 B.I.B. QCD’s를 헹구어 냅니다.
6.  각각의 B.I.B. disconnect(QCD’s)에 특별한 살균피팅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그와 같은 피팅을 구
할 수 없다면, 빈 B.I.B.백에서 피팅을 잘라내어 사용합니다. 이러한 피팅은“ disconnect”를 열어서 살균
용액이 잘 스며들도록 합니다.
7.  모든 B.I.B. disconnects(QCD’s)를 살균용액이 담긴 통에 넣으십시오.

스위트너가 장착된 모델:
8. 왼쪽의 히든스위치를 누른 채로 "SanitizeSweetnr?"라는 메세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YES" 
를 누르면, "CONTAINER READY?"라는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9. "YES"를 누르십시오. 용액이 딜루젼노즐로부터 몇 초간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10. 추출 스위치를 누르면 멈춥니다. "SOAKING"이라는 메세지와 함께 15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
다. 화면에는 "SOAP PURGE"라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11. 스페셜 살균피팅을 제거, B.I.B. disconnects(QCD’s)로부터 B.I.B. 피팅을 잘라내고 QCD피팅을 적합한 
B.I.B 컨테이너에 다시 연결하십시오.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시럽을다시 가져오는 프로세스를 시작
하게 됩니다.)
 a. 유닛 아래에 빈 차 디스펜서를 놓아둡니다.
 b. 퍼널레일 안에 빈 추출 바스켓을 놓아둡니다.
12. "START”를 누르십시오. 다음 화면에 "CONTAINER READY?"라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13. "YES"를 누르십시오. 딜루젼노즐에서 시럽이 잘 흘러나올 때까지 추출 사이클을 계속하십시
오.
14. 아무 추출 스위치나 누르시면 멈춥니다. 화면에 "SANITAION COMPLETE" 라고 표시되고, 초기화면
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위트너 설치키트가 제공되는모델:
8. 아래의 단계를 시행함으로서 추출 사이클을 시작하고 시스템에 살균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
 a. 비어있는 차 디스펜서를 유닛 아래에 두십시오.
 b. 비어있는 추출 바스켓을 퍼널레일 안에 두십시오.
 c. Sweet Tea를 위한 BREW 버튼을 누르십시오. (추출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d. 살균용액이 딜루젼노즐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추출 사이클을 계속하십시오.
 e. “Enable Brew on/off”버튼을 누르시면 추출 사이클이 멈추고, 다시 한번 누르면 추출 사이클이 
취소됩니다. 
 f. 살균제가 선 내부에 15분 남아있도록 합니다.
9. 스페셜 살균피팅을 제거, B.I.B. disconnects(QCD’s)로부터 B.I.B. 피팅을 잘라내고 QCD피팅을 적합한 
B.I.B 컨테이너에 다시 연결하십시오.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시럽을 다시 가져오는 프로세스를 시
작하게 됩니다.)
 a. 유닛 아래에 비어 있는 차 디스펜서를 놓아둡니다.
 b. 퍼널레일 안에 비어 있는 추출 바스켓을 놓아둡니다.
 c. Sweet Tea에 적합한 추출버튼을 누르십시오 (추출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d. 딜루젼노즐로부터 시럽이 잘 흘러나올 때까지 추출 사이클을 계속하십시오. 딜루전노즐
에서 시럽을 나오게 할 때까지 “a”부터 “d”의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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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B, ITCB-DV & 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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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추출기 앞면에 위치한 화면에 표시되는 메뉴를 조작함으로서, 추출온도, 추출용량, 딜루션용량, 
펄스추출 등의 다양한 변수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향의 차나 
커피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입력함으로서 추출기를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든 프로그래밍 스위치와 
brew/function 스위치를 사용하여 추출 프로세스의 세부사항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스위치
 프로그래밍 모드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보여주는 화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히든 프로그래밍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5개의 히든프 로그래밍 스위치가 추출기 세팅에 사용됩니다.

a) 오른쪽 프로그래밍(히든) 스위치 (디스플레이 화면 바로 오른쪽):  이 스위치는 프로그래밍 모
드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기능리스트를 앞쪽으로 훑어보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b) 왼쪽 프로그래밍(히든) 스위치 (디스플레이 화면 바로 왼쪽):  이 스위치는 기능리스트를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c) 왼쪽, 센터, 권리): 프로그래밍하는 동안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나는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사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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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TO BREW
WATER TEMP:  200°

MAIN SCREEN 으로 돌아갑니다

추출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은 조리법, 교정, 설정 및 서비스의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아래 설명된 기능스크린은 나타나는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각 스크린은 추출기의 다양한 기
능을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설명을 보여줄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중요 안내
-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 

 제품 앞면 스위치패널에 위치한 ON/OFF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언제라도 프로그래밍 모드에서 빠
져나갈 수있습니다. 이 때 디스플레이 화면은 MAIN SCREEN 으로 돌아갑니다.
 추출기를 셋업하는 동안, 1분 동안 5개의 프로그래밍 스위치 중 어떤 것도 누르지 않는 경우, 셋
업 중이던 프로그래밍 화면은 다시 MAIN SCREEN 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CALIBRATE FLOW 기능을 셋업하는 동안 추출기를 작동시킬 때와, SERVICE TOOLS/TEST OUTPUTS 기능에서 
추출/딜루션밸브를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분무헤드 아래에 컨테이너와 퍼널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
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MEMORY

  L
OC

K  
    

 U
NL

OC
K

프로그래밍 잠금 
스위치

 추출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화
면입니다. 화면에는 탱크 내의 수온이 표시되며, 
수온이 적절한 온도에 다다르면 화면은 HEATING 
에서 READY TO BREW 로 전환됩니다.

PROGRAMMING LOCKOUT SWITCH – 프로그래밍 잠금 
스위치 
ITCB-S/N ICB0007479 이전 모델의 경우 메모리모듈
보드에 위치하며, 그 이후 모델의 경우 메인컨
트롤보드에 위치합니다
ITB-메인컨트롤보드에 위치합니다

 이 스위치는 추출기의 프로그래밍 세팅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일단 모든 추출기 세팅이 프로그래밍되고 나
면, 작동 담당자는 이 스위치를 “ON”으로 돌려놓
아 다른 사람이 추후 세팅을 변경하는 것을 방
지할 수있습니다. 프로그램 메뉴에서 현재 세팅
을 볼 수 있지만, 어떤 변경도 불가능하게 됩니
다. 

NOTE: ITB- A,B ,C 스위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ITB ONLY

ITCB/HV

54141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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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SETTINGS SERVICERECIPES

<<       SELECT       >> <<       SELECT       >> <<       SELECT       >> <<       SEL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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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기능 - 순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