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HCTHD 터치 홀딩 캐비닛

원 지침 
설치, 조작, 유지보수 설명서
본 설명서는 새로우 정보와 모델 출시에 따라 업데이트된 것입니다. 최신 설명서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고객의 성장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부품번호: FRY_IOM_8197857  05/2020

*8197857*

원래 번역 지침    Korean/한국어 

주의
캐비닛 사용 전 지침을 읽으십시오.

향후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잘 보관해 두십시오.



안전 고지사항

n경고

장비의 작동, 설치 또는 유지보수 실시 전 본 설명서를 
철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산상 피해,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n주의

UHCTHD를 들어올릴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치의 
무게는 88.7Kg (195.6lb)입니다. 캐비닛을 취급하려면 
표준 안전 들기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3~4명이 
필요합니다.

n주의

올바르게 설치하고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UHCTHD
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n경고

가열된 표면과 접촉되지 않도록 UHCTHD의 설치, 조작 
또는 청소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n주의

UHCTHD는 실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장치를 작동할 때는 편평한 표면 위에 놓아야 합니다.

고지사항

보증 기간 중, 본 FRYMASTER 식품 서비스 장비를 위해 
FRYMASTER 또는 공인 정비 센터에서 직접 구매한 
새롭거나 재활용한 미개조 부품 외 부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부품이 원 구성을 개조한 부품일 경우, 
본 보증은 무효화됩니다. 또한, FRYMASTER 대리점 
및 그 계열사는 모든 개조 부품 및 비공인 서비스 
센터로부터 받은 부품의 설치로 인한 전체 또는 
일부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고객에 대한 모든 
청구,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n주의

UHCTHD를 다른 제품의 증기나 열 배출구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n주의

모든 정비 및 접근 패널을 제위치에 배치하고 잘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UHCTHD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위험
오용, 남용, 방치, 손상 또는 원제조사양에서 개변조된 
장비를 설치하거나 조작하지 마십시오.

 위험
전원 코드를 가열된 표면에서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전원코드나 플러그를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전원코드가 테이블이나 카운터 가장자리에 
걸쳐지도록 두지 마십시오.

n경고

공인 정비사는 전기, 가스, 물, 증기를 포함하여, 모든 
시설에 대한 분리 / 락아웃에 대한 현지/국가 규정 / 
태그아웃 절차 등 산업 표준 안전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n경고

본 제품 또는 기타 제품 근처에서 휘발유 또는 기타 
연소성 증기 또는 액체를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청소를 위해 인화성 기름을 적신 천이나 
가연성 세제를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n경고

본 제품을 작동, 설치, 정비할 경우 [비스페놀 A(BPA), 
유리섬유 또는 세라믹 섬유, 결정질 실리카]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암이나 기형아 출산, 또는 기타 
생식에서의 유해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한 
화학물질/제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십시오: www.P65Warnings.ca.gov. 

n경고

제조사가 공급한 것 이외의 전기 제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n경고

모든 장비의 금속 표면 가장자리 취급시에는 
주의하십시오.

n경고

이 제품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감독하에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6
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육체적, 감각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미약하거나 경험과 지식이 결여된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도록 두지 마십시오.



n경고

이 제품을 부엌 싱크대의 젖은 바닥, 수영장 근처 또는 
유사한 위치 등,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n경고

장치로 연결된 모든 전원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UHCTHD를 수리하거나 그 구성품을 교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사항

본 제품은 전문가용이며 유자격자만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Frymaster 공인 정비사(FAS) 또는 기타 
공인 전문가가 설치, 유지보수, 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무자격자에 의한 설치, 유지보수 또는 수리는 
제조업체 보증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장치는 지속적인 대량 식품 생산이 아닌 음식점, 
구내식당, 병원 내 및 제과점, 정육점 등 상업 기업 내 
상용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경고

본 장비를 청소하기 위해 물 분사 또는 스팀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물 분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 내 본 
장비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고지사항

이 기기는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음식을 조리 / 
구우 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이 기기의 최대 작동 온도는 121 ° C (250 ° F)입니다.

올바른 설치, 관리, 유지보수는 장비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문제 없는 작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설명서 업데이트, 
번역 또는 지역 내 서비스 업체 관련 연락처는  
www.frymaster.com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

Frymaster, LLC
8700 Line Avenue, 
Shreveport, LA
71106-6800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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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번호

모델 설명

UHCTHD6 6슬롯

UHCTHD3 3슬롯 

일련번호 정보
UHCTHD 홀딩 캐비닛 일련번호 및 모델 번호는 데이터 
플레이트에 있습니다. 

부품이나 정비를 위해 전화할 때는 미리 장치 일련번호를 
준비해두십시오. 

정비사
Frymaster 장비의 모든 정비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유자격 공인 정비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유자격 정비사는 Frymaster 장비에 친숙하고 장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도록 Frymaster가 허가한 사람입니다. 모든 
허가된 정비사는 완전한 정비 및 부품 설명서 세트와, 
Frymaster 장비를 위한 최소 부품 수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FAS(Frymaster Factory Authorized Servicers) 
목록은 Frymaster 웹사이트(http://www.frymaster.com)
에 있습니다. 유자격 정비사 외의 사람이 정비 작업을 
할 경우 장비에 대한 Frymaster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규제 인증
모델들은 다음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  UL, LLC (위생설비)

•  UL, LLC (미국 및 캐나다)

•      KC, EMC (South Korea)

FCC 정보

이 장비는 FCC 규칙 제 15 부에 따라 테스트되었으며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의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지역 설치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방출 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장비를 
껐다 켜서 확인할 수있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간섭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하십시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넓 힙니다.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하십시오.

대리점이나 숙련 된 라디오 / 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준수 책임이있는 당사자가 명시 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 또는 수정은 장비 작동 권한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FCC 규칙 제 15 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이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 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합니다.

이 장치는 캐나다 산업의 비면허 RSS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이 장치는 간섭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

(2)이 장치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합니다.

FCC / ISED RF 노출 요구 사항을 준수하려면이 장치는 
장치와 사용자 / 인근 사이에 최소 20CM의 거리를두고 
설치 / 작동해야합니다.

와이파이:

FCC ID : VVXLM808-0407

IC : 10531A8080407

CAN ICES-3 (B) / NMB-3 (B)

보증 정보
보증을 받기 위해 제품을 등록하려면 fm-hal.frymaster.
com/qsys.lib/cgi.lib/swr290.pgm을 방문하십시오

1.1 보증문

A.  Frymaster L.L.C.는 이 장비 및 교체 부품에 
대해서만 원 구입자에게 다음의 유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1.1.1   보증 조항 – 범용 홀딩 캐비닛

A.  Frymaster L.L.C.는 3년의 기간 동안 재료와 
작업성상의 결함에 대해 모든 구성품을 
보증합니다.

섹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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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퓨즈를 제외한 모든 부품에는 캐비닛 
설치일로부터 3년 동안 보증이 적용됩니다.

C  설치일로부터 첫 3년이 지나기 전에 퓨즈를 
제외한 모든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Frymaster는 부품 교체를 위한 규정 노동시간 
노임과.

1.1.2   부품 반품

A.  결함이 있는 모든 보증 적용 부품은 크레딧을 
위해 60일 이내에 Frymaster 공인 정비업체에 
반품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는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2.3  보증 제외사항

이 보증은 다음과 같은 오용, 남용, 개조 또는 사고 때문에 
손상된 장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적절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수리

•  적절한 설치 지침이나 MRC 카드에 명시된 예정 
유지보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적절한 유지보수

• 배송 중 손상

• 비정상적 사용

• 명판의 제거, 개조 또는 훼손

이 보증은 또한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과적 손상(수리비 또는 기타 손상된 재산의 
교체), 시간, 수익, 사용의 손실 또는 모든 종류의 
부수적 손상.

상업성 또는 특정한 용도의 사용을 위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품 주문 및 정비 정보

부품 주문은 현지 공장 공인 정비사(FAS)/유통업체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Frymaster FAS는 www.frymaster.com에서 
접근 가능하며 1-800-551-8633 또는 1-318-865-1711
로 Frymaster 정비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fryservice@welbilt.com.

와이어/플라스틱 트레이, 적재 키트, 카트, 캐스터 
주문의 경우 현지 주방 장비 공급자(KES)에 해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Frymaster는 이러한 액세서리 품목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빠른 주문을 위해서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모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련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품목 부품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필요 수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비의 경우 현지 Frymaster 공인 정비사/유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정비 정보의 경우 Frymaster 정비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징눠을 위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모델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련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제 설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한 정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기타 정보.

향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설명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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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설치는 관할권 내 모든 관련 소방법 및 보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
설치 및 정비 중 적합한 안전장구를 사용하십시오.

n경고 
교육받고 권한이 있는 정비사 또는 매장 관리자만이 
정비 화면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이 설정에 잘못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n주의

UHCTHD를 들어올릴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치의 
무게는 88.7Kg (195.6lb)입니다. 캐비닛을 취급하려면 
표준 안전 들기 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3~4명이 
필요합니다.

설치 
괄호는 KES에서 제공합니다. 
 
필요한 도구 :

• 7/16 엔드 렌치 또는 소켓 및 
래칫.

• 기존 볼트를 
사용하십시오.

브래킷은 캐비닛의 각 
측면 아래로 미끄러 져 
들어가고 기존 캐비닛과 
함께 사용되는 1 / 4x20 
1”볼트로 밑면에 볼트로 
고정됩니다.

브래킷은 캐비닛에 
부착되고 준비 테이블에 
대고 아래에 표시됩니다.

위치

n경고

이 정비는 전원공급장치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다른 
수단(예: 회로 차단기 또는 분리 스위치)이 제공되어 
있지 않은 한, 플러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n경고

전기 코드에 의존하거나 전기 코드에 응력을 전달하지 
않고 본 제품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n경고

불안정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구역은 장비와 
제품의 결합 중량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비의 좌우 및 앞뒤의 수평이 맞아야 합니다.

n경고

이 장비는 실내용입니다. 이 장비를 실외에 설치하거나 
실외에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장비를 배치할 위치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른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 홀딩 캐비닛은 실내용입니다.

• 장비의 배치 위치는 수평이고 안정적이며 장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장소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하고, 있는 경우 
제거해야 합니다.

• 장비는 좌우 및 앞뒤의 수평이 맞아야 합니다.

• 기울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비를 
배치하십시오.

• 권장되는 공기 온도는 5° ~ 30°C (41° ~ 86°F)입니다.

• 장착 브래킷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고정합니다.

섹션 2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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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섹션	2

플러그가 포함된 장치는 약 1.8~3 미터 (6~10 풋) 코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모델 전압, 주기, 위상 W A 플러그

UHCTHD6 200-240V, 50/60H, 1Ph 2400-2900 12.0 320P6W/316P6/31-38015 

UHCTHD3 200-240V, 50/60H, 1Ph 1670-2400 8.3-10.0 320P6W/316P6/31-38015 

장비 무게

모델 무게

UHCTHD6 88.7Kg (195.6lb)

UHCTHD3 54kg (120lb)

유격 요건

 위험
비가연성 위치에 대한 최소 유격 요건은 가연성 위치에 
대한 것과 동일합니다. 제품 아래 바닥은 비가연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
리스크/충격 위험 모든 최소 유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환기구나 개구부를 막지 마십시오.

측면/후면  25mm (1.0")

치수

모델 폭 깊이 높이

UHCTHD6
56.3cm 
(22.2”)

65.4cm 
(25.8”)

66.0cm 
(26.0”)

UHCTHD3
56.3cm 
(22.2”)

65.4cm 
(25.8”)

42.2cm 
(16.6”)

전기 서비스

 위험
작동 전 공장 터미널을 포함한 모든 배선 연결을 
점검합니다. 배송 및 설치 중 연결부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
전원 연결을 위해 최소 75°C (167°F)에 적합한 구리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n경고

모든 장치를 접지된 전원공급장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n경고

이 제품은 접지해야 하며, 모든 현장 배선은 모든 
관련 현지 및 국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합한 
전압은 명판을 참조하십시오. 관할권을 보유한 유관 
당국의 지침에 맞게 분리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최종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n경고

모든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은 현지 규정에 맞게, 
또는 현지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 전기법, ANSI/NFPA 
NO. 70-1990에 맞게 전기적으로 접지해야 합니다.

n경고

이 제품은 감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3구 접지 
플러그가 제공되며 올바르게 접지된 3구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플러그에서 접지 프롱을 
자르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전압

전선 라우팅 및 접지를 포함한 모든 전기 작업은 현지, 
주, 국가 전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장비는 반드시 접지해야 합니다.

• 별도의 퓨즈/회로 차단기를 각 장치에 제공해야 
합니다.

• 유자격 전기 기술자가 위치, 사용된 재료, 펼쳤을 때의 
길이에 따라 적절한 전선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선 크기 선택을 위해 최소 회로 전류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대 허용 전압 변동은 장비 시동시 정격 전압의 ±10%
입니다(전기 부하가 최고일 때).

• 장비 작동 전 모든 녹색 접지 나사, 케이블, 전선 
연결부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정격 전압, 주기, 상, 와트수, 암페어수, 전원 코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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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설치

n주의

UHCTHD를 다른 제품의 증기나 열 배출구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코드 행어를 설치합니다

후방 출구 전원 코드가 포함된 장치 위에 코드 행어를 
설치합니다. 캐비닛과 함께 배송되는키트 8262717 지침을 
참조합니다. 집 타이로 제위치에 고정됩니다.

전원 연결

UHCTHD를 전원에 연결합니다.

제품 트레이

UHCTHD에는 각 제품의 트레이 최대 3개를 고정하는 
6개의 열, 또는 트레이 3개를 고정하는 3개의 열이 
있습니다.

5개의 제품 트레이 크기가 있습니다:

A. 1/3 크기 플라스틱 트레이 

B. 1/3 크기 와이어 트레이 

C. 전체 크기 플라스틱 트레이 

D. 2/3 크기 플라스틱 트레이

E. 1/2 크기 플라스틱 트레이

회사 운영 및 교육 매뉴얼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중요 조작 팁

캐비닛에 트레이를 배치할 때 트레이 손잡이의 열 라인이 
열의 가장자리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균열이 있거나 손상된 트레이는 폐기합니다.

트레이에서 음식을 꺼낼 때는, 트레이를 필요한 
만큼만 빼냈다가 신속하게 슬롯 라인으로 트레이를 
돌려놓으십시오.

현지 운영팀의 UHCTHD에 대한 차트 레이아웃을 
점검하십시오.

모든 열 위치에 빈 푸드 트레이를 놓습니다

그릴 클립을 설치합니다

 그릴 클립은 1/3 크기 그릴 트레이를 고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릴 클립은 그릴로부터 UHCTHD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그릴 클립의 전면을 
그릴의 립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 그루브가 그릴 바 위로 
오도록 클립 뒷면을 
내립니다. 그릴 클립이 
그릴의 앞쪽에 단단히 
자리잡아야 합니다. 
클립이 딱 맞지 않으면 
클립 아래 4개의 너트를 
풀고 필요한 만큼 밀어 
넣거나 빼서 바를 조이도록 합니다. 클립을 적절하게 
조절한 후 너트를 조입니다.

http://www.partstown.com/frymaster/FM8262717?pt-manual=FM-UHC-Korean_io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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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이 장비를 작동하는 것에 내재된 위험에 대해 조작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장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위험
손상된 코드나 플러그로 제품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모든 수리는 유자격 정비업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
절대로 장치 위에 올라서지 마십시오! 장치는 성인의 
체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무너지거나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n경고

동작부에 신체를 접촉하지 마십시오.

n경고

이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커버와 접근 패널을 
제위치에 잘 고정해야 합니다.

n경고

열 밀봉 용기 또는 비닐봉지를 홀딩 캐비닛 안에 
넣지 마십시오. 음식 또는 액체가 신속하게 확장하여 
용기나 봉지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용기나 봉지를 
가열 전에 뚫거나 개봉합니다.

n경고

랙, 조리기구, 랙 가이드, 홀딩 캐비닛 표면은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화상을 피하기 위해 팬 그립이나 드라이 오븐 미트 등 
조리기구나 보호복을 착용하십시오.

n경고

빈 공간을 보관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종이 제품이나 조리기구 또는 
식품을 빈 공간 안에 두지 마십시오.

,주의

랙이나 홀딩 캐비닛의 기타 모든 부품을 금속 호일로 
감싸지 마십시오. 

Frymaster UHCTHD 홀딩 캐비닛은 식품 서비스업자가 사전에 
메뉴 구성품을 조리하고 주문을 받기 전까지 홀딩 빈에 가볍게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주문을 들어오면 직원이 
홀딩 빈의 뜨겁고 신선한 메뉴 구성품을 조합하여 주문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작자는 서비스 속도는 높이고 
높은 품질 기준은 유지하며 주문 음식을 서빙할 수 있습니다.

UHCTHD는 루틴 메뉴 구성을 위해 터치스크린이 구성된 상태로 
포장 개봉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

전원 스위치는 캐비닛 앞면에 있습니다. 장치를 켜거나 끄려면 
전원 스위치를 누릅니다.

앞면의 전원 스위치

캐비닛 조작

1.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2.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오고 노란색 사전 가열 화면을 
표시한 후, 캐비닛의 온도가 맞춰지면 회색 제품명으로 
변경됩니다.

3. 제품을 적절한 열에 로딩하고 해당하는 타이머 버튼을 
누릅니다.

섹션 3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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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섹션	3

사용자 인터페이스

비밀번호

• 사용자는 비밀빈호 없이 일상 작동에 필요한 모든 화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공장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관리자 비밀번호는 1955입니다. 

Press & Go 화면 아이콘

Press & Go 화면에는 5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 홈

• 열 관리

• 청소

• 언어

• 온도

                           

홈 아이콘을 선택하여 홈 화면을 불러옵니다.

 홈 아이콘

홈 화면

홈 메뉴에서 Press & Go 아이콘을 선택하여 Press & Go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Press & Go 화면

PRESS & GO 화면

장치가 켜지면 구역 사전 가열이 시작됩니다. Press & Go 화면이 
표시됩니다.

Press & Go 화면 사전 가열
 

모든 홀딩 구역이 설정점에 있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비프 음이 울립니다.

Press & Go 화면

트레이가 로딩되었으므로 위치와 해당하는 제품 버튼을 
누릅니다.  검은색으로 강조 표시된 상태에서 제품 버튼을 2초 
내에 다시 누르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5분 시간을 줄입니다.  이 
기능은 제품을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 유용합니다. 

녹색

Press & Go 
화면 5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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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의 번호는 캐비닛 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번호는 
녹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고 제품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활성 타이머가 포함된Press & Go 화면 

트레이 타이머의 녹색 부분은 남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각 메뉴 
항목에는 프로그래밍된 경고 시간이 있습니다. 경고 시간에 
도달하면 경과 시간은 노란색으로 채워지고 알람이 비프음을 냅니다.

타이머가 경고 시간에 도달합니다

각 메뉴 항목에는 프로그래밍된 홀드 시간이 있습니다. 타이머가 
만료되면 해당하는 트레이 타이머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알람이 
비프음을 내며 DISCARD!(폐기하세요!)가 표시됩니다.

홀드 타이머가 만료됨

알람이 10초동안 비프음을 냅니다. 타이머에 프로그래밍된 홀드 
시간을 지나 제품이 홀딩되고 있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트레이와 

음식을 꺼내야 합니다. 만료된 트레이 타이머를 선택하여 
초기화합니다.

필요한 경우 홀드 시간 만료 전 타이머를 취소하거나 초기화하기 
위해, 트레이 타이머를 선택하여 초기화합니다. Reset?(
초기화할까요?) 질문이 팝업창으로 나타납니다. 초기화하려면 
녹색 체크 표시를 선택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빨간색 X를 
선택합니다.

초기화 팝업

트레이 사양

동일한 제품에 대해 첫 번째 사용

2개의 동일한 제품이 활성화되었을 때, 더 적은 시간이 남은 
제품이 녹색으로, 다른 제품은 회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카운트다운 또는 타이머 거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취소되거나 초기화되면 순서상 다음 항목이 녹색이 
됩니다.

강조 표시된 트레이 먼저 사용

이중 바닥 요건

• 제품명 아래 선이 없으면 트레이에 사용되는 이중 바닥이나 
와이어 랙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 제품명 아래 점선은 트레이에 사용되는 이중 바닥이나 
와이어 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메뉴 내 그룹

메뉴 내 제품은 아래 점이 있는 경우 그룹의 일부입니다. 점이 
표기된 제품을 밀면 그룹의 다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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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파트 변경 

열 관리 아이콘을 터치하고 데이파트 메뉴 선택 아래 점을 
가로질러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 열당 데이파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5가지 데이파트가 있습니다(Breakfast(아침식사), 
Change Over(전환), Lunch(점심식사) 및 다른 두 개). 데이파트 
아이콘을 누르면 모든 열을 동일한 데이파트로 변경합니다. 
완료되면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열 관리 아이콘

 

   데이파트 선택

활성 타이머는 새 메뉴로 이월됩니다. 항목이 초기화되면 새 
제품이 나타납니다. 메뉴가 변경되고 구역 온도가 변경 중일 때 
Waiting(대기 중)이 표시되지만 구역 내 활성 타이머가 여전히 
이전 온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선반은 이전 온도에 머물러 
있는 모든 활성 타이머가 지워질 때까지 새 온도로 가열되기를 
기다립니다.

강조 표시된 마지막 메뉴의 활성 타이머가 포함된 새 메뉴 

언어 변경 

언어를 변경하려면 언어를 터치합니다. 언어 아이콘에 언어가 
표시됩니다.

언어 아이콘

ECO (절약) 모드

사용 중이 아닐 때 일시적으로 가열 온도를 낮추는 ECO 모드로 
개별 슬롯을전환할 수 있습니다

슬롯을 ECO 모드로 전환하려면 열 관리 버튼을 터치하고 ECO 
버튼을 터치합니다.  ECO 버튼을 다시 누르면 ECO 모드가 
종료됩니다.  종료하려면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열 관리 아이콘

ECO 모드

슬롯 끄기

개별 슬롯을 끌 수 있습니다.

열 관리 버튼을 터치하고 슬롯의 오른쪽을 터치하면 슬롯이 
꺼집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슬롯이 켜집니다. 종료하려면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열 관리 아이콘

  

 열 OFF(꺼짐) 모드

온도 화면

온도 버튼을 터치하면 슬롯의 더 높고 낮은 온도가 표시됩니다. 

온도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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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화면

홈 화면에서 메뉴 아이콘을 선택하면 메뉴 화면이 켜집니다. 

메뉴 아이콘

메뉴 화면에는 탐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아이콘은 제품 목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두 번째 아이콘은 그룹 목록 화면으로 
액세스합니다.

• 세 번째 아이콘은 데이파트 편집 화면으로 
액세스합니다.

•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뒤로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메뉴, 그룹, 데이파트, 홈 탐색 아이콘

메뉴 화면에는 뜨거운 홀딩 장치에 저장된 제품이 열거됩니다. 
100개의 제품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뉴 화면

3개의 메뉴 페이지의 항목을 변경하려면 비밀번호 1955를 
입력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 왼쪽의 자물쇠를 선택합니다. 팝업 
번호 패드에 비밀번호 1955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가 수락되면 
자물쇠 아이콘이 해제된 상태가 표시됩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뒤로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페이지가 해제되면 삭제, 편집, 추가 아이콘이 메뉴 화면에 
표시됩니다.

잠금 해제, 삭제, 편집, 추가 아이콘

제품 삭제

원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고 X 버튼을 눌러 아이콘을 
삭제합니다. 확인창이 표시됩니다. 녹색 체크를 선택하여 제품을 
삭제합니다.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빨간색 X를 선택합니다.

제품 확인창 삭제

제품 편집 또는 추가

제품을 추가하려면 목록에서 사용하지 않은 제품 위치를 
선택하고 + 버튼을 누릅니다. 

제품을 편집하려면 제품을 선택하고 연필 아이콘을 누릅니다. 

제품을 편집 또는 추가할 때 필수 세부정보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Name (이름): 제품명

이름 상자를 클릭하면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추가되거나 편집되면 리턴 키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십시오.

다른 언어가 설정된 경우 스페이스 키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 와이프하면 다른 언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팝업 키보드

• Upper Temp (상단 온도): ±3°C (5°F)에서 유지되는 트레이 
온도

• Lower Temp (저온 ): ±3°C (5°F)에서 유지되는 트레이 온도

• Hold time (홀드 시간): 제품이 홀딩 및 서빙될 수 있는 최대 
시간. 시간, 분, 초(00:00:00)로 시간을 입력합니다. 

• Warning time (경고 시간): 트레이에 이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때 경고가 울립니다. 타이머 막대의 경과 시간에 
따라 색이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 Lid type (뚜껑 유형): 없음, 꽉참 또는 통기구 있음

• Bottom type (바닥 유형): 정상 또는 이중(트레이 포함)

• Zone Splits (구역 분할): 1/3 = 1/3 크기 팬, 1/2 = 1/2 크기 팬,  
2/3 = 2/3 크기 팬, 1- 전체 열 또는 전체 크기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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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를 편집하려면 필드를 선택합니다.

편집 온도 및 시간은 터치패드를 사용합니다. 끝나면 돌아가기 
화살표를 눌러 마지막 화면으로 나갑니다. 

체크 표시를 선택하여 편집 또는 제품 추가를 저장합니다. X를 
선택하여 편집을 취소하고 제품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제품 편집 또는 추가 화면

그룹 편집 또는 추가

제품 그룹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동일한 뚜껑 유형, 구역 
분할, 홀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홀드 시간, 경고 시간, 제품 
온도는 그룹 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메뉴 화면에서 그룹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룹 페이지에는 
프로그래밍된 그룹이 열거됩니다. 강조 표시된 그룹의 경우, 
그룹 ID, 그룹 이름, 홀드 온도, 구역 분할, 뚜껑 유형, 그룹에 
포함된 제품이 열거됩니다.

그룹 아이콘

그룹 화면

그룹 페이지가 해제되면 삭제, 편집, 추가 아이콘이 그룹 화면에 
표시됩니다.

잠금 해제, 삭제, 편집, 추가 아이콘

원하지 않는 그룹, 그리고 다음으로 삭제 아이콘 X를 선택합니다. 
확인창이 표시됩니다. 녹색 체크를 선택하여 그룹을 삭제합니다. 
그룹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빨간색 X를 선택합니다.

그룹 확인창 삭제

편집할 그룹과 연필 모양 편집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팝업창에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룹명은 편집할 수 있으며 제품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상자 안쪽을 클릭하면 키보드가 표시됩니다. 그룹명을 
편집하고 나서 리턴 키(하단 오른쪽)를 선택합니다.

팝업 키보드

이름 아래에는 그룹 세부정보가 있습니다. 일치하는 제품만 
강조 표시되고 추가할 준비가 됩니다.

• 추가하려면 그룹에 대한 새 제품과 녹색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 제거하려면 그룹 내 기존 제품과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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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에 대한 기본 제품을(데이파트가 선택되었을 때 표시할 
제품) 선택하려면 3초 동안 제품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 장치가 Press & Go 모드에 있을 때 이름은 그룹에서 위에서 
아래 순으로 열거된 것과 같은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여 
원하는 순서를 만듭니다. 

편집이 끝나면 상단 왼쪽 모서리의 X를 선택하여 그룹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룹을 추가하려면, 그룹 페이지 추가 아이콘 +를 선택합니다.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이름 상자 안쪽을 클릭하고 키보드를 

이용하여 그룹명을 입력합니다. 리턴 키(바닥 오른쪽)를 
선택하면 키보드가 닫힙니다.

참고: 그룹에 G 또는 Group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여 그룹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데이파트를 편집하여 그룹을 추가할 
때, 이름은 스크롤링 목록에 모두 표시됩니다. 이름이 그룹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다른 제품으로 표시됩니다. 

팝업 키보드

추가하려면 그룹에 대한 제품과 녹색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이 첫 번째 제품은 그룹명 아래 열거된 그룹 세부정보를 
결정합니다. 그룹에 추가할 수 없으며, 잘못된 세부정보가 
포함된 제품은 회색 처리됩니다. 계속 제품을 그룹에 
추가합니다. 제품을 제거하려면 제품,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그룹이 완성되면 저장 후 상단 왼쪽 모서리의 X를 선택하여 그룹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데이파트 편집 또는 추가

메뉴 화면에는 탐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뒤로 화살표 옆에 
데이파트 편집 아이콘이 있습니다.

데이파트 편집 아이콘

데이파트 편집 아이콘을 선택하면 아침식사 제품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화면을 밀어 다양한 데이파트 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예: 아침식사에서 점심식사/저녁식사).

아참식사 제품

구역에서 제품을 삭제하려면 제품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릅니다. 
팝업창에서 삭제할 요청을 확인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품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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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구역을 빠르게 눌러 뜨거운 홀딩 구역을 선택하여 제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합니다. 팝업창에서 구역에 추가할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룹 또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역 분할 및 구역 
온도는 특정 제품을 제거합니다. 이용할 수 없는 제품은 회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저장하고 뒤로 돌아가려면 녹색 체크를 
선택합니다.

아침식사를 위한 제품 선택

설정 화면

홈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선택하면 기본설정 화면이 켜집니다. 
이것이 설정 화면 11개 중 첫 번째 화면입니다. 정비 화면 바닥에 
속이 찬 점이 있으며, 속이 빈 원이 현재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점을 터치하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선택하여 특정 
화면을 탐색합니다. 화면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살짝 밀어 
화면을 탐색합니다.

설정 아이콘

점열

기본설정 화면

• Use First (번째를 사용합니다) - 일반 제품의 첫 번째 
트레이는 체크하면 녹색으로 강조 표시되고, 두 번째 
트레이는 첫 번째 트레이가 끝나거나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회색으로 남습니다. 체크하지 않으면 일반 제품의 두 트레이 
모두 녹색입니다.

• 

• 폰트 크기는 24~48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음량은 10~100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온도 단위 - 화씨나 섭씨를 선택합니다

•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녹색 체크 표시를, 취소하려면 
빨간색 X를 선택합니다.

날짜 및 시간 화면

이 화면의 항목을 변경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 왼쪽의 자물쇠를 선택합니다. 팝업 번호 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가 수락되면 화면 주변에 노란 
고리가 표시됩니다.

날짜 및 시간 화면

• NTP 확인란이 체크 표시되고 UHCTHD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날짜 및 시간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UTC
를 적절한 설정으로 설정하십시오(동부표준시는 UTC -5:00, 
중부표준시는 UTC -6:00입니다). 

UHCTHD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NTP 
확인란이 체크 표시되지 않은 경우 시간과 날짜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화면 상단 오른쪽에서 12시간 및 24시간 표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화살표와 달력의 날짜를 이용해 월과 연도를 선택합니다.

• DST enabled(DST 사용) 확인난에 체크 표시되어 있으면 
시계의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집니다. 확인란이 체크 표시되고 
다음으로 해제되면 시계의 시간이 1시간 뒤로 이동합니다. 
이 기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일광 절약 시간의 첫째 
날에 확인란을 체크하고 일광 절약 시간이 끝난 다음 날 
확인란의 체크 표시를 해제합니다.

• Time Zone (시간대) - 드롭다운 상자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Use NTP(NTP 사용) 확인란이 체크 
표시되어 있으면 날짜와 시간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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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화면

언어 화면

이용 가능한 언어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장 또는 회사에서 생성한 메뉴 항목은 새로운 
언어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목과 설명만이 새 언어로 
변경됩니다(정비 페이지 제목, 달력 월 이름, 제품 파라미터, 메뉴 
페이지 제목).

이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체크하면 여러 언어가 메인 화면의 
언어 아이콘에서 변경됩니다. 

데이파트 화면

데이파트 화면

이용 가능한 데이파트가 열거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파트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완료되면 녹색 체크 표시를 누릅니다. 

구역 진단 화면

홀딩 캐비닛 온도는 이 화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현재 
가열 요소 온도를 관찰하기 위해 비밀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서 정비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정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 왼쪽의 자물쇠를 선택합니다. 팝업 
번호 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가 수락되면 화면 
주변에 노란 고리가 표시됩니다.

구역 진단 화면

구역 진단 화면에는 각 가열 요소를 위한 설정 온도 및 현재 단위 
온도가 표시됩니다. 설정 온도 대비 +/- 3°C (+/- 5°F)인 경우 
현재 온도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온도는 설정 온도보다 
더 뜨거운 경우 빨간색, 더 차가운 경우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1. 설정 온도를 변경하여 장비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중 화면에는 빨간색 가장자리가 
표시됩니다.

 - 공장 설정 테스트 온도로 설정 
온도를 변경하려면 Service Test(정비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또는

 - 흰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는 
구역 설정 온도를 터치합니다. 
표시된 숫자 키 패드에서 원하는 
온도를 입력하고 녹색 체크 표시를 
터치합니다. 

 
참고: 182°C (360°F) 이상의 온도를 입력하면 가열 요소가 
항상 ON(켬) 상태에 있게 됩니다. 0°F의 온도를 입력하면 
가열 요소를 OFF(꺼짐)로 전환합니다. 구역 내 가열 
요소의 설정 온도는 동일한 온도로 설정될 것입니다.

2. 완료되었을 때 Cancel Test(테스트 취소)를 선택하면 화면 
가장자리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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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및 화면 테스트

이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리 및 화면 테스트

화면은 소리와 화면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스피커 아이콘을 선택하면 3번의 비프음이 울립니다.

화면 아이콘을 선택하면 화면 기능을 진단하기 위해 화면이 
꺼졌다가 켜집니다

UI Customization(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지정) 버튼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류 로그 화면

이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류 로그 화면

Clear all(모두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오류 로그 화면에 있는 모든 
항목이 삭제됩니다. 오류 로그를 지우려면 정비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Refresh(새로고침) 버튼을 터치하면 오류 목록이업데이트됩니다. 
이 페이지를 밀어서 떠났다가 밀어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오면 
새로운 오류와 함께 오류 로그 목록이 새로 고침됩니다.

비밀번호 설정 화면

비밀번호 설정 화면

공장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관리자 비밀번호는 1955입니다. 
이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정비 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다음에 있는 열려 있는 상자를 선택하면 새로운 핀 번호 
패드가 표시됩니다. 새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녹색 
체크 표시를 눌러 확인합니다.

새로운 핀 번호 패드

비밀번호를 공장 초기화하려면 Easy Touch 로고를 연속으로 10
번 빠르게 터치합니다. 5번 탭하고 나면 메뉴 막대가 검은 색으로 
변합니다. 계속 탭합니다. 팝업 디스플레이가 관리자 핀 번호가 
초기화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asy Touch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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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정보 화면

이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작업이 없습니다. 

시스템 정보 화면

이 화면에는 캐비닛 일련번호, 모델 번호 및 현재 펌웨어 버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 화면

유틸리티 화면에서 데모 모드를 실행하려면 정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화면 하단 왼쪽의 자물쇠를 선택합니다. 팝업 
번호 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가 수락되면 화면 
주변에 노란 고리가 표시됩니다.

데모 모드는 모든 히터를 끄고 낮은 암페어 드로우에서의 
작동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장치는 전원이 꺼져 있든 켜져 있든 
이 화면을 통해 정상 작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데모 모드에 
있게 됩니다.

Export Menu Files(메뉴 파일 내보내기) - USB 포트 커버를 
제거합니다. USB 드라이브를 마스터/외부 포트에 꽂습니다. 
메뉴 파일 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Import Menu Files(메뉴 파일 가져오기) - USB 포트 커버를 
제거합니다. 내보낸 메뉴 파일이 들어 있는 USB 드라이브를 
마스터/외부 포트에 꽂습니다. 메뉴 파일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장치는 유틸리티 화면에서 가져오기되었던 파일 
유형만을 찾고 가져옵니다. 

Cancel All Holding(모든 홀딩 취소) - 활성 타이머가 포함된 
트레이가 제거되고 장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활성 타이머 정보가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서비스팀은 모든 홀딩 취소 를 푸시하여 
메모리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지울 수 있습니다.

Platform Info(플랫폼 정보) - 팝업창에 Linux 커넬 및 보드 지원 
패키지 등을 포함한 펌웨어 세부정보가 열거됩니다.

유틸리티 화면

에코 모드 옵션

이 화면에서는 ECO 모드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변경하려면 관리자 암호를 
사용하십시오. 화면 왼쪽 하단에서 잠금을 선택하십시오. 팝업 
번호 패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에코 모드 옵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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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모든 시설 연결부와 고정물은 현지 및 국가 법률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위험
개인보호장구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유지보수 절차 
중 적합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장비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위험
주전원공급 해제장치에서 전원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로는 모든 유입 전력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위험
모든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주전원 해제장치에서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유입 선간전압의 극성이 
올바른지 점검합니다. 극성이 잘못된 경우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경고

세척액 또는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고무 장갑 및 보호 
안경(및 안면 보호대)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주의

본 설명서에 설명된 것 외 유지보수 및 정비 작업(청소 
제외)은 공인 정비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 및 예방적 유지보수 절차

일반

장비 사용자는 본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장비를 
유지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절차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매 4시간 일간 장기 셧다운 후 시동

외부 - X X X
외부 - X X X

플라스틱 
트레이 및 랙

X X X X

매 4시간 – 트레이/랙 청소

1. 모든 플라스틱 및 와이어 트레이를 제거합니다. 
트레이/랙을 청소하기 위해 싱크대로 옮깁니다.

2. 싱크대 조절기를 통해 나오는 뜨거운 McD APSC(All-
Purpose Super Concentrate) 용액 또는 용액 4리터당  
(갤런당) 9ml (0.3fl) McD APSC 혼합액에 트레이를 
청소합니다. 온수로 트레이/랙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3. McD 싱크 살균제(HCS) 용액(물 40리터당 (10갤런당) 
 1팩), 또는 McD 살균제(HCS) 용액(물 40리터당 
(10갤런당) 4팩)에 최소 1분간 담가 트레이/랙을 
살균합니다. 살균제 용액에서 꺼내 공기중에서 
건조되게 둡니다.

매일 - 캐비닛 청소

1. 장비 작동일이 끝날 때 모든 홀딩 시간이 
완료되었거나 취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홀드 시간 
취소는 페이지 3-3 참조).

2. Clean Mode(청소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3. 장치에 Enter Cleaning Mode?(
청소 모드에 
진입할까요?)
가 표시됩니다.  
체크 표시를 눌러 
계속합니다. 
 
 
 
 
 

섹션 4
예방적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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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비닛 냉각 중 장치에 COOLING DOWN(냉각 중)이 
표시됩니다. 

참고: 범용 홀딩 캐비닛 외부를 청소하기 위해 McD 싱크대 
살균제(HCS)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장치에서 Safe to Clean(청소하기에 안전함)이 표시될 
때까지 장치가 식도록 둡니다.  

6. 캐비닛 청소 브러시를 이용하여 모든 입자를 캐비닛 
반대쪽 끝으로 밀어 슬롯 표면에 남아 있는 축적물을 
제거합니다.

참고: 캐비닛 슬롯 청소를 위해 캐비닛 청소 브러시만 
사용하십시오.  와이어 브러시, 연마 패드 또는 금속 
스크레이퍼는 캐비닛 슬롯의 표면을 영구적으로 손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 McD APSC(All-Purpose Super Concentrate) 외 
어떤 세제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화합물을 사용하면 
제어 구성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7. 젖고 깨끗한/살균된 타월과 캐비닛 청소 브러시를 
이용하여 각 슬롯을 청소합니다.  각 슬롯의 바닥 및 
상단 표면을 청소합니다.

8. ASPC(McD All-Purpose Super Concentrate)
에 담근 깨끗하고 살균된 타월로 모든 
외부 캐비닛 표면을 닦아 청소합니다.

9. 잠금 버튼을 눌러 화면을 
청소합니다.

10. 장치에 잠금 카운터가 
표시됩니다. 화면이 잠겨 있을 때 
화면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11. 리턴 버튼을 누릅니다.

12. 장치에 Exit Clean?  
(청소를 종료할까요?)이 
표시됩니다.

13. 확인 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14. 장치를 끕니다.

n경고

세척을 위해 고압 물분사를 사용하거나 호스로 
씻어내리지 마십시오. 장치의 내부나 외부가 물로 
침수될 수 있습니다. 파워 클리닝 장비, 강철 울, 
스크레이퍼 또는 와이어 브러시를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도장된 표면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외부 패널에 산 기반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식료품에는 마감을 손상할 수 있는 산성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식료품의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을 
청소해야 합니다.

,주의

홀딩 캐비닛 또는 홀딩 캐비닛 공간의 어떤 부분에든 
부식성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폰지나 부드러운 
천에 연성 비연마성 비누나 세제를 묻혀 사용하십시오. 
홀딩 캐비닛의 어떤 부분에도 날카로운 도구나 자극이 
강한 연마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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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5
문제해결

문제해결 차트

문제 원인 수정

캐비닛이 작동하지 않음 퓨즈가 나갔거나 회로 차단기가 켜짐. 퓨즈를 교체하거나 회로 차단기를 
초기화합니다.

전원 코드가 뽑힘. 전원 코드를 꽂습니다.

주전원 스위치가 꺼짐. 주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디스플레이의 가열 구역/사용 해제 
타이머에 십자 사선 표시가 있음

가열 패드 커넥터가 헐거워짐. 히터 패드를 교체합니다.

가열 패드가 고장남. 히터 패드를 교체합니다.

가열 패드 I/O 회로 기판에 결함이 있음. I/O 기판을 교체합니다.

열전대 전선 연결부에 결함이 있음. 히터 패드를 교체합니다.

섀시로 단선된 열전대 전선 히터 패드를 교체합니다.

열전대 전선 개방. 히터 패드를 교체합니다.



 부록 A-1

메뉴와 구성은 USB 드라이브로 내보내기와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파일 내보내기  

1. 홈 아이콘을 선택하여 홈 화면을 불러옵니다.

 홈 아이콘

홈 화면

2. 홈 메뉴에서 설정 아이콘을 선택하십시오. 

 설정 아이콘

기본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3. Utilities(유틸리티) 화면을 오른쪽으로 한 번 넘깁니다.

설정 아이콘

4.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잠금 아이콘을 누릅니다. 

5. 키패드에서 159357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콘이 잠금 해제된 상태로 변경됩니다.

6. Files Import/Export(파일 가져오기/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부록 A
메뉴 및 구성 가져오기/내보내기



부록 A-2 

조작 부록 A

7. Frymaster 로고 뒤에 있는 USB 포트를 밀어 엽니다. 

8. 비어 있는 USB 드라이브를 USB 포트에 삽입합니다.

9. Check Flash Drive(플래시 드라이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10. Export Menu Files(메뉴 파일 내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Menu files exported!(메뉴 파일 내보내기됨!)가 
표시됩니다.

11. Close(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12. Close(닫기)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13.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 화면을 잠급니다.

14.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15. Press & Go 아이콘을 눌러 Press & Go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부록 A-3

부록 A 조작

파일 가져오기 

1. 이전 화면에 있는 1~7단계를 따릅니다.

2. UHCTHD 캐비넷에서 가져온 파일이 포함된 USB 
드라이브를 USB 포트에 삽입합니다.

3. Check Flash Drive(플래시 드라이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Import Menu Files(메뉴 파일 가져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Menu files imported!(메뉴 파일 가져오기됨!)가 
표시됩니다.

5. Close(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6. Close(닫기)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7.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 화면을 
잠급니다.

8. 뒤로 버튼을 누릅니다.

9. Press & Go 아이콘을 눌러 Press & Go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020 Welbilt Inc.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 모든 권리 보유. 지속적인 제품 개선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품번호: FRY_IOM_8197857  05/2020        Korean/한국어

Welbilt는 세계 최고의 셰프들, 고급 체인 오퍼레이터 또는 성장하는 독립 사업자에 산업 최고의 장비 및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 
첨단 설계 및 린 제조 전술은 깊은 지식, 조작자의 통찰, 요리 전문성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든 제품에는 시판후, 수리 및 부품 서비스인 KitchenCare®가 지원됩니다.

CLEVELAND
CONVOTHERM®

DELFIELD®
FITKITCHEN™

FRYMASTER®
GARLAND

KOLPAK®
LINCOLN

MANITOWOC®
MERCO®

MERRYCHEF®
MULTIPLEX®

WWW.WELBILT.COM

FRYMASTER 
8700 LINE AVENUE, SHREVEPORT, LA 71106-6800

800-551-8633
318-865-1711 

WWW.FRYMASTER.COM
이메일: FRYSERVICE@WELBILT.COM

고객의 성장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