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브루잉 히터
사용설명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본 설명서는 공용으로 제작되어 구입한 제품과 다른 이미지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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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기호는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과 조작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기호입니다.

경고

지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상해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주의

지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상해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설치관련 주의사항
바닥이 단단하고 수평인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화재 또는 제품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 (2cm 이상)을 두어 설치하십시오.
과열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휘발성 물질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과열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서비스 기사 외에 절대 분해하지 마십시오.
내부에는 고전압이 흘러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분해하지 마시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이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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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전원 관련
전원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파손되지않도록 하시고,
전원 코드가 손상 되었을 경우에는, 임의로 교체하지 말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십시오.
•화재 또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플러그를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 또는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접지 없는 멀티 콘센트(이동형)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 접지 있는 멀티 콘센트(이동형)를 사용할 경우 전류 용량이 16 A 이상인
콘센트를 제품 단독으로 사용하십시오.
감전 또는 멀티 콘센트의 이상 발열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장 콘센트는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고, 동시에 접지형
벽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십시오.
•누전 시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 관련
제품 분해, 수리, 개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누전, 화재,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커튼, 종이, 비닐 등 타기 쉬운 물건을 제품 옆에 두지 마십시오.
•열에 약한 물건이 있으면 인화되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표면에 직접 가열 및 조리하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 또는 이상과열에 의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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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또는 제품 청소 시 제품에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누전, 화재, 감전,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세라믹 유리 상판에 무리한 하중 및 외부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제품 파손으로 인한 상해, 과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사용시 세라믹 유리 상판으로 램프의 강한 빛이 나오니 직접 보지 마십시오.
•강한 빛과 열로 인해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가연성 물질(에테르, 벤젠, 알콜, 약품, LP가스, 가연성 스프레이, 살충제, 방향제, 화장품
등)을 제품 근처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화재 또는 폭발의 원인이 됩니다.
평소 또는 제품 청소 시 녹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 하지 마십시오.
•유리상판은

고열이 발생하여 세척용품이 녹을 수 있어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온도 확인 후 청소 또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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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각 부 명칭 및 구성

1 Touch LCD
제품을 조작할 수 있는 Touch LCD

front

2 LED
정보 안내 LED(알림음)

3 내열글라스
가열부

4 저울 상판
무게를 측정하는 상판

top

5 Fan (Cover)
냉각 쿨러 및 커버

6 전원 스위치
제품 메인 전원 스위치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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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4

2

1

3

Main Program

Thermometer

Scale

1. Main Program : 빔 히터 메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celso Basic, Excelso Pro로 구성되며, 수동/자동 모드 및 온도계, 저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Thermometer : 블루투스 온도계와 연동됩니다.
3. Scale : 저울기능으로 사용합니다.
4. Setting : 제품 기본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및 측정 단위 설정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세요
(블루투스 컨트롤, 레시피 저장 및 공유 피드 기능)
더 많고 자세한 정보 및 사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excelsobrewing.com/guide/
http://excelsobrewing.com/app-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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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모드

스마트 브루잉 히터의 기능을 화면 터치만으로 사용하는 기본 모드 입니다.

1 화력 조정
2 타이머

C

3 온도계
4 타이머 시작/정지
5 저울

g

A

B

C

PRO

SET

6 Home으로 이동
7 ‘9번’ 자동 모드 설정
8 프로 모드 이동

9 자동 모드

프로 모드

설정된 레시피에 따라 자동으로 동작하는 모드 입니다.

1 화력 조정

Professional Mode

SET
2 타이머
3 온도계

C

PRO A
PRO B

g

%

USER

4 저울
5 화력표시
6 자동 모드

HEAT

STIR

STEEP

DRIP

STOP

7 자동 모드 (step)
8 자동 모드 설정

9 Home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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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교환
소모품(Halogen Lamp) 교환은 홈페이지 매뉴얼(교환)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excelsobrewing.com/guide/replacement/
제품 오작동시 홈페이지의 매뉴얼(점검)을 확인 하시면 자세한 점검 방법 및
조치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excelsobrewing.com/guide/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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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품명

스마트 브루잉 빔 히터

보증기간

모델명
구입일자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

구입처
고객성명
고객주소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구입 후 1년(제품보증기간) 이내에 사용 설명서의 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품이 고장난 경우에만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이내라도 고객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후 유상 수리해 드립니다.
보 상 내 역

소비자 피해유형

보증 기간 이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또는 교환 불가시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설치 중 발생한 피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제품교환 및
무상 수리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보증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한 경우

해당 없음

구입가 환불
제품 교환

동일 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시
서로 다른 하자로 5회째 고장 발생시

보증 기간 이후

유상수리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정액 감가상각 금액
10% 가산 하여 환급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 발생시

수리용 부품 분실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에 해당
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유상수리 금액 징
수 후 감가상각적
용 제품 교환

유상수리

유상수리

제품기능 사용설명 및 분해하지 않고 처리하는 간단한 조정시

고장이 아닌 경우

배송된 제품의 초기설치 및 판매점에서 부실하게 설치하여서
재설치시
제품의 이동 및 이상 등으로 인한 설치부실시
구입시 고객이 설치하기로 한 제품을 고객이 재설치 요청시
세척 및 이물제거로 인한 서비스 요청시
천재지변(낙뢰, 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그밖의 경우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보증기간 이내 포함)
필터류, 퓨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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