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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이 사용 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기 전까지는
커피머신이나 추가 유닛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 이 설명서를 장비에 가까운 곳에 두십시오.
∙ A600은 숙련된 개인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A600의 각 작업자는 설명서를 숙지하
여야 합니다. 이것은 셀프서비스 섹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셀프서비스 머신은 항상 사용자에 의해
서 감시되어져야 합니다.

∙ 이 장치는 8세 이하 어린이가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8세 이상의 어린이나 육체적, 지각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은 장비에 접근 시켜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항상 감독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장비
의 어떠한 청소 작업도 수행하면 안됩니다.

∙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 점
검은 여러분의 A600을 안전한 작업과 높은 수행능
력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 만약 장비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거나 이전하였다
면, 다음 사용자에게 사용 설명서를 전달 해주어야
합니다.

∙ 커피머신의 구성은 설명서에 나온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동의서를 참고해 주세요. 추가적인
액세서리는 국내 대리점이나 FRANKE 
Kaffeemaschinen AG, 스위스 아부르크에 있는 본사
에서 직접 구매 가능 합니다.
∙ 여러분의 커피머신의 적합성은 동봉된 표준 적합
신고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커피머신은 실내에서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감전에 의한 사망 위험

∙ 장비가 손상 되었거나 전원 선이 손상된 장비는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 장비의 손상이 의심된다면(예를 들어, 뜨겁거나 타

는 냄새가 난다면), 플러그를 뽑고 서비스 기술자에

게 연락하십시오.

∙ 만약 전원 공급 선이 손상되었다면, 적합한 전원 공

급선을 교체해야 합니다.

∙ 장비와 전원 공급 선이 가스나 전기 스토브 또는 오

븐과 같은 뜨거운 표면과 가까이 있지 않은지 확인

해주세요.

∙ 전원 공급 선이 집히거나 날카로운 끝으로 문질러지

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장비는 전기 전도 성 부품

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여는 것은 사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비를 직접 열거나 수리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 장비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떠한 변경도 하지

마세요.

∙ 수리는 정품 교체 품과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여러분

의 서비스 기술자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A600 사용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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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0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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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기호들

대시 보드에 사용되는 기호들

기호 명칭 설명

FRANKE 유지보수 단계 이동

서비스 및 청소 반드시 머신을 청소 또는 서비스해주세요.

물받이통 물 받이 통이 꽉 찼거나 장착이 제대로 안됨

물통 물통이 비어있거나 장착이 제대로 안됨

우유 우유 통이 비어있어나 장착이 제대로 안됨

원두 원두 통이 비어있어나 장착이 제대로 안됨

찌꺼기통 찌꺼기 통을 비워야 함

린스 반드시 머신을 린스 해야 하거나 린스 중임

제품(음료)

결제 결제 시스템 활성화

광고 이미지

화면 보호기

밝기 밝기 설정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전송 중

개별 제품(음료) 카운
터

개별화

정보

비활성

기호 명칭 설명

대기

컵예열

필터(물통식인경우) 필터 교체 요망

FM전용 청소 세정액
FM전용 청소 세정액 비어있음

즐겨 찾기
자주 사용하는 키 설정

서비스/환경설정(구성)/관리자

원두 왼쪽/오른쪽

두 잔의 제품

찬 우유

파우더 공급

기호 명칭 설명

취소 버튼 작업을 취소합니다.

시작 버튼 작업을 시작합니다.

페이지 뒤로/앞으로
여러 페이지가 있는 메뉴를 스크롤 합
니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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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메시지의 설명

불투명 처리된 제품들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대시 보드의 그림기호들은 에러메시지를 보여
줍니다.

불투명 처리된 제품들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코너에 종이가 말린 듯한 표시는 에러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어떠한 에러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
다면, 에러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나타날 것 입니
다.

일시 중단

시스템이 여전히
완벽히 작동 중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제한됨

시스템 작동 불가

어떠한 기호가 대시 보드에 나타났
다면, 기호를 터치하면 추가적인 정
보나 지시사항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떠한 에러가 발생했다면, "문제
해결" 챕터에서 도움말을 볼 수 있
습니다.

에러 메시지의 색상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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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설명

여러분은 A600으로 만든 모든 커피의 즐거움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더 많은 기능들과 커피머신의
옵션들 및 조작부가 어디에 위치 해 있는지 배우실 것입니다.

A600 커피 머신

소 개

이 커피 머신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장비의 개요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른쪽에 샘플을 제시하였습니다.

단, 구입한 장비가 오른쪽 구성과 다를 수
도 있으니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두 통

전면 문
잠금 버튼

온수 노즐

드립 그리드가 있는 물 받이 통
(배수 연결 설치(옵션))

자동 높이 조절 아웃렛

작동 화면

파우더 통(옵션)

파우더 뚜껑

스팀 완드(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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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통

A600 구성품(상세)

물통 (옵션-물통식)

드립 그리드가 있는 물 받이 통

찌꺼기 통

브루잉 유닛

원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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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amMaster 구성품

우유 통

청소 전용 용기

열쇠

청소 세정 액

온도 표시기

전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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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인터페이스

작동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셀프서비스 방식인 “퀵 셀렉트(Quick Select)”모드를 사용합니다.

FRANKE 버튼은 유지관리
레벨과 제품 레벨를 교체
하는데 사용됩니다.

앞/뒤 화면으로 스크롤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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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기술 데이터

A600은 정확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 기술자가 설치를 해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커피 머신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사항을 보십시오.

점검 사항

〮 커피 머신의 전원 선은 단독 누전 차단기에 의해 보호되
어야 합니다.
〮 전원 선의 각 터미널은 스위치로 제어 가능해야 합니다.
〮 물 라인은 반드시 체크밸브와 필터가 있어야 하고 기술
데이터에 부합해야 합니다.
〮 커피 머신에 물 라인 연결은 반드시 공급된 호스 세트를
이용하여 완료 하여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다른
호스도 사용 하시면 안됩니다.

설치

서비스 기술자가 커피 머신을 설치하기 전에 점검사항을
점검해 주세요. 서비스 기술자는 커피 머신 설치 완료 후에
처음으로 시운전을 할 것입니다. 기술자는 기본 기능부터
설명해 줄 것입니다.

A600 기술 데이터

원두 통 그라인더 1대*호퍼 2kg (옵션: 그라인더 2대*호퍼1.2kg)

파우더 통 파우더 1통 당 1.2kg (사용하는 파우더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찌꺼기 통 60~110 잔 (옵션:coffee ground chute)

보일러 용량
2.5kW에서 커피 0.9리터

2.5kW에서 온수 및 스팀 0.9리터

전기 연결
220 – 240 V/50 –60 Hz 1L N PE 2.4 kW – 2.8 kW Fuse: 16 A (locked)

220 – 240 V/ 60 Hz 2L PE 2.2 kW – 3.05 kW Fuse: 16 A (locked)

소음 70 dB 미만

무게 약 38 kg

직수 연결 바깥 선 G 3/8" 

수압 80 – 800 kPa (0.8 – 8.0 bar)

밸브 체크 밸브 및 필터

물 경도 최대 70 mg CaO/1리터 water (7 dH, 13 °fH)

이상적인 pH 7

퍼넬 d = 50 mm (2") with siphon

배수 파이프 dmin = 1"

환경 조건
습도 : 최대. 80 %

환경 온도 : 5 - 35 ° C

머신 크기 W340 * D600 * H730(조정 가능한 다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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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눈 부상 및 장비 손상 위험
원두 통 및 그라인더 입구에 이물질이 발견되면, 제거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상이나 장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원두 통, 그라인더 안에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사용을 위한 채우기 및 비우기

재료가 항상 충분한지 확인 하세요. 고객에게 항상 모든 제품을 원활히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하루를 준비하세요.

원두 통 뚜껑을 엽니다.  원두를 채우고 뚜껑을
닫습니다.

파우더 통의 뚜껑을 엽니다. 자동 머신에 적합한
파우더를 채웁니다.

파우더 통의 뚜껑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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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 통 비우기, 그라인더 입자 세팅

물통을 옆으로 빼내고
뚜껑을 엽니다.

표시된 곳까지 정수된
물을 채웁니다.

물 채우기는
물통식인 경우에
진행됩니다. 

뚜껑을 닫고 물통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머신 손상
채우기를 정확히 수행하지 않
는다면 머신에 손상을 일으킵
니다. > 물통에는 반드시 물만
넣어야 합니다.
* 만약 우유가 머신 안으로 유
입되면 > 전원공급을 중단하고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잠금 슬라이드가 멈출
때까지 앞을 향해 당
깁니다.

원두 통을 위로 빼냅니다.
원두를 비우고 청소한 뒤
건조해주세요.

원두 통 청소에 관해
“A600청소” 챕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 입자 정도는
각 그라인더마다 조절
가능합니다. 입자 조절
전에는 반드시 원두 통
을 비웁니다. 

그라인더 조절 렌치로 그라
인더 입자를 세팅하세요.
∙ 얇게 조절: 시계 반대 방
향으로 돌립니다.
∙ 굵게 조절: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원두 통을 넣습니다.
잠금 슬라이드가 멈출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기능의 손상
원두 통과 파우더 통이 정확히 장착되지 않으면, 커
피 머신의 기능과 제품의 질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잠금 슬라이드를 끝까지 밀어 넣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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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통 비우기

오염
파우더가 날릴 수 있습
니다.
∙ 파우더 통은 항상 닫
고 바로 세운 위치에서
움직여줍니다. 파우더 통을 위로 빼냅

니다.
파우더 통을 비웁니다.

잠금 슬라이드가 멈출
때까지 앞으로 당깁니
다.

잘리거나 분쇄되는 부상

파우더 용기의 내부 기
구는 절단하거나 분쇄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
다.

∙ 파우더 용기를 세척 할
때 주의하십시오.

청소에 관해 “A600 청
소” 챕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우더 통을 넣습니다.
잠금 슬라이드를 뒤쪽
으로 끝까지 당깁니다.

곰팡이 발생

커피 찌꺼기는 곰팡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커피 찌꺼기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비우고 청
소합니다.

머신의 전면 문을 열고
찌꺼기 통을 빼냅니다.

작동 인터페이스에
“Door open”이라는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찌꺼기 통을 비우고 청
소한 뒤, 건조시킵니다.

찌꺼기 통을 넣고 문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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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손상
원두 통과 파우더 통이 정확히 장착되지 않으면, 커
피 머신의 기능과 제품의 질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잠금 슬라이드를 끝까지 밀어 넣습
니다.

파우더 통 비우기

찌꺼기 통 비우기



우유

제품(음료)의 질
잘못된 우유 처리는 품질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깨끗한 용기에 우유만 채워야 합니다.
∙ 냉장 보관된 우유를 사용해야 합니다.(2-5℃ 또는 36-
41℉)
∙ 손을 씻거나 위생 장갑을 낀 후에 우유 뚜껑, 우유 통
내부, 내부 호스를 만지십시오.
∙ 반드시 깨끗한 곳에 흡입 호스가 있는 우유 통 뚜껑을
놓습니다.

현재 냉장고 내부 온도
가 표시됩니다.

FormMaster의 문을 열
고 전원을 켜주십시오.

우유 통을 빼냅니다.

우유 통 뚜껑을 닫습니
다.

우유 통 뚜껑을 엽니다.
냉장 보관된 우유를 최
대 5리터까지 채웁니다.

우유 통을 안으로 끝
까지 밀어 넣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밀크 시스템 준비하기는 청소 또는 채우기 절차 후에
반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벤트 메시지의 지침을 준수
하십시오.
이벤트 메시지에 대한 액세스는 대시 보드를 통해 추가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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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 냉장고 유닛 채우기(옵션)

우유 – 밀크 시스템 준비하기



우유 통을 빼냅니다. 

우유의 질

냉장고 유닛은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동안 우유 냉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커피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예, 밤 시간)는 우유
를 빼내고 별도의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별도의 냉장고에 우유
를 옮겨 보관하거나 필
요에 따라 우유를 버립
니다.

문을 엽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우유로 인해 건강의 위험

우유 잔여물은 청소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장비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여물은 우유 추출을 방해하거나 제
품(음료)에 추출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청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적어도 하
루에 한 번은 냉장고 유닛과 밀크 시스템을
청소하십시오.

우유 통을 넣습니다.우유 통과 냉장고 유닛
을 청소하십시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면 냉장고 유닛의 전원을
끕니다.
전원을 끈 뒤, 냉장고 유
닛 문을 완전히 닫지 마십
시오. 냄새가 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약
간 열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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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유닛 비우기(옵션)



분리하여 청소하는 부분

A600 청소

A600 머신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품질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A600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청소 되어야 하
며 정기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완벽한 커피를 위한 여러분의 책임
완벽한 커피의 경험은 완벽히 청소된 커피 머신에 달려 있
습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세요!
커피 머신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또는 필요하다면 그 보
다 더 자주 청소를 해주십시오.
분리 가능한 모든 부품을 5단계의 절차에 따라 청소해주십
시오.

분리 가능한 부품 5단계 청소

브러시로 눈에 보이는
먼지를 제거합니다.

약한 세제를 넣은 물에
부품들을 담급니다.

부품을 세척합니다. 부품을 깨끗이 린스
해줍니다.

부품을 건조합니다.

[ 필요한 액세서리 ]

청소세정제 극세사 천 브러시 세트 청소용 용기 청소 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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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청소 시작하기

유지관리 레벨로 들어갑니다.
필요 시 PIN코드를 입력합니다.

공장 세팅 PIN코드는
1111입니다.

Cleaning and mainten-
ance를 선택합니다.

화상 위험!
청소 중에 온수와 스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웃렛 아래쪽이나
아웃렛을
만지지 마십시오.

Clean Coffee Machine
또는 Clean Flavour
Station을 선택 및 확인합
니다.

청소 사이클 이후, 머신이
유지관리 레벨로 돌아가
거나 에너지 세이버 모드
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술자가 원하는
옵션으로 설정해 줄 것입
니다.

작동 화면에 나온 지시를
따르고 Continue를 선택
해 확인합니다.

머신이 다음 단계를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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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00 수동 린스

〮 린스는 일일 청소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린스
는 커피 및 우유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합니
다.
〮A600은 전원이 켜지고 꺼질 때 뿐만 아니라 정
해진 시간 이후에도 자동으로 린스 합니다.

유지관리 레벨로 들어갑
니다.

Cleaning and 
Maintenance를 선택합
니다.

화상 위험!
청소 중에 온수가 반복적으
로 나옵니다.
〮아웃렛 아래쪽이나 아웃렛
을 만지지 마십시오.
〮드립 그리드 위에 어떠한
것도 올려두지 마십시오.

Rinse Coffee Machine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A600이 린스 됩니다.

모니터 스크린 닦기

유지관리 레벨로 들어
갑니다.

Cleaning and 
maintenance를 선택합
니다.

잠겨 있는 작동 화면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잠김은 20초간 지속됩니
다. Wipe Protection을 선택

합니다. 작동 화면은 20
초간 잠기게 됩니다. 

모니터 화면을 닦아 줍
니다.
유지관리 레벨이 나타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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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 통과 파우더 통 청소 (매주)

원두 통을 위로 들어올
립니다. 원두 통을 비워
줍니다.

곰팡이의 오염, 발생
: 원두 통은 완벽히 건조
해줍니다.

원두 통을 물속에 담그
지 마십시오.머신의 전면 문을 엽니

다.
잠금 슬라이드를 앞으로
끝까지 당깁니다.

천으로 원두 통을 청소합
니다. 필요에 따라 세정제
를 사용하십시오. 
마른 천으로 원두 통 내
부를 닦아줍니다.

원두 통을 장착합니다. 파우더 통을 들어 올립
니다. 파우더 통을 비워
줍니다.

천으로 파우더 통을 청소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세정
제를 사용하십시오. 
마른 천으로 파우더 통 내
부를 닦아줍니다.

잘리거나 분쇄되는 부상

분말 용기의 내부 기구
는 절단하거나 분쇄 상
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 분말 용기를 세척 할
때 주의하십시오.

파우더 분출구를 브러시
로 청소합니다.

파우더 통을 장착합니다. 잠금 슬라이드를 뒤로
끝까지 밀어줍니다.

기능의 손상
원두 통과 파우더 통
이 정확히 장착되지
않았다면, 커피 머신
의 기능과 제품의 질
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잠금 슬라이드를 끝
까지 밀어 넣습니다.

머신의 문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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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잉 유닛 청소 (매주)

브루잉 유닛을 빼냅니다. 브루잉 유닛을 깨끗한
물로 청소합니다.

머신의 전면 문을 엽니
다.

브루잉 유닛의 잠금버튼
을 시간반대방향으로 돌
려 풀어줍니다.

브루잉 유닛을 장착합니
다.

브루잉 유닛의 잠금버튼
을 시간방향으로 돌려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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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와 유지관리 계획

빈도 수행 내용 상세 정보

Daily A600을 청소합니다. See p.  18

Weekly 원두 통을 청소합니다. See p. 20

Weekly 파우더 통을 청소합니다. See p. 20

Weekly 브루잉 유닛을 청소합니다. See p. 21

Annually or after every 40,000 drinks 서비스 기술자에게 유지관리를 받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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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청소 세정제 (100 pcs.) 

청소 세정액 (1000ml)

FoamMaster전용 청소 세정액

소모품



문제 해결

도움말은 A600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증상 및 정보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
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주십시오.

머신 에러의 해결

셀프 서비스 아닌 모드 셀프 서비스 모드(퀵 셀렉트)

셀프 서비스가 아닌
모드에서는, 
에러가 난 부분에 색
깔로 표시 됩니다.

셀프 서비스 모드에
서, 에러는 우측 상단
코너에 색깔로 나타
납니다.

고객을 위한 지시문
이 있는 메시지

지시 문이 있는 메시지

전체적인 시스템이 오류의 영향을 받으면, 
에러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커피 머신의 심각한 오류가 생기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커피 머신이 시작 되지 않으면 전원 공급 장치를 확인해주십시오.
오류를 해결 할 수 없거나 다시 시작 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기술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일시 중단

시스템이 여전히
완벽히 작동 중

에러 메시지의 색상 코드

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제한됨

시스템 작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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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터시스템
www.woninter.co.kr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7길 4 ,1층(자곡동, 아세아ICT센터)

TEL : 02-6254-0101~3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51, 102호(남산동)

TEL : 051-627-0731~2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94번길 114, 102호(봉명동)

TEL : 1566-2567

http://www.wonint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