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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보증

A.J.의 Antunes 식품 서비스 장비부 Antunes & Co.는 모든 맥도날드 장비 원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한 보증을 합니다. 
모든 구성품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2년 동안 자재와 작업자 기량의 결함에 대해 보증을 받습니다. 

이 보증 기간 동안 부품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Antunes 식품 서비스부는 부품 교체를 위한 인건비와 출장비를 적격한 서비스 대리인에게 지불합니다.

Antunes 식품 서비스부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설계를 변경하거나 개량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당사 통제를 벗어난 요인 및 정부 규정으로 인해 언제든지 장비
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장비 수정 시에는 추가 보증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증은 특정 목적에 대한 암묵적 상업성이나 적합성 보증을 비롯하여 (명시적이든 아니면 암묵적이든 간에) 그 외 모든 보증을 대체하며, 독점적인 것입니다.
전술한 구제책은 독점적인 것으로서, A.J. Antunes & Co. 또는 그 산하 모든 부서는 이 보증 이행 시 위반이나 지연으로 인한 특수한 유발 손실이나 우발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보증 제외사항
• 설치 비용.
• 운송으로 인해 손상 입은 장비.  구매자는 운송업자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 변경, 오사용, 악용.
• 부적절한 보관이나 취급.
• 부적절한 정비
• 전기 연결을 비롯하여 적절한 설치 지침 미준수.
• 부적절하거나 무자격 수리.

• MRC 카드에 나와 있는 예정 정비 절차.
• 이 보증은 소모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입되는 수원으로 인한 수관이나 내부 솔레노이드 밸브 내

이물질과 같은 오염 문제 또는 수압 문제.
• 운임, 외국, 물품세, 지자체나 기타 판매 또는 사용 관련 세금.
• 수익 손실, 시간 손실, 손상 입은 기타 재산 수리나 교체 비용

또는 그 외 모든 종류의 우발 손상과 같은 유발 손상.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스캔하거나 제품
과 서비스 정보에 대한 URL을 입력하십시오.

A.J. Antunes & Co.

HEBT-3V

http://tiny.cc/ajaHEBT3V

본 예비 매뉴얼은 개선을 위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은 
이 제품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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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주의

모든 전기 연결은 현지 전기 법령 및 그 외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소유주 정보

지원을 받고자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전화할 때 아래 
정보를 작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는  
장치 후면에 있는 사양판에 적혀 있습니다.

구매처:

구매일:

모델번호:

일련번호:

제조 번호:

네트워크 ID 번호: 

매뉴얼에 동봉된 서비스 대리점 목록을 참조하여 아래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

명칭:

전화번호:

주소:

이 장치에 대해서는 정품 라운드업 교체 부품만을 사용
하십시오.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것 이외의 교체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은 공장 교육을 마치고서, 이 토스터용으로
완전하게 부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지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 위치를 찾는데 문제가 
있다면 1-877-392-7854(북아메리카 전용) 또는  
630-784-1000번으로 공장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  향후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장치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장비에 본 매뉴얼이 동봉되어야 합니다.

보증 정보

본 매뉴얼의 제한 보증에 대한 내용을 전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장치가 손상된 상태로 도착하는 경우 운송업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배상 청구를 하십시오.  청구 시 모든 포장물을 
보관하십시오.  배송 손상 청구는 구매자의 책임으로서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송 시 발생하는 손상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
한 손상.

• 전기 서비스 설치.

• 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정상 정비.

• 부적절한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오작동.

• 악용이나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

• 전기 구성품에 습기가 들어가서 발생하는 손상.

• 사전 설정된 제어나 안전 장치의 무단변경, 제거
또는 변경으로 인한 손상.

24 5/8”
(625 mm)

 25 1/4”
(641 mm)

 14 9/16”
(370 mm)

치수

전기 사양 및 플러그 구성

모델 및 
제조 번호

볼트 와트 헤르츠
플러그 
설명

플러그 
구성

HEBT-3V 
9210859 (한국) 
9210861 (유럽)

220-240 3300 50/60 IEC-309 핀 및 슬리브, 
16암페어, 230볼트

HEBT-3V 
9210860 220-240 3180-3750 50/60

Marechal
핀 및 슬리브

32암페어,
220-250볼트

일반

본 매뉴얼은 이 장치의 안전, 설치 및 운전 절차를 명시
합니다. 장치를 설치하여 운전하기 전에 본 매뉴얼을 읽
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치는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재료로 제작하고
라운드업의 엄격한 품질 표준에 따라 조립한 것입니다.
이 장치는 신뢰할 수 있는 무고장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에서 시험을 거쳤습니다. 

서비스/기술 지원

장치의 설치나 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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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정보

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경고와 주의 외에도, 안전한 장치 

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십시오.

• 장비 사용 전에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오.

• 안전을 위해 적절하게 접지된 코드 커넥터가 장비

에 있어야 합니다.  접지된 커넥터를 파손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 본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는 사용 목적으로만 장비

를 설치 또는 배치하십시오.  이 장비에서 부식성

화학물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 코드나 플러그의 손상이 있거나, 장비가 제대로 작

동하지 않거나 장비를 떨어트리거나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작동시켜선 안 됩니다.

• 적격한 자만이 이 장비를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수리를 하려면 가장 가까운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 장치의 어떠한 개구부도 막거나 덮어선 안 됩니다.

• 코드나 플러그를 물에 담궈선 안 됩니다.

• 코드를 뜨거운 표면 인근에 둬선 안 됩니다.

• 코드를 테이블이나 카운터 모서리에 매달아선

안 됩니다.

• 물을 분사하여 기기를 청소해선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고와 주의가 본 매뉴얼 전반적으로 

나와 있으며, 주의해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장치를 끄고 냉각 절차가 해당 사이클을 완료할 때

까지 대기한 후 전력선을 뺀 다음, 장치에 대해 서

비스나 정비를 실시하십시오.

비고: 전원 스위치를 끄더라도 장치의 모든 전원이 꺼지

는 것은 아닙니다. 장치 플러그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끄는 경우 전력선 플러그가 꽂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LED등이 깜빡입니다. 

• 이 장에 나와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화학물을 사

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은 약어

로 된 HCS (위험 고지 표준) 앞에서 굵은 글씨체

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물질안전데이터시트

(MSDS)에 관해서는 위험 고지 표준을 참조하십시오.

• 전기 쇼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전기

법령에 따라 장비를 접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는 적절한 정격의 퓨즈나 회로 차단기로 보호하면

서 별도의 전기선이 있는 접지된 리셉터클이 필요

합니다.

• 빵이 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커텐이나 기타 연

소성벽과 물질 아래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토스터

를 사용해선 안 됩니다.  안전한 운전 거리를 유지

하지 않으면 변색이나 연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치

토스터를 서비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에 주
의하셔야 합니다.

• 전원이 꺼져 있고 토스터가 실온 상태인지를 확인
하십시오.

• 장치의 어떠한 개구부도 막거나 덮어선 안 됩니다.

• 코드나 플러그를 물에 담궈선 안 됩니다.

• 코드를 뜨거운 표면 인근에 둬선 안 됩니다.

• 코드를 테이블이나 카운터 모서리에 매달아선 안
됩니다.

1. 맥도날드가 지정한 위치에 토스터를 놓으십시오.

2. 번 피더, 번 버퍼 프레임 및 크라운/힐 세퍼레이터
부속품을 부착하십시오 (그림 1).

3. 적합한 전원 콘센트에 전원 코드 플러그를 꽂으십시
오. 적절한 전압에 관해서는 사양판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전기 쇼크 위험.  본 매뉴얼의 지침 미준수 시에는 중상
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기에서는 전기 접지가 필요합니다.

• 전력 공급 코드 플러그를 수정해선 안 됩니다.  콘센
트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한 전기기사가 적절한
콘센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 기기의 코드를 연장시켜선 안 됩니다.

• 전기 쇼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전기 법
령에 따라 토스터를 접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격의 퓨즈나 회로 차단기로 보호하면서 별
도의 전기선이 있는 접지된 리셉터클이 필요합니다.

• 기기의 접지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으면 적격한 전기
기사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주의

빵이 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커텐이나 기타 연소성
벽과 물질 아래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토스터를 사용해
선 안 됩니다.  안전한 운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변
색이나 연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모든 전기 연결은 현지 전기 법령 및 그 외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포장 풀기

1. 대형 박스를 여십시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  HEBT-3V 토스터

•  부속품 박스

2. 대형 박스에서 부속품 박스를 꺼내십시오.

3.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대형 박스에서
HEBT-3V를 주의하여 꺼내십시오.

4. 장치의 모든 보호용 덮개를 벗기십시오.

5. 부속품 박스를 여십시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  소유주의 매뉴얼

•  번 버퍼 프레임

6. 맥도날드가 승인한 살균제를 뿌린 깨끗한 수건을
이용하여 토스터와 전술한 부속품의 전체 외관을
닦으십시오. 공기 건조시키십시오.

비고: 부속품을 주의해서 취급하십시오. 부속품이 구부러
지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 장치에 정확하게 부착할 수 없
어서 정상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고:  부품 분실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 
1-877-392-7854(북아메리카 전용) 또는
630-784-1000번으로 A.J. Antunes
기술 서비스부에 즉시 연락주십시오.

설치

주의

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절대로 전원 코드 플러그를 
뽑아선 안 됩니다. 적절한 셧다운 절차를 마친 이후에 
전원 코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경고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및/또는 장비 손상을 방지하
려면 전기 장비의 모든 검사, 시험 및 수리는 적격한 서
비스 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 장치를 완전히 셧다운시켜서 플러그를 뽑
은 다음, 내부 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기 회로 시
험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활성 회로가 
노출될 것입니다.

번 버퍼 
프레임

후면 
컨베이어 
커버

그림 1. HEBT-3V 구성품

제어판 
(장치 측면)

전면 컨베이어 
커버 및 피더 
어셈블리

압축 
노브

번 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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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지침

HEBT-3V는 크라운, 휠, 클럽 및 기타 제품을 토스팅합니
다. HEBT-3V를 시작하려면 다음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1. 토스터를 켠 후 웜업 완료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2. 압축 노브를 4(권장사항)로 설정하십시오. 추가 조
절이 필요하면 ‘토스트 품질 조절'의 8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7페이지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3. 장치가 작동 온도에 도달하면 제어판에 “준비상태"
라고 표시됩니다.

4. 번의 절단면이 전면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제품을
번 피더 어셈블리의 지정 구역에 넣으십시오.
토스팅된 제품이 번 버퍼에 떨어집니다.

운전 (계속)운전

그림 2. HEBT-3V 제어판 및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라이터 다커

사용자 모드

사용자 모드는 운전자가 토스터 세팅을 볼 수 있게 해주

지만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1. 프로그램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르십시오. 5초 후

화면에 후면 가압판의 실제 온도가 나타납니다.

2. 라이터 버튼을 눌러서 후면 가압판 히터의 설정 온

도 또는 실제 온도로 이동하십시오.

3.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전면 가압판 히터 메뉴를

진행하십시오. 전면 가압판의 실제 온도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라이터 버튼을 눌러서 전면 가압판의 설정 온도 또

는 실제 온도로 이동하십시오.

5.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모터 메뉴를 진행하십시오.

모터의 실제 속도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6. 라이터 버튼을 눌러서 모터의 설정 속도 또는 실제

속도로 이동하십시오.

비고: 장치는 키패드 비활성화 5초 후에 사용자 모드를 

빠져나옵니다.

관리자 모드

관리자 모드는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세팅을 보고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가압판 A 온도

•  가압판 B 온도

•  모터 속도

•  온도 단위 (섭씨 또는 화씨)

•  현재 선택: 208볼트 또는 240볼트

또한 관리자 모드는 운전자가 제어칸의 주변 온도뿐만 아

니라 운전 일수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조정은

할 수 없음).

1. 장치를 끄십시오.

2. 프로그램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켜십시오. 화면

에 “EnA”가 나타날 때까지 5초 동안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버튼을 놓으십시오.

3. 가압판 설정 온도를 조정하려면, 라이터 또는 다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십시오.

비고: 후면 가압판에 대한 권장 온도 세팅은 257° C 

(495° F)입니다.

4.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전면 히터 설정 온도를 진

행하십시오.

5. 전면 히터 설정 온도를 조정하려면, 라이터 또는 다

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십시오.

비고:  전면 가압판에 대한 권장 온도 세팅은 271° C 

(520° F)입니다.

6.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모터 속도 설정값을 설정

하십시오.

7. 라이터 또는 다커 버튼을 눌러서 모터 속도 설정값

을 조절하여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십시오.

비고:  모터 속도는 1에서부터 100까지 조절할 수 있습

니다. 권장 세팅은 75입니다.

8.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온도 단위를 진행하십시오.

9. 온도 단위를 화씨 또는 섭씨에서 변경하려면 라이

터 또는 다커 버튼을 누르십시오.

10.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서 제어칸의 주변 온도를 설

정하십시오.

비고: 제어칸의 주변 온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0° F (66° C) 이하의 온도가 괜찮습니다.

11.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프로그램 버튼을 길게 누르

십시오.

비고: 장치는 키패드 비활성화 30초 후에 관리자 모드

를 빠져나옵니다.

안전 기능

하이 리미트 컨트롤러

하이 리미트 컨트롤러는 장치 과열 시 히터와 제어 회로
의 전원을 끕니다. 제어 리셋하기:

1. 10-15분 동안 장치를 냉각시키십시오.

2. 장치 후면에서  하이 리미트 컨트롤러 2개의 위치
를 찾으십시오. 2개의 검정색 보호용 캡을
제거하십시오.

3. 양 버튼을 모두 눌렀다가 놓으십시오. 보호용 캡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비고: 하이 리미트 컨트롤러를 계속 리셋해야 하는 
경우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스터에서 번 제거

번이 토스터에 걸려 있는 경우 업 및 다운 화살표 버튼을 
모두 길게 눌러서 번이 토스터로부터 제거될 때까지 벨트 
속도를 올리십시오. 

A.J Antunes HEBT 토스터에서 사용되는 번 제품은 전세

계적으로 다양합니다 (예: 습기 함유, 번 제조법, 연식, 내

성 등). HEBT는 황금 표준의 토스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가 압축, 명암 (속도) 및 온도 세팅을 조절할 수 있

게 함으로써 번 변동성을 보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명암 조절: ▲ 또는 ▼ 버튼을 이용하여 명암 세팅을

조정하십시오. 공장 출하 시 HEBT에 대한 기본 명암

세팅은 0이지만 라이터 0-10에서부터 다커 0-1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밝음 10은 가장 밝은 세팅이며

어두움 10은 가장 어두운 세팅입니다.  “라이터" 값을

증가시킬 때마다 패스 스루 타임이 증가하며, “다커"

값을 증가시킬 때마다 패스 스루 타임이 감소합니다.

2. 온도 조절: 프로그램 메뉴에서 가압판에 대한 온도 설정
값을 조정하십시오. HEBT에 대한 기본 온도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가압판: 271°C (520°F) 및 B
가압판: 257°C (495° F) . 괜찮은 토스트 품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온도를 +/- 50°F (10°C)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압축 조절: 장치의 좌측면에 있는 압축 노브를 조정하십
시오. HEBT에 대한 기본 압축 세팅은 4이지만 1에서부
터 7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토스트 품질과 번
압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압축을 1에서부터 7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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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청소

1. 토스터를 끄십시오. 토스터가 냉각 모드에 진입하
여, 완료 시 자동으로 셧다운합니다.

비고: 사용자는 냉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 열 저항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전면과 후면 컨베이
어 커버 및 번 버퍼를 제거하십시오. (그림 5).

3. KAY QSR 헤비 듀티 그리스 제거(HDD) 용액을 적
신 종이 수건을 이용하여 토스터의 바깥 표면을 청
소하십시오. 토스터의 수평면에 있는 모든 부스러
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공기 건조시키십시오.

4. KAY QSR 글래스 및 멀티표면 청소제를 적신 종이
수건을 이용하여 전면과 후면 컨베이어 커버 및 번
버퍼를 청소하십시오. 살균제로 적신 깨끗한 수건
을 이용하여 닦은 후 공기 건조시키십시오.

5. 벨트 랩 스냅에 찢어짐, 변색 또는 손상이 있는지
벨트를 검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손상 입은 벨트
랩을 교체하십시오. 모든 벨트 랩을 분기별로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정비를 하는 경우
벨트 랩 수명은 6개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6. 벨트 상태가 좋은 경우 KAY SolidSense All
Purpose Super Concentrate(APSC)를 살균제를
적신 깨끗한 수건으로 분무하십시오. 벨트를 깨끗하
게 닦으십시오. 다음으로, 살균제를 적신 깨끗한 수건
으로 전면 벨트를 닦으십시오. 공기 건조시키십시오.

비고: 벨트는 냉각 모드 상태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벨트 
랩을 완벽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6단계를 1번 이상 반
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장치를 재조립한 후 다시 운전하십시오.

정비

그림 3. 

정비 (계속)

그림 4. 손상을 입은 벨트 예시

벨트가 마모되어 접혀 있습니다. 
벨트를 교체하십시오.

벨트에 스냅이 없고 손상이 있습니다. 
벨트를 교체하십시오.

그림 5. 손상을 입은 벨트 예시

그림 6. 손상을 입은 벨트 예시

벨트가 스냅 주변에서 주름지고, 스냅이 느슨하거
나/손상 입었으며, 그리고 스냅을 분실했습니다. 

결함 있는 벨트를 교체하십시오.

스냅 주변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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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컨베이어 자물쇠

그림 7. 컨베이어 롤러

정비 (계속)

벨트 교체 (매분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벨트는 마모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
다. 이러한 마모는 벨트 찢어짐이나 변색의 형태로 나타
나며, 이 시점에 벨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비고: 벨트 교체 시 또는 서비스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
만 벨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전을 위해 모든 벨
트를 분기별로 교체하십시오. 벨트를 분기마다 교체할 것
을 권장합니다.

벨트 제거

 1. 토스터의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로 돌리십시오. 토
스터가 냉각 모드에 진입하여, 완료 시 자동으로 셧
다운합니다.

 2. 냉각 기간 완료 시 전원 코드 플러그를 빼십시오.

 3. 네오프렌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번 피더를 제거하십
시오.

 4. 전면과 후면 컨베이어 커버를 토스터로부터 들어올
려 빼내어 제거하십시오.

 5. 압축 노브를 7로 설정하십시오.

 6. 래치 잠금을 풀어서 좌측 패널을 여십시오.

 7. 전면 컨베이어 롤러를 잠그려면 토스터 정면으로 이
동하십시오. 양손으로 전면 컨베이어 롤러를 밀어 내
려서 몸쪽으로 당기십시오. 이를 통해 장력을 제거하
여 롤러를 제 위치에 잠글 수 있습니다 (그림 7).

 8. 후면 롤러를 잠그려면 토스터 후면으로 이동하십시
오.  양손으로 후면 컨베이어 롤러를 밀어 내려서 
몸쪽으로 당기십시오.  이를 통해 장력을 제거하여 
롤러를 제 위치에 잠글 수 있습니다 (그림 7).

 9. 상부 벨트 프레임 자물쇠를 올리십시오. 이후 아래
로 회전시켜서 후면 컨베이어 롤러의 캠 샤프트에 
지탱시키십시오. (그림 8).

 10. 하부 벨트 프레임 자물쇠를 아래로 당기십시오  
(그림 8). 

 11. 전면 벨트를 제거하여 폐기하십시오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 벨트를 절반으로 절단할 것을 권장합니
다). 그림 9를 참조하십시오.

 12. 후면 벨트를 제거하여 폐기하십시오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 벨트를 절반으로 절단할 것을 권장합
니다). 그림 9를 참조하십시오.

13.  살균제를 뿌린 깨끗한 수건으로 4개 롤러를 모두 
닦으십시오. 롤러에 있는 모든 부스러기를 제거하여 
최대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부 벨트 프레임 
자물쇠

팽팽함

느슨함
느슨함

팽팽함

그림 9. 벨트를 제거하여 폐기하십시오. 
벨트를 재사용해선 안 됩니다. 

크라운 벨
트 랩

클럽/힐 벨트 랩

메인 벨트 랩

정비 (계속)

그림 10. 컨베이어 롤러

그림 11. 컨베이어 자물쇠

벨트 설치

 1. 벨트 제거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2. 승인된 살균제를 뿌린 깨끗한 살균처리 수건으로 
새 벨트의 양면을 닦은 후 공기 건조시키십시오.

 3. 살균제를 뿌린 깨끗한 수건으로 4개 롤러와 백킹 플
레이트를 모두 닦으십시오. 롤러와 백킹 플레이트에
서 모든 부스러기를 제거하여 최대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4. 전면 상단 롤러와 전면 하단 롤러 위에서 새 전면 
벨트를 천천히 미십시오.

비고: 롤러에서 벨트를 적절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합
니다. 벨트의 스냅은 상단 전면 롤러의 내부와 마주봐야 
합니다. 

 5. 후면 상단 롤러와 후면 하단 롤러 위에서 첫 번째 
크라운 벨트를 밉니다. 클럽/힐 벨트 및 두 번째 크
라운 벨트에 대해서도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비고: 롤러에서 벨트를 적절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벨트의 스냅은 상단 후면 롤러의 내부와 마주봐
야 합니다.

 6. 전면과 후면 벨트 롤러를 들어올려서 최대 장력을 
형성하여 각 롤러를 제 위치에 잠그십시오 (그림 
10).

 7. 하부 벨트 프레임 자물쇠를 천천히 들어올려서 전면
과 후면 벨트 롤러를 제 위치에 잠그십시오 (그림 
11). 필요하다면 하부 벨트 프레임 자물쇠를 위치에 
올리면서 후면 벨트 롤러의 캠 샤프트를 들어올리
십시오.

 8. 상부 벨트 프레임 자물쇠를 들어올려서 전면 컨베
이어 어셈블리 상의 위치에 잠궈서 다시 체결하십
시오 (그림 11).

 9. 사이드 패널을 닫아서 래치로 거십시오.

비고: 새 벨트를 주문할 수 있도록 벨트 교체 후에
는 점포 관리자에게 고지하십시오. 새 벨트를 구하려면 
1-877-392-7854(북아메리카 전용) 또는 630-784-1000
번으로 공장에 연락하십시오.

 10. 압축 노브를 4로 설정하십시오.

 11. 전면과 후면 컨베이어 커버를 다시 설치한 후 번 
피더 어셈블리를 설치하십시오.

 12. 토스터 플러그를 꼽아서 장치를 시험한 다음, 서비
스를 재개하십시오.

상부 컨베이어 
자물쇠

하부 컨베이어 
자물쇠

팽팽함

느슨함
느슨함

팽팽함

상부 벨트 프레임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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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상단 냉각팬에 접근

상단 냉각팬과 전기 하우징 청소 (매년)

상단 팬을 청소하려면 다음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1.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로 돌리십시오. 토스터가 냉
각 모드에 진입하여, 완료 시 자동으로 셧다운합니
다. 전원 코드 플러그를 빼십시오.

 2. 토스터 정면을 마주보면서 우측 사이드 패널로 이
동하십시오. 우측 사이드 패널에서 2개의 상단 나
사를 빼낸 후 패널을 내리십시오 (그림 12).

 3. 플라스틱 브러시나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5개 팬 
블레이드 모두를 아래에서부터 브러싱하십시오. 모
든 부스러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4. 제어칸의 내부 바닥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 연결부
에 있는 모든 부스러기를 주의해서 청소하십시오. 
이러한 구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 보풀 또는 부스러
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5. 우측 사이드 패널을 부착하여 나사로 고정시키십시오. 

후면 냉각 팬과 전기 하우징 청소 (매년)

후면 팬을 청소하려면 다음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1. 장치를 끈 상태에서 후면 액세스 패널을 고정시키
는 후면 나사 3개를 제거하여 패널을 주의해서 내
리십시오 (그림 13).

 2. 플라스틱 브러시나 유사한 도구를 이용하여 5개 팬 
블레이드 모두를 부스러기가 없도록 브러싱하십시오.

 3. 토스터의 바닥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 연결부에 있
는 모든 부스러기를 주의해서 청소하십시오. 이러
한 구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 보풀 또는 부스러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4. 우측 패널을 부착하여 3개 나사로 고정시키십시오.

비고: 후면 패널을 닫을 때 배선을 집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 전원 코드 플러그를 끼우고 전원 스위치를 켠 후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토스터를 시험하십시오. 

그림 13. 후면 냉각팬에 접근

문제 해결

문제 가능한 사유 수정 조치

제어 화면에서 Err 5 가 
계속 깜빡입니다. 제대로 
토스팅되지 않는 번

A 가압판 온도가 20분 내에 설정 온
도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0분 동안 장치를 웜업시킨 후 다시 점검하십시오. 
제어 화면에서 여전히 Err 5가 깜빡이는 경우 귀사
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
비스를 받으십시오.

A 가압판 서모커플 고장.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제어 기판 고장

제어 화면에서 Err14가 
계속 깜빡입니다. 제대로 
토스팅되지 않는 번

B 가압판 온도가 20분 내에 설정 온
도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0분 동안 장치를 웜업시킨 후 다시 점검하십시오. 
제어 화면에서 여전히 Err 14가 나타나는 경우 귀
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후면 가압판 서모커플 고장.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제어 기판 고장.

제어 화면에서 Err 9 가 
계속 깜빡입니다.

제어칸 주변 온도는 150° F (66° C) 
이상입니다.

토스터의 측면 환기구가 막혀 있지 않고 다른 가열 
기기 인근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문제
가 지속되면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
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냉각팬 고장.

제어 기판 고장

제어 화면에서 Err 19 가 
계속 깜빡입니다. 번이 탑
니다.

A 가압판 솔리드 스테이트 계전기 
고장.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제어 기판 고장.

A 가압판 서모커플 고장.

제어 화면에서 Err 18 이 
계속 깜빡입니다. 번이 탑
니다.

B 가압판 솔리드 스테이트 계전기 
고장.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제어 기판 고장.

B 가압판 서모커플 고장.

제어 화면에서 Err 13 이 
계속 깜빡입니다. 제대로 
토스팅되지 않는 번

제어 기판의 A 가압판 서모커플 연
결이 느슨하거나 전면 가압판 서모커
플이 열려 있습니다.

A 가압판 서모커플을 제어 기판에 다시 고정시키십
시오. 제어 화면에 여전히 Er 13이 나타나는 경우 
연속적인지 전면 서모커플을 점검하십시오.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
를 받으십시오.

제어 기판 고장.

제어 화면에서 Err 11 이 
계속 깜빡입니다. 제대로 
토스팅되지 않는 번

제어 기판의 B 가압판 서모커플 연결
이 느슨하거나 후면 가압판 서모커플
이 열려 있습니다.

B 가압판 서모커플 연결부를 제어 회로에 다시 고
정시키십시오. 제어 화면에 여전히 Er 11이 나타나
는 경우 연속적인지 후면 서모커플을 점검하십시오.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제어 기판 고장.

제어 화면에서 Err 12 가 
계속 깜빡입니다. 제대로 
토스팅되지 않는 번

접지 측 A 가압판 서모커플 쇼트. 제어 기판 측 A 가압판 서모커플 연결부를 연결 해
제한 후 다시 고정시키십시오. 제어 화면에 여전히 
Er 12가 나타나는 경우 연속적인지 후면 서모커플
을 점검하십시오.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제어 기판 고장

제어 화면에서 Err 10 이 
계속 깜빡입니다. 토스팅
되지 않는 번.

접지 측 B 가압판 서모커플 쇼트. B 가압판 서모커플 연결부를 제어 회로에 다시 고
정시키십시오. 제어 화면에 여전히 Er 10이 나타나
는 경우 연속적인지 후면 서모커플을 점검하십시오.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제어 기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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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계속)

문제 가능한 사유 수정 조치

제어 화면에서 Err 20 이 

깜빡입니다.

1개 또는 2개 컨베이어에서  

기계적 걸림.

“사용자 모드"를 입력하여 모터 속도를 점검하십시

오. 기계적 걸림이 있는지 양 컨베이어를 모두 점검

하십시오. 모터를 시험하십시오. 필요한 부품을 교

체하십시오.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볼 베어링 마모 또는 손상.

구동 체인이나 스프로킷 손상.

모터 고장.

제어 기판 고장.

제어 화면에서 Err 8 이 

깜빡입니다.

모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하는데  

작동 중입니다.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크라운 및/또는 힐을 토스

터에 강제로 끼워야 합니

다. 달라 붙어서 타는 번.

제대로 청소되어 있지 않은 실리콘 

벨트.

본 매뉴얼의 정비 섹션에 나와 있는 대로 실리콘 

벨트를 청소하십시오.

실리콘 벨트가 접촉부에 점착/접착되

어 있지 않습니다 (4-6개월마다 교체).

실리콘 벨트를 청소하십시오. 실리콘 벨트 마모가 

심한 경우 본 매뉴얼의 정비 섹션에 나와 있는 대

로 교체하십시오.

실리콘 벨트가 더럽거나, 마모되거나, 

손상 입었습니다 (4-6개월마다 교체).

본 매뉴얼의 정비 섹션에 나와 있는 대로 실리콘 

벨트를 청소하거나 교체하십시오.

제대로 토스팅되지  

않는 번.

컨베이어 상단 샤프트 중 하나가  

하부 잠금 위치에 걸려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정비 섹션에 나와 있는 대로 샤프트 

위치를 검사하십시오.

상부/하부 컨베이어 자물쇠가 제  

위치에 제대로 잠기지 않습니다.

본 매뉴얼의 정비 섹션에 나와 있는 대로 적절한 

잠금 위치를 검사하십시오.

압축 사이드 도어가 닫히

지 않습니다.

상부/하부 컨베이어 자물쇠가 제  

위치에 제대로 잠기지 않습니다.

본 매뉴얼의 정비 섹션에 나와 있는 대로 적절한 

잠금 위치를 검사하십시오.

도어를 닫으려고 하는데 압축 사이드 

도어의 자물쇠가 잠금 위치에  

있습니다.

자물쇠를 잠금 해제 위치로 돌린 다음, 도어를  

닫으십시오.

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냉각팬 고장. 토스터의 환기구가 막혀 있지 않고 다른 가열 기기 

인근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본 매뉴얼

의 정비 섹션에 나와 있는 대로 팬을 청소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냉각 팬이 더러우므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제어 화면에서 Err 17 이 

계속 깜빡입니다. 번이 제

대로 토스팅되지 않습니다.

가압판 하이 리미트 컨트롤러가 트립

되었습니다.

장치를 냉각시킨 후 A 가압판 하이 리미트 컨트롤

러를 리셋하십시오. 다시 트립하면, 귀사의 정비사

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

으십시오.

제어 화면에서 Err 16 이 

계속 깜빡입니다. 번이 제

대로 토스팅되지 않습니다.

B 가압판 하이 리미트 컨트롤러가 

트립되었습니다.

장치를 냉각시킨 후 B 가압판 하이 리미트 컨트롤

러를 리셋하십시오. 다시 트립하면, 귀사의 정비사

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

으십시오.

문제 해결 (계속)

문제 가능한 사유 수정 조치

제어 화면이 공백입니다. 전원 코드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습니다.

적합한 콘센트에 전원 코드 플러그를 꽂으십시오. 

토스터를 켜십시오. 제어 화면이 여전히 공백인 경

우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인에게 연

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꺼지거나 트립된 회로 차단기. 손상 

입은 전기 콘센트, 플러그 또는 전원 

코드. 전원 스위치 손상.

회로 차단기를 리셋하십시오. 다시 트립하면 전원 

코드, 플러그 및 콘센트에 손상이 있는지 점검하십

시오. 귀사의 정비사,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 및 전

기기사에게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변압기 고장. 변압기를 교체하십시오.

돌아가지 않는 컨베이어. 모터 구동 체인이 스프로킷으로부터 
탈착됩니다.

구동 체인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구동 체인에 윤활이 필요합니다. 구동 체인을 Lubit-8(P/N 2140152)로 윤활하십시오.

구동 모터 고장.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제어 화면에 Err 1, 2, 3, 
5, 6, 7 또는 Err 20  
이상인 특정 숫자가  
깜빡입니다.

내부 제어 기판 고장. 제어 기판 교체가 필요합니다. 귀사의 정비사나 적격
한 서비스 대리점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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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12603 스프로킷/텐셔너 브라켓 어셈블리 1
2 0012592 스프로킷/베어링 어셈블리 1
3 0506185 브라켓, 체인 텐셔너 1
4 2140109 록타이트 # 242 (파란색) 1
5 3310101 너트, 육각 5/16 - 18 1
6 3310103 숄더 볼트 3/8” X 1” 1
7 3310106 로크 와셔 1
8 0012604 스프로킷/리테이너 어셈블리 1
9 0012592 스프로킷/베어링 어셈블리 1
10 0506146 리테이너 아이들러 1
11 2120118 평와셔 1
12 2140109 록타이트 # 242 (파란색) 2
13 331P101* 너트, 육각 5/16 - 18 1
14 3310103 숄더 볼트 3/8” X 1” 1
15 331P106* 로크 와셔 1
16 0012814 캠 브라켓과 스러스트  1 
  스트립 어셈블리, LH 

17 0013167 하우징 어셈블리 1
18 0013166 베이스/히터 어셈블리 1
19 0021689 용접물, 엔드 하우징 1
20 0021714 용접물, 엔드 하우징 로드 지지부 1
21 0022117 용접물, 내부 베이스 1
22 0022118 용접물, 제어 하우징 1
23 0200345 베이스 개스킷, 23.94” LG 2
24 0200355 베이스 개스킷, 11.30” LG 2
25 0400119 부싱, 짧은형 5/8” 2
26 0400418 1-1/8” 지름용 푸시인 그로밋 구멍 1
27 0506083 스페이서 2
28 0506174 엔드 커버 하단 1
29 0800474 로드, 벨트 커버 4
30 2100212 핸들, 포켓 풀, 스냅인 1
31 2140101 접착제/실란트 - RTV 1
32 2140109 록타이트 # 242 (파란색) 1
33 308P144* 나사, #8-32 X 1/4” (#6 헤드) 1
34 308P157* 나사, 탭 8-32 X 3/8”LG 1
35 3080203 나사, 탭 8-32 X 3/8” W/Int. 11 
  톱니형 와셔 

36 310P102* 와셔, Int. 톱니형 자물쇠,#10 1
37 310P110* 나사, Mach. #10-32 X 1/2” 1
38 310P199! 나사, #10-32 X 3/8 Lg 소켓 HD 캡 1
39 310P204* 필리스터 헤드 필립스 나사 1  
  # 10-32 X .25 
40 0013178 조절 가압판 어셈블리 1
41 0013181 계전기 - 싱크 브라켓 어셈블리 1
42 0507247 히트 싱크, 계전기 1
43 308P157* 나사, 탭 8-32 X 3/8”LG 1
44 4010187 변압기, 240 Vac/12Vac 1
45 4050240 계전기, 솔리드 스테이트 듀얼 폴  1 
  W/Conn-Recept 
46 0013183 모터/스프로킷 어셈블리 1
47 0506157 모터 플레이트 1

 항목 부품번호 설명 수량  항목 부품번호 설명 수량 항목 부품번호 설명 수량  항목 부품번호 설명 수량

48 2140109 록타이트 # 242 (파란색) 2
49 2150316 스프로킷, 25B12 3/8” 보어 1
50 310P199* 나사, #10-32 X 3/8 LG 소켓 HD 캡 1
51 4000186 모터, 230V 1
52 0013184  캠 브라켓 및 스러스트 스트립 어셈블리, Rh 1
53 0013185 엔드 커버 어셈블리 1
54 0013217 번 피더 어셈블리 1
55 0013250 전기 패널 어셈블리 1
56 0022185 전기 패널 용접물 1
57 0506170 팬 커버 1
58 1000900 라벨 - 경고 1
59 1001213 라벨 - 쇼크 위험 1
60 21000-0043 스페이서,  3/8 CBS 나사산 암 2
61 308P124* 나사, Mach One-Way #8-32 1
62 308P143* 너트, 육각 ‘Keps’ #8-32 1
63 310P213* 나사, Phpnhd  1 
  #10-16 X 3/4” 나사산 형태 

64 4000202 팬, 축 - 230V, 메탈 Hsg & Imp 1
65 4050236 접촉기, 2 폴 넘버 1
66 4070198 스너버 보드 1
67 0013307 제어 커버 어셈블리 1
68 0022110 용접물, 제어 하우징 커버 1
69 1000900 라벨 - 경고 1
70 1001213 라벨 - 쇼크 위험 1
71 1001561 라벨, ID - A 1
72 1001562 라벨, ID - B 1
73 1001599 라벨, 제어 1
74 1001650 라벨 한국어 번역 1
75 1002650 배선 다이어그램 라벨 1
76 2100212 핸들, 포켓 풀, 스냅인 1
77 2180445 에지 트림 피스, 7” 1
78 304P105* 너트, 육각 ‘Keps’ #4-40 1
79 4070230 Asy-Pcb, Main Go To Market (MCD) 1
80 0021983 용접물, 서모커플 튜브 1
81 0022101 용접물, 아이들러 롤러 전면 상단 2
82 0022103 용접물, 구동 롤러 전면 하단 2
83 0022111 용접물, 컨베이어 커버 - 전면 1
84 0022114 커버 용접물 1
85 0022115 용접물, 조절 가압판 프레임 1
86 0022116 용접물, 고정 가압판 프레임 1
87 0022283 용접물, 베어링 브라켓 및  2 
  스프링 가이드 - LG 

88 0022284 용접물, 베어링 브라켓 및  2 
  스프링 가이드 - RG 

89 0022294 용접물, 필터 브라켓 1
90 0100292 가압판, 메인 230V, 2300W 1
91 0400147 부싱, 짧은형 7/8” 1
92 0400427 절연, 메인 가압판 1
93 0504320 스페이서 0.781 X 1.125 X 0.06” 10
94 0506144 플레이트, 텐셔너 RG 2
95 0506163 브라켓, 텐셔너 2

교체 부품 교체 부품 (계속)

96 0506167 브라켓, 베어링 2
97 0506278 스페이서, .312 X .187 X .105 3
98 0506291 브라켓, 텐셔너-엔드 Hsg, 후면 1
99 0506292 브라켓, 텐셔너-엔드 Hsg, 전면 1
100 0506293 플레이트, 텐셔너-엔드 Hsg, 후면 1
101 0506294 플레이트, 텐셔너-엔드 Hsg, 전면 1
102 0506736 브라켓, 하우징 잠금 1
103 0507112 지지 브라켓, RG 1
104 0507113 지지 브라켓, LG 1
105 0507114 후면 컨베이어 커버 1
106 0507115 브라켓, 번 스톱 1
107 0507129 절연판 1
108 0507246 커버, 덕트 팬 1
109 0600143 스프링, 압축 세팅 2
110 0600157 스프링, 체인 장력 2
111 0600158 스프링, 롤러 장력 4
112 0600159 스프링, 캠 조절 2
113 0700956 케이블 어셈블리 - 접지 1
114 0700963 와이어 세트, SSR 고전압 1
115 0700964 와이어 세트, 클럽 전압 1
116 0700965 와이어 세트, 제어 1
117 0700966 와이어 세트, 팬 Xfmr 1
118 0700967 와이어 세트, 라인 필터 1
119 1001452 라벨, Pvc 제거 1
120 2100212 핸들, 포켓 풀, 스냅인 2
121 2100253 노브, 1/4” 샤프트, 푸시온 1
122 2100334 스러스트 스트립, 테프론 4
123 2110197 클립, 강철 케이블 1
124 2120213 스페이서, 프레임 및 가압판 LG 4
125 2120216 스페이서, 상부 잠금 플레이트, 전면 1
126 2120217 스페이서, 상부 잠금 플레이트, 후면 1
127 2120221 스페이서, 0.69 X 0.503 X 0.359 2
128 2120223 슬리브 베어링, .50” Od X .75” LG 2
129 2120224 슬리브 베어링, .50” Od X .375” LG 2
130 2120260 스페이서, 조절형 프레임 Rh 2
131 2120263 스페이서, 가압판 RH 2
132 2140109 록타이트 # 242 (파란색) 1
133 2140125 윤활제, 흰색, PTFE 1
134 2150185 스프로킷, 25B18, 1/2” 보어 2
135 2150285 베어링, 단일 그루브 S/S 8
136 2150324 체인, 구동 1
137 2150362 캠, HBCS 2
138 2150406 캠 샤프트 1

139 300P123* 링, 리테이닝, 외부 1
140 304P105* 너트, 육각 ‘Keps’ #4-40 1
141 306P130* 너트, 육각 Keps #6-32 (소형 패턴) 1
142 308P102* 와셔, Int. 톱니 #8 1
143 308P124* 나사, Mach One-Way #8-32 1
144 308P142* 평와셔 #8 1
145 308P143* 너트, 육각 ‘Keps’ #8-32 1
146 308P145* 너트, 육각 아콘 #08-32 낮은 크라운 1
147 308P157* 나사, 탭 8-32 X 3/8”LG 1
148 308P164* 나사, Mach. #8-32 X 1” 1
149 308P193* 나사, Mach #8-32 X 1 1/4” SLTFLTHD 1
150 308P203* 나사, 탭 8-32 X 3/8” 1  
  W/Int. 톱니형 와셔 

151 308P340* 너트, 육각 아콘 잠금 #8-32 1
152 310P146* 너트, 육각 ‘Keps’ #10-32 1
153 310P187* 나사 세트, #10-32 X 3/8  1 
  육각 소켓-콘 포인트 

154 310P199* 나사, #10-32 X 3/8 Lg 소켓 HD 캡 1
155 310P213* 나사, PHPNHD #10-16 X 3/4”  1 
  나사산 형태 

156 310P214* 나사, 육각 #10-32 X 1/2” 1
157 325P109* 나사, 육각캡 1/4-20 X 1/2” 1
158 325P176* 나사, 플랜지 육각 헤드 캡 1
159 325P193* 나사, 육각 헤드,  1 
  #1/4-20 X 1.375”, S.S. 

160 325P194* 나사, 육각 헤드, #1/4-20 X 2.00”, S.S. 4
161 4000202 팬, 축 - 230V, 메탈 Hsg & Imp 1
162 4010221 캡-Mp, 모터 가동 1
163 4030352 서모스탯, 하이 리미트 700°F 2
164 4050229 필터, 라인 1
165 4051045 서모커플형 “K” (오픈 엔드) 2
166 4060107 케이블 타이, 1/8W X 5” 1
167 4060374 접지 러그 1
168 4060398 터미널 블록, S-시리즈 1
169 4070154 배리스터 보드 1
170 0700947 전원 코드 IEC-309 핀 및 슬리브, 1 
  16암페어, 230볼트 
  (제조 번호 9210859 & 9210861)
 0700970 전원 코드  Marechal 핀 및 슬리브 1  
  32암페어, 220-250볼트 
  (제조 번호 9210860) 
171 0400375 변형 방지 장치 1
172 0400376 로크 너트, 도관 3/4” NPT 1 
* 10의 패키지에서 구할 수 있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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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24

128

37
151160

139

139

151

137

160

101100

122

122

88

87

93
135

98

152

158

53

53

121

152

99158

96

93
135

93

111111

93

135
37

152

152



HEBT-3V 번 토스터HEBT-3V 번 토스터

20 21
A.J. Antunes & Co. A.J. Antunes & Co.

P/N 1011377KOR Rev. A 04/16 
Transcribed from 1011377 Rev. A 03/16

McDonald’s

P/N 1011377KOR Rev. A 04/16 
Transcribed from 1011377 Rev. A 03/16
McDonald’s

교체 부품 (계속) 교체 부품 (계속)

156

156

104

84

40

165

81

81

82

82

85

86

139

139

138

165

90 92

107

156148

142

ZX

ZX ZX

103

147

108

155

161

43

44

42

45

78
79

68

73

147

74

76
77

141

164

89

141

168

149

140

169

163

163



HEBT-3V 번 토스터HEBT-3V 번 토스터

22 23
A.J. Antunes & Co. A.J. Antunes & Co.

P/N 1011377KOR Rev. A 04/16 
Transcribed from 1011377 Rev. A 03/16

McDonald’s

P/N 1011377KOR Rev. A 04/16 
Transcribed from 1011377 Rev. A 03/16
McDonald’s

교체 부품 (계속)

87

88

94

94
122 122

111

111
130

129

93

93

135 135

95

95

52

130
129

153

112

109 151

151

139

159

159

152

13913
15

10

11
9

135

93

135
93

152

127

9

14

110

110

134

136

5
7

2

2

6

145

144

134

3

154

49
47

51

50

91

57

63

147

56

162

141

62
65

64

6066

127

배선 다이어그램



당사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A.J. Antunes & Co.
본부/제조

Carol Stream, ILLinois 60188 USA
전화: (630)784-1000

무료 전화: (800) 253-2991
팩스: (630) 784-1650

Antunes 장비

제조 (Suzhou) 주식회사,
Suzhou, Jiangsu, China 215011

전화: 86-512-6841-3637
무료 전화: 400-0-7878-22
팩스: 86-512-6841-3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