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동설명서

커피분쇄기의부품
1 그라인더레버가있는그라인더챔버
2 마그네틱커버
3 디스크홀더와원뿔형그라인딩디스크가
있는조절링
4 마그네틱수집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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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z-I®

기기정보
그라인더 : 직경 32mm (원추형그라인딩디스크)
그라인더: 경화강(62HRC)
무게 : 805g(정규), 685g(트림)
지름: 55mm(일반), 47mm(트림)
콜렉터의직경 : 외측 60mm / 개구부 55mm
높이: 225mm(그라인딩레버삽입시)
그라인더하우징: 양극산화알루미늄
이동부품: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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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쉽고조정하기쉬운 etz-I® 커피그라인더를선택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제품 (이하이제품또는핸드그라인더또는 etz-I라칭함)을처음사용하기전에본사용설명서와안전지침을주의깊게읽어보시고, 설명도및기타사용지침에따라
주시기바랍니다! 사용자와이기기를사용하는모든사용자가이설명서를빠르게보고참고할수있도록쉽게볼수있는위치에이설명서를보관하십시오! 

더자세한정보(제품보증, Good to know!의항목참조)는당사웹사이트(www. etzinger-ag.com)를방문해주십시오!
당사제품을선택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확도높은로스트원두용수동그라인더



시작하는것을도와줍니다

그라인딩레버 조정링 업데이트원두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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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그림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그림 5

그라인더레버(그림
1)를그라인더
밖으로위쪽으로
당긴다음딸깍
소리가날때까지
수평위치로
기울입니다(그림 3).

조정링(그림 2)은간격이 0.02mm인 88 
눈금으로 1부터 23까지번호가
있습니다. 

연삭정밀도를조정하려면
DURVA(23)와 FINOM(1) 사이의검은색
조정링을올바른위치로굴립니다. 
조정시흰색마커라인을
확인하십시오.

추천설정 : 에스프레소 : 3-5 필터커피 : 
11-15 시작점 : 1

덮개를눌러엽니다(그림 4와 5). 
그라인더챔버에원두를채웁니다(그림
6, 약 30g).

뚜껑을닫고자석이딸깍소리를내고잘
끼워졌는지확인합니다.

커피빈을갈려면그라인더레버를시계
반대방향으로돌립니다(CCW, 그림 3).
수집용기가자석으로고정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체공학적으로설계된손잡이는 3개의
손가락으로잡을수있습니다(엄지, 검지, 
지를위한움푹들어간부분이있음).
"

마커라인과화살표가만날때까지조정링(그림 2)을왼쪽으로돌립니다(그림
6). 장치에서조정링을당겨빼냅니다(걸릴경우다음페이지의지침을
따릅니다).

그라인더와디스크홀더를세척한후위단계의역순으로그라인더를
조립합니다.

딸깍소리가날때까지조정링을돌리거나원하는설정으로되돌립니다.

다음페이지의자세한지침을따르십시오.

경고! 

그라인드금지(그림 6)로표시된범위내에서기기를사용하지
마십시오!
조정링을이범위이상으로감으면그라인딩하우징이조정
링에서분리됩니다.

굵은입자 작은입자



해체와세척et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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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아래페이지

1

단어

링

디스트홀더

조절링

원뿔연삭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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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우고맞추어넣기

1. 1. 자석으로부착된수집용기를그라인더챔버에서부드럽게당겨서
뒤집습니다.

2. 2. 다음수집용기의하단도도구로사용할수있습니다. 
3. 3. 수집용기하단을조정링에끼우고딸깍소리가나면서제자리에

들어가는지확인합니다!
4. 4. 딸깍소리가나면수집트레이를앞뒤로부드럽게움직여기기내부에

남아있는커피를제거합니다.
5. 5. 표시에도달할때까지조정링을사용하여수집용기를왼쪽으로

회전시키고(COURD=DURVA 기호방향으로) 천천히아래로당겨그라인딩
챔버에서제거합니다!

6. 6. 디스크홀더와원뿔형그라인딩디스크는물론그라인딩챔버에부착된
그라인딩링을브러시로세척합니다!

7. 7. 디스크홀더와원뿔형그라인딩디스크가있는조정링을그라인딩
하우징에다시놓습니다(화살표와표시선이일직선이어야함). 조정링이
홈에끼여위로밀수있어야합니다. 오른쪽, 이전기어로돌아가거나딸깍
소리가날때까지돌립니다.



부상및/또는장비손상을방지하려면이설명서에설명된대로그라인더를사용하십시오! 부상및기기손상을방지하기위해아래나열된안전지침을따르십시오!

이장치는어린이, 신체적, 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들, 그리고반려동물에게위험을줄수있습니다. 
이제품은장난감이아닙니다! 8세아동및신체, 정신및/또는감각능력이저하되거나핸드헬드커피분쇄기사용방법에대한충분한경험과지식이없는사람은

잠재적위험을충분히알고감독하에핸드헬드커피분쇄기를작동해야합니다.
포장은부상및질식의원인이될수있으므로어린이, 애완동물및/또는신체적, 정신적및/또는감각능력이저하된사람의손이닿지않는곳에보관하십시오.

주의해주세요! 물적손상의위험이있습니다!
수동커피그라인더를청소할때가성화학물질, 강력한세정제또는연마제등을사용하지마십시오!
세척에적합하지않은물건(식기, 가위, 바늘등)을사용하여수동커피분쇄기를청소하거나원두/커피가루를제거하지마십시오.
그라인더가녹슬지않도록물에닿지않도록하십시오.
분쇄기에손상이가지않도록분쇄할원두를세척하십시오!

안전한재료
etzinger®제품에는커피와접촉하여건강상의위험이있는물질이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유럽연합회원국에대한보증(개인의경우구매로부터 24개월, 매장용은 12개월)
이보증은재료및가공기술의모든손상, 오용, 세척부족, 오용, 정상적인마모및손상, 부적절한설정에서의사용, 콩의이물질로인한손상또는의도된용도

이외의사용(예: 전체원두를분쇄)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국제보증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및 EU 이외국가및공인딜러점/대리점이있는국가(www.etzinger-ag.com 참조)에서는장치를구입한공인딜러점에서보증, 서비스및
유지보수서비스를제공합니다.

et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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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