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 프라이어 스테이션 가이드
맥너겟, 크리스피, 등.
•신선하고 풍부한 맛
•뜨거운 음식
•세계 표준 품질 기술

품질
□ 프라이드 제품에 대해 고객이 기대하
는 바는 무엇인가?

□ 전원 스위치를 ON 으로 돌립니다

2.

Full pot 을 위해 오른쪽 ON/OFF
키를 누르거나 원하는 쪽의 split
pot – 30분 가열을 위해 ON/OFF
키를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가 점선으로 변경됩니
다.

------□ 프라이드 제품 조리하기
(다중 제품 디스플레이)

□ 제품 조리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십시오

1. 제품 디스플레이에 점선이 나타
납니다.

디스플레이가 점선을 보여줍니다.

2. 제품 버튼을 누르십시오.

-------

또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메뉴 항목이 해당
용기에서 조리되는 프라이드제품을 위한 것인 지
확인하십시오.

3. 조리 채널 버튼을 누르고 프라이
폿에 제품 바스켓을 놓으십시오.

□ 다중 제품에서 전용으로 변경하

4. 디스플레이가 제품 이름과 남은
조리 시간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십시오

-------

1. 원하는 제품을 위해 제품 키를 누
르십시오.

5. 만약 제품이 작업 알람을 필요로
할 경우 작업 알람 소리가 울립
MCCK
니다.

2. 디스플레이 아래 조리 채널 버튼을
3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6. 작업 알람을 취소하려면 조리 채
널 버튼을 누르십시오.

3. 비프 사운드가 들립니다.

7. 알람 사운드를 끝내면 조리 사이
클이 끝날 때 PULL 이 표시됩니
다.

4. 디스플레이가 선택한 제품의 제
품명을 보여줍니다.

MCCK

□ 전용에서 다중 제품 모드로 변경하십
시오
1. 디스플레이 메뉴 항목 아래 조리
채널 버튼을 비프 사운드가 들릴
때까지 약 3 초 동안 누르고 계십
시오.

duty

8. 제품을 vat 에서 꺼내십시오.
9. 알람을 취소하려면 조리 채널 버
튼을 누르십시오.
10. 점선이 제품디스플레이에 나타납
니다.

P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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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 프라이어 스테이션 가이드
맥너겟, 크리스피, 등.

□ Jug in Box (JIB) 채우기
(오일 저장소가 낮음)

□ 자동 간헐적 여과

1. JIB 의 오일 수량이 적을 경우 노란
색 LED 가 들어옵니다.

1. 6 바스켓의 프라이드 제품이 하
나의 pot 에서 튀겨진 후에 파
란색 LED 에 불이 들어옵니다.

2. 문을 열고 튀김용 오일 저그를 새
로운 오일 저그로 교체하십시
오(비-RTI 사이트)

2. 컴퓨터가 FILTER NOW?(지금
여과하시겠습니까?)를 표시합
니다.YES NO(예/아니오).

3. 노란색 빛이 꺼질 때까지 오일
저그 위의 오렌지 리셋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FILTER NOW?

3. 버튼 1을 누르십시오.
4. 컴퓨터가 SKIM VAT(VAT 찌
꺼기를 걷어내십시오)를 표시
합니다.

Skim vat

5. 스킴 도구를 이용하여 프라이폿
의 찌꺼기를 걷어내고 빵 부스
러기와 잔여물을 제거하십시
오.
6. 컴퓨터가 CONFIRM (필터를
확인하십시오) YES NO(예 아
니오)를 표시합니다.

CONFIRM

7. 버튼 1을 누르십시오.
8. 컴퓨터가 여과 중에 DRAINING(배출), WASHING(세척)
및 FILLING (충전)을 표시합니
다.

DRAINING,
WASHING,
FILLING

9. 이 작업은 프라이폿당 대략 4
분 정도 걸립니다. 한 번에 한
pot 만 여과하십시오.
10. 여과 중에 프라이폿에 바스켓을
넣지 마십시오.
11. 자동 여과를 진행한 후에, 프
라이폿이 오일로 채워지고 컴퓨
터는 pot 가 조리 준비가 될 때
까지 LOW TEMP (낮은 온도)
를 표시합니다.
12. 디스플레이에 제품명이 나타나
거나 점선으로 돌아가면 프라이
폿을 사용하십시오.

Low
temp

--------

*주: 필레 vat 는 플레이버 트랜스퍼 (flavor transfer)때문에 AIF 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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