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Frymaster LOV-T™ 프라이어는 정상적으로 식당에서 사용하기 전에 시동과 시연, 교육이 필요합니

1. 통의 하한선까지 오일 / 쇼트닝을 주입하십시오.    
2. 이용 가능한 경우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B).  
3. 버튼을 2초 동안 눌러 컨트롤러를 켜십시오.   
4. 컨트롤러(A)가 “CHANGE FILTER PAD? YES/NO(필터 패드를 교체하

시겠습니까? 예/아니오”) 를 표시합니다.   
5. (예)를 누르면 컨트롤러가 “REMOVE PAN(팬 분리)”를 표시합니다.   

7. 필터를 교체하고 필터 팬을 재조립한 다음 팬을 30초 동안 꺼두십시오. 

필터 팬을 다시 장착하십시오.   
8. 오일/쇼트닝 용기를 해당하는 캐비넷에 넣고 픽업 튜브를 열린 용기(E)

에 두십시오.   
9. 컨트롤러에서 노란색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보충 리셋 스위치를 누르십

시오. (D).  
10. “P”는 필터 팬이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았음을 표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필터 팬을 다시 장착하십시오.   
11. 요리를 하는 동안 디스플레이(A)에서 (예) 버튼을 눌러 지금 필터 프롬

프트에 예로 대답합니다.  
12.  오일/쇼트닝 용기(E)를 교체하여 빈 오일 용기 노란색 표시등에 대응하

고 보충 리셋 스위치(D)를 리셋하거나 벌크 오일 시스템으로 오일 용기

를 채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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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오일/쇼트닝 용기: 자동 보충 시스템의 

오일/쇼트닝을 오래 누르십시오. 이 버튼

은 통을 채우지 않고 오일 수준을 유지하

기 위해 이용됩니다. 보충 시스템에 신선

한 오일만 이용하십시오.  

D: 보충 리셋 버튼: 오일/쇼트닝을 교환

한 후 노란색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누르

십시오. 

LOV-T™ 빠른 시작:  

B: 전원 스위치: 각 컨트롤러 아래의 캐비넷에 한 개 

장착(가전 전용만 표시되지 않음). 

C: 필터 팬  

A: M4000: 자동 필터링

을 위한 프로그래밍 가

능. ü(예) 버튼을 눌러 필

터 프롬프트에 예라고 

답하십시오. 



일간 필터 팬 청소 및 준비 

필터 팬은 매일 청소하고 필터 패드/페이

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필터 팬을 준비하십시오. 

팬을 분리하고 분해하십시오. 기존 필터 

패드/페이퍼를 버리십시오. 잘 청소하십

시오. 팬에 물기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팬을 다음 순서대로 다시 조립하십시

오. 

1. 내부 스크린을 장착하십시오.  

3. 고정 링을 필터 패드/페이퍼에 설치

하십시오.  

4. 부스러기 트레이를 설치하십시오.  

5. 필터 팬을 캐비넷에 잘 고정하십시오. 

컨트롤러가 P를 표시하지 않는지 잘 

확인하십시오.  

LOV™ 프라이어의 필터 패드/페이퍼는 하루 한 

번 이상 교체해야 합니다. 처리량이 많은 점포에

서는 더 자주 교체해야 합니다. 

O 링은 90일에 한 번씩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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