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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DUTCH
주의사항

01 ONE DUTCH
구성품

02

Desktop 1EA                 Adapter 1EA                 Power Code 1EA공통 구성품

A모델   B모델 구성품 C모델 구성품

8EA

8EA

8EA

8EA
8EA

8EA

8EA

4EA

4EA

4EA

4EA
4EA

4EA

4EA

▶ 전용 Adapter와 Power Code를 사용하십시오.
▶ Adapter, Power Code, Switch 부분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제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본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 사용후 부품들을 잘 세척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사용전 주의사항과 조작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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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사이즈

모델 C
B모델로 확장가능

585mm 262mm

1016mm

모델 B

262mm
1016mm

1016mm

모델 A

1016mm

466 mm

45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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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치머신 부품

튜브

호퍼

캡

서포트

디비젼

커버

Cover

Divison

Support

Hopper

Cap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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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별 설명

버튼 위치에 따라 작동되는 추출구 위치

콜드브루가 완성되는 시간

컨트롤 버튼

뒤로가기 버튼

START 버튼

추출시간 및 물량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예약기능
추출 시작전 1시간 단위로 최대 

24시간 까지 대기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SAVE 버튼

밸브가 한 스텝동안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의 양은 많아지고,
짧아질 수록 물의 양은 적어집니다.

밸브가 열린뒤 닫히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의 양이 많아지고,
짧아질 수록 물의 양이 적어집니다.

밸브가 작동한 후 다음 작동까지의 시간 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의 양은 적어지고,
짧아질 수록 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전자밸브가 열렸다가 닫히는 시간

전자밸브가 작동되는 간격

전자밸브가 작동하는 시간

START

MY DUTCH
원하는 레시피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전자밸브를 열어 물을 떨어트립니다.

WATER DRAIN

추출전,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지는 시간 변경.

버튼을 2초이상 누르면 붉은색으로 바뀌고 
15초, 30초, 60초 뒤에 화면이 꺼집니다.

Auto Sleep

가운데 버튼을 2초이상 누르면
전체선택하거나, 전체해제가 가능

전체선택 / 전체해제

MY DUTCH

LOAD

Recipe Recipe Recipe

Recipe Recipe Recipe

Recipe Recipe Recipe

1 2 3

4 5 6

7 8 9

Cold Brew Machine

R 00



R 00

R 00 R 00

R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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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 설정 예시

전체 추출시간을 조절하여 추출량을 조절

본 예시 레시피들은 중배전 원두 150g 기준으로
원두량, 배전도, 그라인딩에 따라 추출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3을 활용하여 추출량을 조절

밸브 구동 간격을 조절하여 추출량을 조절 한번에 떨어지는 물의 양을 조절하여 추출량을 조절 

1L 500ml 

START START

1L 500ml 

START START

1L 500ml 

STARTSTARTSTART

1L 500ml 

START START

R 00 R 00

R 00 R 00 R 00 R 00

R 00 R 00



Q. 머신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A. 원더치 머신 A모델과 B모델은 8L기준, C모델은 4L기준입니다.
 
Q. 추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72시간까지 물의 양,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레시피 활용밥법은 본 설명서  <11레시피 설정 예시> 를 참고바랍니다.
 
Q. 원두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A. 배전도 및 그라인딩에 따른 부피 차이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1구당 최대 200g~250g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Q.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A. 추출라인은 커피 추출후 개별 분리해서 세척하시면 됩니다.
     물탱크는 1개월에서 최소 분기마다 한번씩은 청소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소모품 뭐가 있고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A. <<소모품1-원형필터>>
     원더치머신은 커피추출시 라운드 종이필터(60mm)를 사용합니다.
     본사나 담당자를 통해 구입하셔도 되고, 타사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모품2-전자밸브>>
     전자밸브는 원더치 레시피 기준으로 1일 1회 추출시 약 1년정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전자밸브 1개당 2만원(2017년 기준) 출장비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년정도 사용하시면 위생을 위해서 모든 전자밸브를 교체하시길 추천드리며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정수라인 교체도 함께 서비스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원하는 병이 제작되거나 다른 병을 사용해도 되나요?
A. 따로 병 제작을 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병이 캡 입구(2cm)보다 좁거나 캡 날개(4.8cm)보다 넓지 않고
     기존 스윙병 높이(30.6cm)보다 높지 않으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Q. 머신 부품은 개별 구매 가능한가요?
A. 언제든지 본사나 담당자를 통하여 개별로 구매 가능합니다.
     부품 상세 내역은 본 설명서  <04 원더치머신 부품>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Q. 머신에 사용된 소재는 뭔가요?
A. 물탱크는 스테인리스 소재, 추출라인은 ecozen 소재입니다.
 
Q. 전력 소모는 어떻게 되나요?
A. 80w의 전력이 소비됩니다.
 
Q. 무상 AS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년 무상으로 AS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시 유상처리 됩니다.
 
Q. 주문하면 설치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A. 선주문 후제작 제품이므로 주문후 최소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인테리어할 때 참고할 사항은 없나요?
A. 저희 머신의 무게 (A모델 70kg / B모델 80kg / C모델 60kg)를 버틸 수 있는 선반 및 위치여야 하며,
     제품의 크기, 직수라인, 전원부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특성상 햇빛이 강하거나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자동으로 그라인딩까지 되서 나오는건가요?
A. 그라인딩 기능은 없습니다. 원더치머신은 그라인딩 된 원두를 담아주셔야 합니다.

Q. 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커피 수율은 배전도, 그라인딩, 원두량, 추출시간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과 원두로 직접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테스트는 언제든지 본사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OO지역 근처에 원더치머신 사용중인 매장이 있나요?
A. 전체 공개가 가능한 매장에 한하여 원더치 SNS 및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주소 : onedutch_
     네이버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onedutch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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