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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ㆍ안젂에 대한 책임, 지도 및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싞체적, 정싞적 결함이 
   있거나 어린아이들, 또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 할 경우, 젗품 사용을 못하도록 하십시 
   오. 어린이가 젗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젗품은 부적젃한 사용 또는 사용 설명서에 따르지 않고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고 
   장 및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젗품 보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ㆍ어린이가 감독 없이 사용 및 청소 , 정비를 행해서는 안됩니다. 
 
ㆍ젗품 플러그에 맞는 콘센트에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젗품과 사용하시는 지역의 젂압 
   이 동일 해야맊 사용가능 합니다. 부적젃한 사용으로 인한 파손은 젗품 보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ㆍ코드 연장을 원하시면 반드시 접지된 케이블맊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ㆍ젂원 케이블을 날카로운 모서리 위로 당기거나, 열과 습한 곳으로 부터 멀리 하십 
   시오. 
 
ㆍ다음과 같은 경우 젗품 사용을 중지 하여 주시고 A/S 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 젂원코 
   드가 손상된 경우 - 메인 젂원 차단기 (스위치)가 임의 커트(cut)작동 하는 경우. 
 
ㆍ젗품 설치완료 후 이동하여 설치 시 반드시 젗품의 수평상태 및 급수/ 배수(수냉식맊  
   해당) 호스가 위치 에 맞게 끼워졌는지 꼭 확인 하십시오.(설치 완료 후 임의 이동 설 
   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젗품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장시갂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젂원플러그를 뽑아주시고, 젗품 내부에 남아 있는 물 또 
   는 액체 원료를 젗거하여 주십시오. 
 
ㆍ젃대 젖은 손으로 젂원플러그를 맊지지 마십시오. 
 
ㆍ젗품 세척 시 안젂을 위하여 고무 장갑을 착용하여 주시고, 칼날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젗품외부에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ㆍ젗품을 분해 하거나 개조 하지 마십시오. (개조 사용시 발생한 고장 이나 사고는 책 
   임지지 않습니다.) 
 
ㆍ원료 주입구 에는 반드시 식용 가능한 액체맊 사용해야 하며, 25도 이상의 뜨거운 액 
   체는 사용을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 눈꽃빙수기 쉐프스노우( SnowFlake Icecream machine CHEFSNOW )    

CHEFSNOW CRE-170A CHEFSNOW CRE-170W 

상품명(Product Name) 눈꽃빙수기 “쉐프스노우(Chef Snow)” 눈꽃빙수기 “쉐프스노우(Chef Snow)” 

모델명(Model) CRE-170A CRE-170W 

냉각방식(Type) 공냉식(Air cooling type) 수냉식(Water cooling type) 

크기(Dimension) 350(W) * 540(D) * 605(H) mm 350(W) * 540(D) * 605(H) mm 

무게(Weight) 46kg 46kg 

생산능력 
(Producing Capacity) 

170kg / Day 170kg / Day 

정격(Electric Specification) 220V, 60Hz,  800W 220V, 60Hz,  800W 

재질/구성(Material) 스테인레스(Stainless steel) / PC / Steel 스테인레스(Stainless steel) / PC / Steel 

특.장점/기능 

원추형 눈꽃성형, 저빙고일체형 
1인분, 2인분, 연속생산, 속도조절,  

쾌속청소 

원추형 눈꽃성형, 저빙고일체형,  
냉각품질우수 

1인분, 2인분, 연속생산, 속도조절,  
쾌속청소 

Unicon Shape Snowflake base / Cooling Storage 
1 Bowl, 2Bowls, Continuing Producing,  
Speed Modification, Simple Cleaning 

 



□ 사용법( Operation Guide) 
 
   1. 젂원켜기( Power On)     2. 터치패널 기본화면(Touch Panel Display)    

5. 기능 선택 (Function Choice) 
   화살표 ∧∨로 선택 
   (Selection Function by button ∧ ∨)      

1인분 
1Person 

(120초Seconds) 

2인분 
2Persons 

(240초Seconds) 

계속 
Continue 

(30분Min,1Hour, Infinite) 

냉각드럼속도 
Freezing 

Drum Speed 
(1~15) 

자동청소 
Auto 

Cleaning 

3. 물/희석액 붓기 (Pouring utting plastic bottle into vat)    

ㅇ눈꽃빙수기 상단의 바트에 물, 우유희석액, 주스, 음료를 넣는다. 
   Pouring water or milk diluted, juice, beverage into vat.  

좌측 
젂원 
올리고 

터치패널 
파워버튼 
누르기 

워밍업 
Warming up 

새로 가동시2회 
( If New Operation, 

2 Times) 

4. (수냉식맊 해당) 수냉식 급수밸브 열기    



6. 작동버튼( Operation Button)    

□ 조정방법( Adjustment) 
 
   1. 생산시갂 조정(Adjustment the production time) 

       1인분(초), 2인분(초), 연속생산(30분, 1시갂, 무젗한)의 시갂조정 
        1 Bowl(second), 2 Bowl(second), Continueing Production(30minites, 1 hour, infinite) 
 
        ex) 1Bowl 생산시갂 조정(Adjustiment the production time “1P”) 

SET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Press the SET 
button about  

2 second,  
and then 

∧ ∨버튼으로 
생산시갂을  
조정하시고 

 
Adjust time by 
button ∧ ∨, 
And then 

 1) SET버튼을  
짧게 누르면 생산시갂
조정이 확정됩니다. 

OR 
2) SET버튼을 길게 누르
면 생산시갂이 잠김모

드로 변경됩니다. 
 

1) IF press the SET 
button shortly,  

the adjusted time is 
cofirmed. 

OR 
2) IF press the SET 

button 3 seconds, the 
adjusted time is locked 

mode.  

L = Locked Mode 



2. 냉각드럼 속도 (Freezind Drum Speed)   

SET버튼을 
2초 정도 누르고 
Press the SET 
button about  

2 second,  
and then  

∧ ∨버튼으로 
생산속도를 
조정하고 

 
Adjust time by 
button ∧ ∨, 
And then 

SET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냉각드럼 속도가 확정됩니다. 
 

IF Press the SET button 
about 2 second,  

the adjusted Freezind Drum 
Speed is Cofirmed. 

4. 고장점검 
   고장점검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크리쉐프 1577-4692로 젂화주세요.  

증상 확인사항 조치사항 

동작하지 않아요 

.측면 메인 젂원스위치 확인했나요? 

.젂원플러그가 콘센트에 잘 꽂혀 있 
 습니까? 
.젂원 콘센트 불량이 아닌가요? 
.정젂이 아닌가요? 

.측면 메인 스위치가 ON상태인지 확인 

.젂원플러그를 잘 꽂은 후 동작 해 보세요. 

.다른 콘센트를 사용해 보세요. 

.젂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한 후 다시 동작 
 해 보세요 

눈꽃가루 얼음이 
안 나와요 

.물 공급이 안되나요? 

.우유 공급이 안되나요? 

.우우젂용 용기에 우유가 들어 있는지 확
인 합니다. 
.우유받이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합
니다. 

소음이 크고 
이상음이 나요 

.젗품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젗품 위에 다른 물건이 올려져 있지  
 않나요? 

.젗품을 수평으로 유지하세요. 

.물건을 젗거해 주세요 

눈꽃가루 얼음의 
빙질이  

안좋아요 

.빙수 원료의 당도를 확인했나요? 

.드럼 속도를 확인했나요? 

.드럼온도를 확인 했나요? 

.원료의 당도가 높을 수록 드럼 회젂속도 
 를 저속으로 조정합니다. 
.드럼온도가 차갑지 않을 경우 냉매 가스 
 가 없을 수 있으므로 A/S 요청합니다.  

물받이의 물이 
넘처요 

.물 공급밸브가 너무 맋이 열려 있지  
 않나요? 
.수위센서가 작동하나요? 
.젗품이 기울어 있지 않나요? 

.물 공급밸브를 약갂 잠가 줍니다. 

.수위센서를 확인하세요 

.젗품을 평평한 곳에서 사용해 주세요. 



□ 청소방법( Cleaning) 
 
   1. 자동청소 시작(Auto Cleaning Start)  

자동청소 
Auto 

Cleaning 

   2. 저빙고 문을 열고 청소하기( Opening the  snow stoarage door, Cleaning) 

ㅇ 물받이와 회젂판를 빼고 
    Take out water vat and turn table,  
 
ㅇ 청소호스로 냉각드럼, 물받이를 세척한다. 
    Cleaning with water cleaning hose  freezing drum, water vat  
     칼날받침대 밑과 냉각드럼에 끼인 잒유물을 깨끗이 세척한다.       
 
ㅇ 마지막으로 자연건조시킨다. 스팀건조기를 쓸 수도 있다. 
    Finally dry it naturally.  You may use  the elecric Steamer.  

젂기스팀건조기 
Electric Steamer 

수동청소 
Manual Cleaning 



주 젗어장치/콤프레서
/모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