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tasia
커피에 판타지를 담다

사용자 설명서

본 기기를 작동하기 전에 본 사용자 설명서를 잘
읽고 보관하십시오.

설명

터치스크린

FancyBox
교체 뚜껑

작동 램프

전원 스위치
USB WiFi 어댑터

트레이

USB 업데이트 포트
전원 포트

전면

후면

준비
1 FancyBox 교체 덮개를 열고 X 축 잠금 막대를 제거하십시오.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① FancyBox 교체 뚜껑을 엽니다.
② A 의 위치에서 잠금 막대를 풉니다. (하단 그림 1 참조)
③ B 위치에서 잠금 막대를 조입니다. (하단 그림 1 참조)

A 잠금 막대
B 고정 구멍

그림 1

고정 구멍

그림 2

참 고: 운 송 과 정 에 서 잠 금 막 대 를 B 위 치 에 서 풀 고 C 위 치 로 조 입 니 다 .
( 하 단 그림 2 참조 )

2 기계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하단 그림 3 참조)
3 FancyBox 를 설치합니다.
그림 3

4 WiFi 를 연결합니다.
5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기기의 URL 및 QR 코드를 얻습니다.

참고 : 고 객 은 본 URL or QR 코 드 를 통 해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시 주의사항
감전, 화재 또는 기타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 물건이 쌓이기 쉽거나 기타 불안정한 장소
2. 욕실 등과 같이 덥거나 습한 장소

보증
보증 조건
1. Evebot 은 평생 무료 펌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제품의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는 판매업체에 문의하십시오.
3. Evebot 은 보증기간 동안 12 개월 보증을 제공하며, 판매업체가 부품의 결함을
검사 및 확인한 경우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제한 보증은 고객이 제품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1.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한 제품 손상
3. 자가 수리, 물에 노출되거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손상, 교체, 또는 제품 설명서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고객이 초래한 손상 등 .

사용방법
1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URL 을 입력하여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2

이미지를 선택한 후 컵 사이즈, 이미지 밝기 및 콘트라스트를 조정하십시오.

3

찬 음료와 뜨거운 음료 모두 거품 위에서 순식간에 고해상도 이미지 및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유지 관리
1. FancyBox 교체
각 FancyBox 는 약 500 개의 컵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FancyBox 는 현지 판매업체 또는 공식
웹사이트 www.evebot.cc 를 통해 재구매할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 열기

잠금 장치를 열고 FancyBox 를
꺼냅니다.

잠금 장치 열기

새로운 FancyBox 를
슬롯에 넣습니다.

2. 청소
본 기기는 복잡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물기가 있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트레이와 표면을 닦으십시오.

제품 규격
제품 모델

EB-FT3

전기 한도

AC 110V ~220V 50/60Hz

외형 크기

27cm x34cm x 41cm

컵 높이

5cm ~ 18cm

순 중량

10kg

컵 지름

4cm ~10cm

작동 전력

200W

네트워크 한도: WiFi 802.11b/g/n

특별 지침
운반시 주의사항
1. 운반시 B 위치에서 잠금 막대를 제거하고 C 위치에 조이십시오.
2. 운반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호 장치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시 주의사항
1.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충돌이 발생하면 즉시 기기를 끄십시오.

2. 인쇄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행을 중지하고 FancyBox 를 꺼내어 색상이
묻어날 때까지 티슈로 스프레이 헤드를 부드럽게 닦아 냅니다.
3. 컵 중앙에 패턴을 만들려면 컵을 트레이 중앙에 놓으십시오.
4. 인쇄할 때 손이나 다른 물체 등으로 움직이는 부품을 만지거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설정
1. FancyBox 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으면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2. 기기를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에 놓으십시오.

전원
1. 전선을 비틀거나 구부리지 마십시오. 케이블이 드러나거나 끊어질 수 있습니다.
2. 전선을 분리할 때는 전선 대신 연결장치를 잡고 빼십시오.
3. 케이블을 부적절한 소켓이나 다른 장치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4. 비전문가일 경우 후면 커버를 열고 수리하지 마십시오.
5. 전선을 잃어버리거나 전선이 손상된 경우 적절한 대체품을 위해 판매업체에
문의하십시오.
6. 장치를 청소할 때 전원 장치를 분리하십시오.

www.evebot.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