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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 Animo 커피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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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드립 커피

맛 좋은 커피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좋은 풍미와 적당한 
온도의 갓 내린 커피 한잔. 

완벽한 커피를 반드시 한잔씩만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맛 좋은 커피를 대량으로도 내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커피 머신만 있으면 됩니다.

Animo에서 설계한 ComBi-line이 바로 그런 머신입니다. 
ComBi-line은 신형 고품질 커피 머신으로 단 시간에 
최고의 드립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믿을 수 있고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많은 양의 커피 
주문이 들어와도 걱정 없습니다.

ComBi-line. 전문용 커피 머신.

어떤 커피 머신이 필요하십니까?

+ 동시에 여러 명에게 커피를 서빙해야 

합니까?

+ 단순히 고객을 만족시키는 맛이 아닌 

고객의 기대를 넘어선 최고의 커피 

맛을 원하십니까?

+ 완벽한 드립 커피를 만들고 싶습니까?

Animo의 최신 ComBi-line을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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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풍미의 오리지널 드립 커피

+  전면부 알루미늄 소재의 새로운 

디자인 및 유연성이 뛰어난 사용자 

맞춤형 머신 

+  사용하기에 매우 안전(CB 인증)

+ 믿을 수 있는 안정적 성능

+ 간편한 유지관리

+ 사용자에게 편리한 조작

+  프리웨팅 및 펄스 브루

+  25명-500명분 커피 제조

+  대용량 차 제조에도 완벽

+ 0.1리터씩 양 조절 가능

+ 컨테이너 가열 방식 개선 및 절연 

덮개로 완벽한 온도를 유지

+ 절연 스테인레스 스틸 보일러

+ 에너지 절약 모드(W 모델)

+ 미래를 염두에 둔 개발

오리지널 
드립 커피
Animo의 ComBi-line으로 최고의 커피 한잔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ComBi-line은 신속 필터(fast-filter)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커피가 들어있는 매칭 필터가 특수 합성 필터 
홀더에 있습니다. 정확한 온도의 물이 이곳을 통과해 
컨테이너로 들어갑니다. 

ComBi-line은 차 애호가들도 염두에 뒀습니다. 특수 티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커피처럼 쉽게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찻잎이 차에 뜨지 않으며 사용한 티백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머신으로 완벽한 차도 만드세요. 

경험, 전문성은 물론 전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컨테이너에서 차를 만드려면 필러 

파이프가 달린 특수 티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 추출 장치 내에 10리터 컨테이너 2개 포함 및 별도의 핫워터 디스펜서가 

장착된 Combi-Line: CB 2x10W. 10리터 컨테이너(좌 또는 우) 포함 및 

별도의 핫워터 디스펜서가 없는 머신:CB 1x10 L 및 CB 1x10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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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에 딱 맞는
커피를 만드세요
부페 세팅 또는 각 테이블마다 별도의 주전자가 
필요합니까? 차 같은 다른 종류의 뜨거운 음료도 
서빙해야 합니까? 해당 장소에서 전기 사용도 
가능합니까? 맞춤형 Animo 머신을 설치하십시오.  
어떤 조건에서도 적절합니다.

사용자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절해 커피 머신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ComBi-line 커피 머신은 연속형 물 히터기 1개와 
컨테이너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페, 카운터, 
서빙 트롤리 어느 곳에나 설치 가능합니다. 대형 머신은 
시간당 최대 1,440잔(180리터)의 추출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맞춤형
Animo에서 모든 생산 과정을 직접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특별한 고객 요청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도 알맞은 커피 머신 
솔루션을 맞춤 제공합니다. 기차 안이나 해상에서도 
커피 머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뛰어난 부페 세팅

 중앙에서 커피나 차를 서빙할 경우, 

부페 세팅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에 따라, 

다양한 Combi-line 조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선택만 

하세요.

+ 커피 머신에 별도의 온수 디스펜서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 탈착식 컨테이너가 1개 또는 2개 

필요합니까?

+ 5리터, 10리터, 20리터, 40리터* 중 

어떤 용량의 컨테이너가 필요합니까?

+ 원하는 라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Available CB 1x40 L/R*, 

CB 2x40* litre

+ 높아진 바닥판 대용량 

보온 주전자를 자주 

사용할 시 편리합니다. 

 배출구 높이 335mm.

+ 탭이 달린 컨테이너 튜브. 

단시간 내 대용량 커피 

서빙에 이상적입니다.

+ S자형 회전 암이 달린 

컨테이너

* Different design ComBi-line 40 L: stainless steel front, combi filter, grips and drip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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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편리한 조작 및 
간편한 관리

 사용자에게 편리한 조작

+ 전기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가능:  

최초 설치

+ 정전 터치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 커피가 준비되면 신호음과 화면 알림 

표시

+ 빨간색 조명의 컨테이너 인터페이스

+ 커피 계수기: 일별 및 합계 카운터

+ 새로운 탭(다양한 라벨)

+ 명료한 조작 메뉴

+ 화면의 과정을 따라 음료 조제

+ 다양한 언어

+ 고장시 연락처 정보

Animo 커피 머신의 비결은 간편한 사용법입니다. 커피 머신 
전면에 있는 정전 터치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원하는 커피 
양을 설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커피 추출에 
필요한 그라운드 커피의 권장 분량을 알려줍니다. 커피가 
준비되면 신호음과 화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 정전 터치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 다양한 라벨을 위한 새로운 탭. + 따라하기 쉬운 화면 안내  

(예,커피 머신의 스케일 제거시).

COMBI-LINE으로 완벽한 제어

ComBi-line에는 사용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 추출 프로세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는 

타이머

+ 조작자 시스템 및 서비스 환경 보호

+ 온도 및 서비스 같은 추출 설정 관리

+ 완벽한 맛을 위한 커피 주입 

가이드라인

뛰어난 내구성 품질

최고의 커피 추출법은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Animo 

커피 머신은 모든 측면에서 볼때 

장기적으로 최선의 투자입니다.

+ 내구성이 뛰어난 재생가능 

스테인레스 스틸 하우징

+ 기타 모든 부품 역시 고품질 고내구성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 절연 이중 벽 시스템

+ 절연 핫 워터 디스펜서

+ 에너지 절약 모드(W 모드)로 뜨거운 

커피나 차 한잔 추출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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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제일 주의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안전 조항이 필요합니다. Animo의 

모든 커피 머신은 사용하기에 매우 

안전하고 CB 인증을 받았으며 아래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회전 암 보호

+ 컨테이너 감지 (부페 세팅용)

+ 언제든 물 공급을 멈출 수 있는 중지 

버튼

+ 흐름 방지 소켓

+ 흐르지 않는 구조의 탭

+ 온수관 급수용 절연 그립

합성 필터 홀더 

경량, 절연 소재로 취급이 간편합니다. 

식기 세척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 제어

온도 제어는 맛있는 커피와 차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Animo는 음료를 완벽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절연 및 전기 온도 

제어 장치(별도 분리형)가 장착된 음료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 분리형 핫 워터 디스펜서

추출 장치 내에 별도의 핫워터 

디스펜서가 장착된 이 모델에는 탭이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물의 온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흐르지 않는 구조의 탭

사용 중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해줍니다.

소유비용 

Animo ComBi-line의 특징은 
매우 긴 제품 수명과 낮은 
수준의 유지관리성 덕분에 
총 소유비용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 흐름 방지 탭 및 전기 컨테이너 내 LED 조명(CNe).

간편한 유지관리

ComBi-line의 모든 부품들은 장기적 

외관 유지 및 신속하고 간편한 세척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 스테인레스 스틸 및 고품질 피막처리 

알루미늄

+ 흐름 방지 탭 및 기타 섬세하게 

디자인된 디테일 

+ 커피 전문가들도 커피 사용자처럼 

커피를 즐깁니다

+ 빌트인 스케일 제거 프로그램으로 

석회 스케일을 제거

+ 내부 주전자에 커피 침전물 최소화

+ Animo는 특수 세척 용제, 스케일 

제거제 및 커피 필터를 공급합니다

+ 컨테이너는 5, 10, 20, 40* 리터 용량이 각각 있습니다. 

* Different design container 40 L: stainless steel grips and combi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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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T-D – 시리즈:  

최적의 안전성

WKT-D 스토리지 워터 디스펜서는 

이중벽 스테인레스 스틸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폴리우레탄 절연 소재로 되어 있어 

외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덮개 역시 절연 처리되어 있습니다. 

WKT-D 워터 디스펜서 표준형은 

게이지 글래스, 흐름 방지 탭 및 

조정식 온도 조절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5, 10, 20리터 용량 모델 

선택 및 고정식 물 연결부 유(VA), 무

(HA)를 선택할 수 있으며, Combi-line 

커피 머신과 완벽한 조합을 이루는 

구성입니다. WKT-D는 호텔, 병원, 

양로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WKT-D - 시리즈

Animo는 소용량이나 대용량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핫 
워터 디스펜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핫 워터 디스펜서는 
유지가 간편하며 건식 보일(dry-boil) 안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고강도 CrNi 18/9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WKI - 시리즈:

벽면 장착식

WKI-시리즈 스토리지 워터 

디스펜서라면 절대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정확한 양의 물을 맞출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 및 유연성을 갖춘 

WKI는 전문적 용도에 적합합니다. 

WKI 워터 디스펜서는 고정식 물 

연결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정식 

온도 조절 장치가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물이 급수된 후,  

WKI는 물을 신속히 리필합니다.  

WKI 보일러는 회전 암 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흐름 방지 탭은 옵션입니다.

옵션: 10, 20, 40, 60 또는 80리터.

핫 워터� 
디스펜서

+ WKI -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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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T - 시리즈: 

부페형 모델

WKT 시리즈 스토리지 워터 디스펜서는 

모두 카운터형 모델입니다. 표준형 단일 벽 

구조로 되어 있으며 온도 조절 장치 및 건식 

보일 보호(dry-boil)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제품군에는 게이지 글래스 및 흐름 방지 

탭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물 연결형

(VA) 또는 수동 급수형(HA)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10 또는 20 리터.

WKT-3N / WKT-5N:  

드립 트레이 포함

WKT-3n 및 WKT-5n는 이중벽면 구조의 

핫워터 디스펜서로 카운터 용도입니다. 

드립 트레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고정식 물 

연결부(VA)를 장착하거나 또는 수동 급수형

(HA)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WKT-3n 및 

WKT-5n는 Animo 커피 머신(M-line)과 

조합이 용이하며 케이터링 업계나 소규모 

호텔에 이상적입니다.

시장 선도 주자
Animo는 대형 핫 워터 디스펜서 시장의 
선도 업체입니다. Animo처럼 40, 60, 80리터  
용량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해양 산업 분야, 대형 호텔 및 
병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 WKT - 시리즈

+ WKT-5N+ WKT-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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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거나 차가운 음료를 만들고 실제로 서빙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음료를 대량으로 제조할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료를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Animo 음료 컨테이너는 병원, 직원 식당, 스포츠 구내 매점, 행사 
케이터링 같은 전문적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음료 
컨테이너

전기 가열식?

전기 사용이 가능한 장소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 전기식 

모델이 가장 좋습니다. 소형 가열 

장치가 음료를 완벽한 온도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를 

다양한 장소 또는 예측 불가능한 

조건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절연 

컨테이너가 더 좋습니다. 폴리우레탄 

절연 층 구조의 이중벽 스테인레스 

스틸 하우징은 음료 온도를 원래 

온도로 장시간 유지해줍니다. 또한 

절연 컨테이너는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온도가 적절한 따뜻한 음료를 서비스하게 되면 
소비자의 반응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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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 시리즈: 뜨겁거나 차가운 음료에 적합.  

폴리우레탄 절연 방식으로 음료를 일정한 온도로 장시간 

유지해줍니다. 

옵션: 4, 6, 10, 20 리터. 4 - 6리터 컨테이너에는 운반용 

브래킷이 달려 있으며 나머지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용량을 원하십니까?

4, 5, 6, 10, 20, 40리터짜리 컨테이너를 원하십니까? 

컨테이너 선택은 필요한 용량에 따라 주로 

좌우됩니다. 소형 컨테이너는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소형 컨테이너는 대형 컨테이너 1개에 비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동일한 크기의 컨테이너는 고르게 
포개 놓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든 Animo는 고객에게 딱 맞는 
용량의 컨테이너를 제공합니다.

+ 옵션: 뚜껑 위 클립, 

탭 보호용 브래킷.

CN - 시리즈: ComBi-line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분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절연 뚜껑이 달려 있어 음료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컨테이너는 운반 가능, 적재 가능하며, 

통합식 게이지 글래스와 흐름 방지 탭이 달려 있습니다.  

전기식(CNe) LED 조명 포함 또.

옵션: 5, 10, 20, 40*리터.

CE - 시리즈: 바닥에 닿지 않는 Klixon 온도 조절 장치 및 가열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뜨거운 공기로 일종의 중탕 

효과를 제공, 음료의 적정 온도(약 85 °C)를 유지 시켜주며 

장시간 유지 가능합니다. 

옵션: 4, 6, 10, 20리터. 4 - 6리터 컨테이너에는 운반용 

브래킷이 달려 있으며 나머지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 Different design container CNe 40 L: 

 
stainless steel g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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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 
트롤리

 트롤리 타입 J, S, C

오픈형 디자인의 트롤리 제품들은 

모든 종류의 뜨거운 음료 컨테이너 

운반에 적합합니다. 캐스터 2개, 드립 

플레이트 및 컨테이너 고정을 위한 

센터링 쇼울더(centering shoulder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그외 기능: 센터링 쇼울더 대신 고정 

링으로 상단 표면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 J 타입과 S타입은 옵션 서랍 장착이 

가능합니다(약간의 추가 요금 

발생). 컨테이너 고정을 위해 센터링 

쇼율더로 상단을 고정시킵니다. 

+ 타입- S  

(타입 - C는 2개 컨테이너에 적합)

+ 타입 - J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러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Animo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형 서빙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빙 트롤리 위 컨테이너에서 뜨거운 음료를 직접 
추출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컨테이너나 주전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빙 트롤리는 다양한 조건에 맞출 수 
있으며 음료 재료, 컵, 컵받침, 쓰레기통 및 세척용 바구니까지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실용적이며 유연성이 
높습니다. 커피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실용적인 서빙 트롤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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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리 타입 JR 및 ST 

컵, 컵 받침, 주전자, 보울 또는 기타 

서빙 아이템을 모두 이 대형 트롤리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3면이 막혀 

있으며, 드립 트레이 및 스테인레스 

스틸 트레이용 슬라이딩 레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용도에 

맞게 이 다용도 이동형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살펴보십시오.

+ 트롤리에는 최대 2개의 리프트업

(lift-up) 사이드 패널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 스푼 홀더 및 보틀 홀더

트롤리 타입 SK VL 

접시 세척용 바구니 운반에 맞게 디자인. 

테이블 형 프레임에는 탈착식 트레이를 

놓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며, 어떤 

높이에서도 바구니와 서랍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각 바구니에는 최대 30개의 

컵과 컵받침이 들어가며 세척용 바구니를 

세척기에 넣거나 꺼내 운반하기가 

쉽습니다. 트롤리에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풀/푸시 브래킷이 달려 있어 

힘들이지 않고 쉽게 조작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리프트를 없앴습니다. 개방식 

하부 구조 설계로 전체적 무게 중심점이 

낮게 유지 됩니다.

+ 인체공학적 풀/푸시 브래킷

+ 컵받침 홀더 및 쓰레기통

+ 확장형 지지대

+ 서빙 트레이 위 보온 주전자  

(SK 15 VL)

+ 타입 - JR  

(타입 ST는 대형 컨테이너에 적합)

+ 타입- SK 10 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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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O 
어디서나

Animo의 전문용 커피 머신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 호텔

+ 병원

+ 요양원

+ 응접실

+ 구내 매점

+ 레스토랑

+ 커피숍

+ 학교

+ 사무실, 사업체

+ 극장

+ 이벤트 또는  

전시 센터

+ 가판대

+ 배, 대형 선박

+ 교회

+ 화장장

+ 컨퍼런스 룸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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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COMBI-LINE
조리대 설정

CB 2x5 CB 2x5W CB 1x5 L/R CB 1x5W L/R CB 2x10 CB 2x10W

모델 번호 1005390 1005394 L:1005392 R:1005391 L:1005396 R:1005395 1005398 1005402

커피/차 제공량 10L, 80컵 10 L, 80컵 5L, 40컵 5L, 40컵 20L, 160컵 20L, 160컵

시간당 커피/차 용량* 약 30L, 240컵 약 30L, 240컵 약 30L, 240컵 약 30L, 240컵 약 60L, 480컵 약 60L, 480컵

보일러 용량 - 4.2L - 4.2L - 5.6L

시간당 가열 능력(뜨거운 물) - 33L - 33L 60L

1회 작동 시 물 분사량 - 2.6L - 2.6L 4.1L

전기 연결 1N~220-240V 3175W, 

50-60Cy

1N~220-240V

3475W, 50-60Cy

1N~220-240V

3125W, 50-60Cy

1N~220-240V

3425W, 50-60Cy

3N~380-415V

6275W,  50-60Cy

3N~380-415V

6275W,  50-60Cy

치수(WxD(xD1**)xH) 815x470(330)x700 815x470(330)x700 505x470(330)x700 505x470(330)x700 980x470(330)x790 980x470(330)x790

탭 넘침 높이 185mm 185mm 185mm 185mm 185mm 185mm 

유지 온도 약 80-85°C 약 80-85°C 약 80-85°C 약 80-85°C 약 80-85°C 약 80-85°C

물 준비 능력 약 10분/5L 약 10분/5L 약 10분/5L 약 10분/5L 약 10분/10L 약 10분/10L

필터 페이퍼 101/317 101/317 101/317 101/317 152/457 152/457

CB 1x10 L/R CB 1x10W L/R CB 2x20 CB 2x20W CB 1x20 L/RC CB 1x20W L/R

모델 번호 L:1005400 R:1005399 L:1005404 R:1005403 1005406 1005410 L: 1005408 R:1005407 L:1005412 R:1005411

커피/차 제공량 10L, 80컵 10L, 80컵 40L, 320컵 40L, 320컵 20L, 160컵 20L, 160컵

시간당 커피/차 용량* 약 60L, 480컵 약 60L, 480컵 약 90L, 720컵 약 90L, 720컵 약 90L, 720컵 약 90L, 720컵

보일러 용량 - 5.6L 5.6L 5.6L

시간당 가열 능력(뜨거운 물) - 60L 60L 60L

1회 작동 시 물 분사량 - 4.1L 4.1L 4.1L

전기 연결 3N~380-415V 6175W, 

50-60Cy

3N~380-415V 6175W, 

50-60Cy

3N~380-415V 9275W, 

50-60Cy

3N~380-415V 9275W, 

50-60Cy

3N~380-415V 9175W, 

50-60Cy

3N~380-415V 9175W, 

50-60Cy

치수(WxD(xD1**)xH) 590x470(330)x790 590x470(330)x790 1095x500(360)x895 1095x500(360)x895 645x500(360)x895 645x500(360)x895

탭 넘침 높이 185mm 185mm 185mm 185mm 185mm 185mm 

유지 온도 약 80-85°C 약 80-85°C 약 80-85°C 약 80-85°C 약 80-85°C 약 80-85°C

물 준비 능력 약 10분/10L 약 10분/10L 약 14분/20L 약 14분/20L 약 14분/20L 약 14분/20L

필터 페이퍼 152/457 152/457 203/533 203/533 203/533 203/533

COMBI-LINE 40*** 리터 제품군

CB 2x40 CB 1x40 L/R CB 40 CN40e

모델 번호 1007173 1007175 / 1007174 1007176 1007177

커피/차 제공량 80L, 640컵 40L, 320컵 - 40L, 320컵

시간당 커피/차 용량* 약 180L, 1440컵 약 180L, 1440컵 약 180L, 1440컵 -

전기 연결 3N~ 380-415V, 18375W, 50-60 Cy 3N~ 380-415V, 18225W, 50-60 Cy 3N~ 380-415V, 18075W, 50-60 Cy 1N~ 220-240V, 150W, 50-60 Cy

치수(WxD(xD1**)xH) 1320 x 685(465) x 975 mm 805 x 685(465) x 975 mm 235 x 345 x 985 mm ø455 x 562 mm

탭 넘침 높이 158 mm 158 mm - 95 mm 

유지 온도 약 80-85°C 약 80-85°C - 약 80-85°C

물 준비 능력 약 14분/40L 약 14분/40L 약 14분/40L -

필터 페이퍼 280/635 280/635 - 280/635

* 뜨거운 물  ** 드립 트레이 제외 *** Different design Combi-line 40L: Stainless steel front, combi filter, grips and drip tray
모든 모델 포함 사항: 자동 물 급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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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LINE
CB 5 CB 5W CB 10 CB 10W CB 20 CB 20W

모델 번호 1005393 1005397 1005401 1005405 1005409 1005413

시간당 커피/차 용량* 약 30L, 240컵 약 30L, 240컵 약 60L, 480컵 약 60L, 480컵 약 90L, 720컵 약 90L, 720컵

보일러 용량 - 4.2L 5.6L 5.6L

시간당 가열 능력(뜨거운 물) - 33L 60L 60L

1회 작동 시 물 분사량 - 2.6L 4.1L 4.1L

전기 연결 1N~220-240V 3075W, 

50-60Cy

1N~220-240V 3375W,  

50-60Cy

3N~380-415V 6075W,  

50-60Cy

3N~380-415V 6075W, 

50-60Cy

3N~380-415V 9075W,  

50-60Cy

3N~380-415V 9075W, 

50-60Cy

물 준비 능력 약 10분/5L 약 10분/5L 약10분/10L 약 10분/10L 약 14분/20L 약 14분/20L

규격(WxDxH) 235x375x725 235x490x725 235x375x820 235x490x820 235x375x920 235x490x920

다음에 적합 CN5e/i CN5e/i CN10e/i CN10e/i CN20e/i CN20e/i

* 뜨거운 물

모든 모델 포함 사항: 자동 물 급수(3/4”)

서빙 트롤리 포함 구성

CN5e CN10e CN20e

모델 번호 1005364 1005365 1005366

내용 5L 10L 20L

전기 연결 1N~ 220-240V, 

50W, 50-60 Cy

1N~ 220-240V, 

100W, 50-60 Cy

1N~ 220-240V, 

100W, 50-60 Cy

규격 Ø x H 237 x 406mm 307 x 427mm 355 x 515mm

탭 넘침 높이 120mm 120mm 120mm

유지 온도 약 80-85°C 약 80-85°C 약 80-85°C

컨테이너 - 전기 가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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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워터 디스펜서 

WKI 10n WKI 20n 3kW WKI 20n 6kW WKI 40n WKI 60n WKI 80n

모델 번호 30110 30115 30120 30125 30130 30135

뜨거운 물 저장 탱크 10L 20L 20L 40L 60L 80L

시간당 가열 능력(뜨거운 물) 30L 30L 60L 90L 90L 180L

전기 연결 1N~220-240V, 3200W 

50-60 Cy

1N~220-240V, 3200W 

50-60 Cy

3N~380-415V, 6600W, 

50-60 Cy

3N~380-415V, 9600W, 

50-60 Cy

3N~380-415V, 9600W, 

50-60 Cy

3N~380-415V, 19200W, 

50-60 Cy

물 연결 예 예 예 예 예 예

규격 Ø x H 224 x 520mm 304 x 580mm 304 x 580mm 385 x 685mm 385 x 855mm 445 x 890mm

유지 온도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가열 시간 20 -> 97°C: 17분 20 -> 97°C: 34분 20 -> 97°C: 17분 20 -> 97°C: 23분 20 -> 97°C: 35분 20 -> 97°C: 25분

태핑 속도 6-9초/L 6-9초/L 6-9초/L 6-9초/L 6-9초/L 6-9초/L

WKI-N

WKT 10n HA WKT 10n VA WKT 20n HA WKT 20n VA

모델 번호 30145 30140 30155 30150

뜨거운 물 저장 탱크 10L 10L 20L 20L

1회 작동 시 물 분사량 8L 8L 18L 18L

시간당 가열 능력(뜨거운 물) 30L 30L 30L 30L

전기 연결 1N~220-240V, 3200W 

50-60 Cy

1N~220-240V, 3200W 

50-60 Cy

1N~220-240V, 3200W 

50-60 Cy

1N~220-240V, 3200W 

50-60 Cy

물 연결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규격 Ø x H 225 x 505mm 225 x 505mm 305 x 560mm 305 x 560mm

유지 온도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가열 시간 20 -> 97°C: 17분 20 -> 97°C: 17분 20 -> 97°C: 34분 20 -> 97°C: 34분

WKT-N
WKT 3n HA WKT 3n VA WKT 5n HA WKT 5n VA

모델 번호 30100 30101 1003699 1004095

뜨거운 물 저장 탱크 3L 3L 5L 5L

1회 작동 시 물 분사량 2L 2L 4L 4L

시간당 가열 능력(뜨거운 물) 21L 21L 21L 21L

전기 연결 1N~220-240V, 2100W 

50-60 Cy

1N~220-240V, 2100W 

50-60 Cy

1N~220-240V, 2100W 

50-60 Cy

1N~220-240V, 2100W 

50-60 Cy
물 연결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규격(WxDxH) 215 x 280 x 445 215 x 280 x 445 215 x 280 x 575 215 x 280 x 575

유지 온도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가열 시간 20 -> 97°C: 8분 20 -> 97°C: 8분 20 -> 97°C: 14분 20 -> 97°C: 14분

WKT-D 5n HA WKT-D 5n VA WKT-D 10n HA WKT-D 10n VA WKT-D 20n HA WKT-D 20n VA

모델 번호 30040 30055 30045 30060 30050 30065

뜨거운 물 저장 탱크 5L 5L 10L 10L 20L 20L

1회 작동 시 물 분사량 4L 4L 8L 8L 18L 18L

시간당 가열 능력(뜨거운 물) 30L 30L 30L 30L 30L 30L

전기 연결 1N~220-240V, 3200W 

50-60 Cy

1N~220-240V, 3200W 

50-60 Cy

1N~220-240V, 3200W 

50-60 Cy

1N~220-240V, 3200W 

50-60 Cy

1N~220-240V, 3200W 

50-60 Cy

1N~220-240V, 3200W 

50-60 Cy

물 연결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규격 Ø x H 237 x 406mm 237 x 406mm 307 x 427mm 307 x 427mm 355 x 515mm 355 x 515mm

유지 온도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최대 97°C까지 조절

가열 시간 20 -> 97°C: 9분 20 -> 97°C: 9분 20 -> 97°C: 17분 20 -> 97°C: 17분 20 -> 97°C: 34분 20 -> 97°C: 34분

WKT-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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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컨테이너
CE 4 CE 6 CE 10 CE 20

모델 번호 50050 50051 50053 50056

내용 4L, 32컵 6L, 48컵 10L, 80컵 20L, 160컵

전기 연결 1N~220-240V, 165W 

50-60 Cy

1N~220-240V, 165W 

50-60 Cy

1N~220-240V, 165W 

50-60 Cy

1N~220-240V, 385W 

50-60 Cy

규격 Ø x H 237 x 346mm 237 x 405mm 252 x 489mm 307 x 576mm

중량 4.4kg 5.1kg 6.7kg 10.5kg

유지 온도 약 84-86°C 약 84-86°C 약 84-86°C 약 84-86°C

탭 높이 120mm 120mm 120mm 120mm

트롤리 J 트롤리 S 트롤리 C 트롤리 JR 트롤리 ST 트롤리 SK 10 VL 트롤리 SK 15 VL 트롤리 SK 20 VL

모델 번호 60004 60006 60001 60002 60005 60035 60036 60037

규격(WxDxH) 455 x 660 x 860 590 x 795 x 860 940 x 560 x 860 455 x 620 x 1050 525 x 860 x 1050 660 x 640 x 1050 1020 x 640 x 1050 1220 x 640 x 1050

용량 컨테이너 1 1 2 1 1 1 2 2

용량 컵 및 컵받침 - - - 약 95 약 160 약 180 약 180 약 360

서랍 최대 1 최대 1 - 최대 1 최대 1 최대 6 최대 6 최대 12

음료 컨테이너 CE/CI

CI 4 CI 6 CI 10 CI 20

모델 번호 50038 50039 50041 50044

내용 4L, 32컵 6L, 48컵 10L, 80컵 20L, 160컵

규격 Ø x H 237 x 346mm 237 x 405mm 252 x 489mm 307 x 576mm

중량 4.4kg 5.1kg 6.5kg 10.3kg

시간당 손실 온도 5°C 4°C 3°C 3°C

절연 폴리우레탄 무CFK 폴리우레탄 무CFK 폴리우레탄 무CFK 폴리우레탄 무CFK

탭 높이 120mm 120mm 120mm 120mm

서빙 트롤리

+ 옵션: 보틀 홀더, 스푼홀더, 쓰레기통, 소서 랙, 잠금 링, 파킹 레일



끝까지 맛을 책임집니다

Animo는 좋은 커피를 제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피 머신을 만듭니다. 내구성이 
좋고 유지관리가 편한 여러 옵션을 갖추었으며 

사용자를 위한 편의 기능이 돋보이는 
머신입니다.

Animo 커피 머신은 항상 다양한 종류의 
신선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합니다. 갓 갈아낸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라떼 마끼아또에서 차, 
핫 초코와 인스턴스 수프까지, 어떤 것이든 

준비가 가능합니다.

Animo는 전 세계 100개국에서 70년 넘게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좋은 커피를 내리려면 

좋은 커피 머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커피 머신을 만들려면 경험, 
전문성은 물론, 전념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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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o B.V.

본사

Assen - 네덜란드

네덜란드 영업팀

수출부

info@animo.nl

+31 (0)592 376 376

Animo B.V.B.A.

벨기에

info@animo.be

+32 (0)33 130 308

Animo 프랑스

프랑스

info@animo-france.fr

+33 (0) 3 80 25 06 60

Animo GmbH

독일

info@animo-gmbh.de

+49 (0)541 971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