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공통 · 헤드

생공통이란?
생맥주 고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기밀상태로 포장하여 장시간 보관할 수 있도록 스테인레스
재질로 만든 것으로, 필요시 냉각기에 연결하여 주출이 용이하도록 만든 대용량의 저장 용기

<관리요령>
- 1통의 용량은 20,000cc(20ℓ)
- 선입선출을 한다.
- 생맥주통 병렬 연결 시 유입통은 반이상 술이 들어 있어야 한다.
- 생맥주통을 4~6℃ 냉장고에 보관한다

헤드란?
생맥주통과 결합하여 맥주를 추출하는 기능 수행

<관리요령>
- 손잡이를 아래방향으로 내릴시(결합시)
: CO2가스가 들어가 맥주를 추출함.
- 손잡이를 위쪽방향으로 올릴시(탈착시)
: CO2가스가 들어가지 않아 맥주를 추출할 수 없음

● 상방출기 · 호스

상방출기란?
생맥주통으로부터 유출된 맥주를 주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로써 내부에는 맥주라인과
냉각라인이 함께 있어 언제나 신선한 생맥주를 주출할 수 있다.

<관리요령>
- 코크주 손잡이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 충격을 가하지 말 것.
- 정기적으로 세척할 것.
- 유량조절기를 수직으로 놓을 시 맥주 주출량이 적어지고 수평으로 놓을 시 맥주량이 많아 진다.

호스
Beer Line
생맥주통으로부터 생맥주가 나와 코크주를 통해 주출될때까지 맥주의 흐름을
이어주는 장비. (반투명 호스 VaLpar EEN, 수입)
CO2 Line
CO2통으로부터 CO2가 나와 헤드를 통해 생맥주통으로 들어갈때까지의 CO2 흐름을
이어주는 장비. (투명호스, 국산)
<관리요령>
- 정기적으로 생맥주 라인 호스를 청소한다. (일일세척)
* 생맥주의 특성상 효모의 변질(라인호스가 파랗게 변하는 현상)을 방지하여 신선한 생맥주를
공급하도록 한다.
- 6개월에 1회 교체 한다. (업주 일일 자가 세척시 사용기간이 늘어남)
- 외부환경(직사광선, 과열)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 기자재 사용방법

<출근시>

<퇴근시>

- 헤드를 생맥주통에 연결한다.
-생맥주가 소량 나올 때까지 코크주를 작동한다.

-

세척통을 깨끗한 물로 채워준다.
생맥주 헤드와 연결한다.
CO2 밸브를 연다.
세척통을 꺼꾸로 든다.
깨끗한 찬물이 소량 나올 때까지 코크주를 작동한다.
CO2 밸브를 잠근다.
세척통의 안전밸브를 사용하여 CO2 압력을 제거한다.
헤드를 세척통과 분리하여 물에 담가 놓는다

<사용효과>
- 냉각기 라인에 잔류된 맥주 찌꺼기를 부풀려 제거하므로 항상 신선한 맥주를 공급할 수 있다.
- 호스 내부가 청결하여 호스를 자주 교환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 다음날 첫 잔에서 거품이 나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 업주에게 많은 득을 줄 수 있다.
- 호스, 냉각기 라인, 특히 헤드와 코크주에 묻어 있는 생맥주를 세척함으로써 악취를 없앨 수 있다.
- 헤드, 코크주의 작동이 항상 원할하다.

● 관리요령

생맥주 따르는 방법
맥주의 거품은 소복히 쌓여 외관상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맥주의 탄산가스가 새어나는것을 막고
맥주의 산화를 방지하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맥주거품을 2~3cm 정도의 두께로 잘 만들어야 한다
1. 컵의 바닥쪽에 맥주가 부딪치도록 강하게 따른 후(컵 속에 거품이 2/3, 맥주가 1/3 되도록) 거품이 좀 삭아 없어지도록 놓아 둔 후
조용히 잔을 채운다.
이렇게 함으로써 컵의 윗 부분에 거품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품:맥주=1:4로 맛있는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2. 컵을 기울여 맥주가 컵의 벽면을 타고 흐르도록 따른다.
거품의 양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1안과 같은 양의 거품이 되도록 한 번에 따른다.

관리요령으로 인해 거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2.
3.
4.
5.

맥주의 상태와 질
온도
방출속도(생공통내 탄산가스 압력)
컵의 청결상태
따르는 사람의 기술

● 관리요령

라인세척
라인세척은 생맥주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맥주의 본고장 유럽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식사 후 식기류를 세척하여 다음 식사에 대비하는 것처럼 생맥주통(즉, 코일이나 호스)에 들어 있는
잔류맥주를 깨끗한 물로 대체시켜 다음날 사용할 때 신선한 생맥주로 고객에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리는 간단하며 세척통에 물을 채워 생맥주통 대신 헤드와 결합후 코크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코크손잡이를 열었다 닫음으로써
헤드에서 호스, 냉각기, 상방출기, 코크주를 모두 물로 채우고 불려 세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영업시

세척작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