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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START GUIDE /

快速入門指南�/�퀵 스타트 가이드

Please read this Quick Start Guide before using the Drinks Maker.

請在使用本機器前先閱讀快速入門指南。

ENGLISH / 中文 / 한국어

탄산수제조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퀵 스타트 가이드를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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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you can simply turn tap water into fresh,
fizzy sparkling water, soda and cocktails in seconds.
Just fizz, mix and enjoy!

 SodaStream is the new way to enjoy delicious bubbles 
 without the bottles. No more lugging or storing heavy 
 bottles! And fewer empty bottles or cans to discard or 
recycle. Better for you, better for the environment!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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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ckage includes the SodaStream  SOURCE™Drinks Maker, SodaStream  CO  2

Cylinder and a reusable BPA-Free carbonating bottle with fizz-preserving cap. Flavour 
samples may be included.
1 ® ® Includes a 60L SodaStream  CO  Cylinder (under licence). Once empty, the 60L SodaStream  Cylinder can be 2

® ®exchanged for a full 60L SodaStream  Cylinder for the price of the gas only. A 60L SodaStream  Cylinder makes up 
to 60L of sparkling water depending on the level of carbonation and type of Drinks Maker used. The Source Drinks 

® Maker is also compatible with the 40L SodaStream  Cylinder, available in certain markets, which makes up to 40L 
of sparkling water depending on the level of carbonation and type of Drinks Maker used.

2  Actual shape of bottle may differ. A dishwasher-safe carbonating bottle may be included and is identified by its 
'Dishwasher-Safe' marking.

WHAT’S INSIDESOURCE™ OVERVIEW



1.  Place the SOURCE™Drinks Maker on a flat sturdy surface in an upright position. 
Remove the back cover by putting your index finger into the hole, grasping the back 
cover and pulling it away from the body of the Drinks Maker. Set the back cover 
aside.

2.  Remove seal and cap from the SodaStream CO  cylinder. Tip the Drinks Maker 2

forward and insert the cylinder through the hole in the base and upward towards and 
into the carbonating head. 

3.  Access the cylinder by inserting your fingers through the open back, turn the cylinder 
to the right while applying gentle pressure until it is firmly held in place. Hand-
tighten only; DO NOT use tools.

4.  Place the Drinks Maker back into the upright position. Reinstall the back cover by 
tilting the cover towards you, fitting the slot at the bottom of the back cover onto the 
upright tab at the rear of the base of the Drinks Maker and pushing the cover into 
place onto the back of the Drinks Maker.  Now you are ready to create the bubbles.

INSTALLING THE CO  CYLINDER2



CREATE THE BUBBLES

1. Prior to making sparkling water, fill the carbonating bottle with cold water up to the fill 
line. 

2. To insert the carbonating bottle, make sure that the carbonating block is in its fully 
 upward position and the bottle rest is angled forward. If it isn’t angled forward, pull it 
towards you until it clicks. Do not pull the carbonation tube.

Insert the carbonating bottle neck into the Snap-Lock. Push the bottle up and back. 
The Snap-Lock mechanism will catch the bottle and hold it in a vertical position.

Fill line
Bottle rest

3rd

2nd

1st

When inserted correctly 
there is a gap between the 
bottom of the carbonating 
bottle and the base. DO NOT 
C A R B O N AT E  i f  t h e  
carbonating bottle is resting 
on the base or water will 
splash out.



CREATE THE BUBBLES

3. Push down the carbonating block, hold for 1-2 seconds until the first carbonation LED 
indicator is illuminated and release. Wait for the carbonating block to return to its 
upward position. Repeat to obtain a stronger level of carbonation as indicated by the 
illumination of an additional carbonation LED indicator. (See ‘Carbonating Levels’ 
section.)

4. When desired level of carbonation is achieved, with the carbonating block in its fully 
upward position pull the carbonating bottle towards you to release it from the Snap-
Lock. Enjoy!

YOU MAY SEE SMALL PIECES 
OF ICE APPEAR IN THE WATER 
DURING CARBONATION OF 
VERY COLD WATER:
If this happens, shorten the 
time of each press until the 
ice stops appearing or it can 
affect the carbonation. Any 
ice created will simply melt. 



FLAVOUR YOUR WAY!

For SodaStream Caps: After making sparkling water place a SodaStream Cap on the 
top of the open carbonating bottle and press down firmly. Flavour will be immediately 
released and dissolved. Once emptied, remove the SodaStream Cap. Enjoy!

For Sodamix Bottles: After making sparkling water hold the open carbonating bottle at 
an angle and slowly add the desired flavour by pouring it slowly and carefully down the 
inside wall of the bottle. Close with the fizz-preserving cap and tighten, then mix with a 
gentle shake. Enjoy!

For LIGHT FIZZ – Push down the carbonating block, hold for 1-2 seconds until the first 
carbonation LED indicator is illuminated, release, and wait for the carbonating block to 
return to its upward position before removing the carbonating bottle.

For MEDIUM FIZZ – Follow the instructions for light fizz and repeat until the second 
carbonation LED indicator is illuminated and then release. Wait for the carbonating block 
to return to its upward position between each press and before removing the 
carbonating bottle.

For HIGH FIZZ – Follow the instructions for medium fizz but repeat for a third time until 
all three carbonation LED indicators are illuminated. Wait for the carbonating block to 
return to its upward position between each press and before removing the carbonating 
bottle.

HIGH FIZZ

MEDIUM FIZZ

LIGHT FIZZ

CARBONATING LEVELS

 SodaStream
Caps

Sodamix Enjoy!

For high fizz, and for maximum utilisation of CO , use cold water. (Do not use ice-2

cold water).



 It is important that you read and understand all use and care instructions and the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before operating the Drinks Maker.

IMPORTANT SAFEGUARDS
 WARNING: WARNING : IF YOU ARE USING A CARBONATING BOTTLE THAT IS NOT 

MARKED 'DISHWASHER-SAFE', YOU SHOULD NEVER WASH IT IN THE DISHWASHER 
OR OTHERWISE EXPOSE IT TO HEAT ABOVE 120ºF (49ºC). DO NOT EXPOSE ANY 
CARBONATING BOTTLE TO EXTREME COLD BELOW 34ºF (1ºC).

 WARNING: DO NOT carbonate with any bottle not specifically designed to work 
with this Drinks Maker. The SOURCE™Drinks Maker is designed to work with all 1L 
SodaStream carbonating bottles as well as the 0.5L carbonating bottle marked 
‘Source’.  SodaStream glass carbonating bottles and 0.5L bottles that are not marked 
‘Source’ are not compatible with the SOURCE™Drinks Maker and should not be used.

 Close adult supervision is necessary when the Drinks Maker is used by children.

 WARNING: DO NOT carbonate an empty bottle.
 Carbonating bottle must be properly in place before operating the Drinks Maker.
 DO NOT move the Drinks Maker during the carbonation process.
 DO NOT remove the carbonating bottle during the carbonation process.
 To reduce the risk of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any servicing or repair 

should be performed by a SodaStream-authorised service representative.

CO  CYLINDER2

 DANGER:  A CO  leak can lead to carbon dioxide poisoning. In the event of a CO2 2

leak, ventilate the area, breathe fresh air and if feeling unwell seek immediate 
medical attention.

 WARNING: Inspect the cylinder prior to use for any dents, punctures, or other 
damage. If any are detected, DO NOT use the cylinder and contact a SodaStream-
authorised service representative.

 WARNING: Mishandling the cylinder can result in serious personal injury.
 WARNING: Use caution when removing the cylinder as it may be very cold 

immediately after use. 
 Always keep the cylinder away from any heat source and out of direct sunlight.
 DO NOT transport the Drinks Maker with the cylinder in place.
 DO NOT tamper with the cylinder in any way.
 DO NOT attempt to puncture or incinerate the cylinder.
 DO NOT throw the cylinder or cause it to fall.
 DO NOT handle a cylinder while it is discharging CO .2

FOR YOUR SAFETY
SAVE THESE INSTRUCTIONS AND PROVIDE THEM TO ANY
SUBSEQUENT USERS.

GENERAL WARNINGS
 DANGER: Misuse of the Drinks Maker may result in serious personal injury.
 WARNING: DO NOT use the Drinks Maker if it is not in its upright position. 
 WARNING: DO NOT use the Drinks Maker for anything other than carbonating 

water. Use of this Drinks Maker for any unintended purposes may result in serious 
personal injury and damage to the Drinks Maker.

 WARNING: Use the Drinks Maker on a flat, stable surface away from sources of 
heat. DO NOT place the Drinks Maker on a hot surface (e.g. oven hob) and never use it 
close to an open flame.



CARBONATING BOTTLE
 WARNING: DO NOT carbonate with any bottle not specifically designed to work 

with this Drinks Maker. The SOURCE™Drinks Maker is designed to work with all 1L 
SodaStream carbonating bottles as well as the 0.5L carbonating bottle marked 
‘Source’.  SodaStream glass carbonating bottles and 0.5L bottles that are not marked 
‘Source’ are not compatible with the SOURCE™ Drinks Maker and should not be 
used. 

 WARNING: Unless the SodaStream carbonating bottle is identified by a prominent 
'Dishwasher-Safe' marking, YOU SHOULD NEVER WASH IT IN THE DISHWASHER OR 
OTHERWISE EXPOSE IT TO HEAT ABOVE 120ºF (49ºC). DO NOT EXPOSE ANY 
CARBONATING BOTTLE TO EXTREME COLD BELOW 34ºF (1ºC). DO NOT rinse the 
bottle in hot water. DO NOT place the bottle next to a heat source such as your kitchen 
oven. DO NOT leave the bottle in your car. DO NOT place the bottle in the freezer. Doing 
so will compromise the integrity of the carbonating bottle material and may result in 
serious personal injury.

 WARNING: DO NOT use a carbonating bottle if changes in shape have occurred, 
as that indicates the bottle is damaged. DO NOT use carbonating bottles that are 
scratched, worn, discoloured, or damaged in any way.

 WARNING: SodaStream carbonating bottles are clearly marked with an expiration 
date near the bottom of the bottle. DO NOT use bottles after their expiration date. 
Recycle and replace expired bottles in accordance with local recycling laws.

 Rinse carbonating bottle with cold or lukewarm water before first use.

CARBONATION
 WARNING: DO NOT USE THE DRINKS MAKER TO CARBONATE ANY LIQUIDS 

OTHER THAN PLAIN WATER.  ADD FLAVOUR ONLY AFTER CARBONATION.
 WARNING: DO NOT carbonate an empty bottle.

DRINKS MAKER
 Never use abrasive cleaners or sharp tools to clean. If needed, use a mild dish soap 

liquid and a soft damp cloth to gently clean. 
 Wipe spills to keep base dry.
 DO NOT place in water or wash in a dishwasher. Doing so will seriously damage your 

Drinks Maker.
 DO NOT place or store the Drinks Maker close to a heat source.

CARBONATING BOTTLE
FOR YOUR SAFETY:
 WARNING: IF YOUR SODASTREAM CARBONATING BOTTLE IS NOT MARKED 

'DISHWASHER-SAFE', DO NOT WASH IT IN THE DISHWASHER. IF CARBONATING 
BOTTLES ARE MISTAKENLY WASHED IN THE DISHWASHER, DO NOT USE THEM. 
THROW THEM AWAY. USING BOTTLES THAT HAVE BEEN WASHED IN THE DISHWASHER 
OR BOTTLES THAT ARE SCRATCHED, WORN, DISCOLOURED, OR DAMAGED IN ANY 
WAY MAY RESULT IN SERIOUS PERSONAL INJURY.

 Rinse carbonating bottles with cold or lukewarm water, but never rinse with hot water. 
If needed, use a mild dish soap liquid or SodaStream bottle cleaning tablets and a soft-
bristled brush to clean.

 Every SodaStream carbonating bottle has an expiration date printed on it. DO NOT use 
the bottle after this date.

 Replacement SodaStream carbonating bottles are available wherever SodaStream 
products are sold.

CARE



TROUBLESHOOTING
Before you call for service, please check the list of problems and solutions below:
DRINKS MAKER DOES NOT CARBONATE:
 You might be out of gas; replace your cylinder.
 Cylinder may be loose. Remove the carbonating bottle, open and remove the back 

cover to access the cylinder and retighten the cylinder by hand. DO NOT use tools. 
Apply firm pressure but do not over tighten. If the cylinder is already firmly in place, it 
may be empty. Replace with a full cylinder. 

 Check that the carbonating bottle has been filled with water up to the fill line.
 Ensure that the Drinks Maker is in the upright position.
CANNOT PULL BOTTLE REST:
 Make sure that the carbonating block is in its fully upward position.
 Pull the bottle rest firmly towards you.
CANNOT INSERT THE CARBONATING BOTTLE INTO THE SNAP-LOCK:
 Make sure that the carbonating block is in its fully upward position.
 Pull the bottle rest towards you until it clicks into its fully forward position. Insert bottle 

into Snap-Lock. Firmly push bottle up and back until it locks.
YOU HEAR GAS ESCAPING FROM THE CARBONATING BOTTLE:
 The carbonating bottle may not be properly attached. Allow the Drinks Maker to finish 

the carbonation process and then you can detach the bottle and reconnect it.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Create the Bubbles’ section.

 It is normal to hear a small amount of gas released at the end of the carbonation 
process.

WANT TO RE-CARBONATE A DRINK THAT WAS ALREADY CARBONATED:
 WARNING: FOR YOUR SAFETY, NEVER carbonate again after adding the flavour. 

You may recarbonate only plain or sparkling unflavoured water.
YOUR DRINKS MAKER CONTINUES TO RELEASE GAS AFTER CARBONATION IS 
FINISHED:
 WARNING: Do not remove the cylinder or the bottle. Leave the Drinks Maker in an 

upright position. Do not touch it until you no longer hear gas escaping. When the 

Drinks Maker is no longer releasing gas, remove the carbonating bottle and contact 
your local SodaStream Customer Service Center. 

 DANGER: A CO  leak can lead to carbon dioxide poisoning. In the event of a CO2 2

leak, ventilate the area, breathe fresh air and if feeling unwell seek immediate 
medical attention. 

YOU HEAR THE SOUND OF LEAKING GAS AFTER INSTALLING A NEW CYLINDER INTO 
THE DRINKS MAKER:
 Screw the cylinder tighter into its fitting. DO NOT use tools.
YOU EXPERIENCE POOR CARBONATION:
 WARNING: DO NOT re-carbonate after adding flavour.
 If you have not yet added flavour, carbonate again to a higher carbonation level.
 Carbonate using cold water.
 If you still experience poor carbonation you may be out of gas. Replace the cylinder.
WATER OVERFLOWS FROM THE CARBONATING BOTTLE DURING CARBONATION:
 Check that the carbonating bottle is filled just to the fill line.
 Verify that the carbonating bottle is firmly installed in the Snap-Lock. Check by gently 

pulling the bottom of the bottle. If it feels loose, then remove and reinsert.
YOUR SPARKLING DRINK IS NOT FLAVOURFUL ENOUGH:
 Just add more flavour to taste!
 WARNING: DO NOT re-carbonate after adding the flavour.
SMALL PIECES OF ICE APPEAR IN THE WATER DURING CARBONATION:
 This might happen when carbonating very cold water. If this happens, shorten the 

time of each press until the ice stops appearing or it can affect the carbonation.  Any 
ice created will simply melt.

Still having trouble?
Visit www.sodastream.com and choose ‘Select your country’ to find contact 
details of your local SodaStream customer support team.



SODASTREAM LIMITED WARRANTY
Great care has been taken to ensure that your Drinks Maker was delivered to you in good 
condition. SodaStream warrant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is 
limited warranty, that your Drinks Maker will be free of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home use for twelve (12)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purchase.  

It is recommended that you register your Drinks Maker online by visiting 
www.sodastream.com, choosing ‘Select your country’ and completing the product 
registration section, or send in the product registration postcard that came with your 
Drinks Maker. 

If your Drinks Maker malfunctions within the 12 month warranty period and we 
determine the problem is due to faulty workmanship or materials, SodaStream 
will repair or replace it free of charge at SodaStream’s discretion within the 
limitations set out in this warranty. SodaStream may replace your Drinks Maker with 
a reconditioned Drinks Maker, or an equivalent one if the model you purchased is no 
longer available. No refunds shall be given. This limited warranty is available to 
consumers who purchased a SodaStream Drinks Maker at retail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use.

This warranty DOES NOT cover:
• Abuse, misuse, alteration of the Drinks Maker, or commercial use;
• Damage resulting from carbonating liquids other than water;
• Normal wear and tear (e.g. discolouration);
• Product malfunctions that were a result, in whole or in part, by alteration, 

 disassembly, or repair of the Drinks Maker by a servicer other than an authorised 
SodaStream Service Center; 

• Damage resulting from the use of cylinders or carbonating bottles other than those 
approved by SodaStream for use with your Drinks Maker;

 Damage resulting from use of the Drinks Maker with an adapter valve; 
 Damage resulting from the use of an expired carbonating bottle;
 Damage caused by accident, shipment or anything other than normal household use;
 The carbonating bottles and cylinders;
 The battery inside the Drinks Maker.
SodaStream is not liable for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The consumers' sole 
and exclusive remedy shall be repair or replacement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warranty. To the extent that this warranty is inconsistent with local law, 
this warranty shall be deemed modified to be consistent with such local law. You may 
also have other rights, which vary according to local laws. The benefits given to the 
consumer by this warranty are in addition to other rights and remedies that may be 
afforded to the consumer by law in relation to this Drinks Maker.

TO OBTAIN WARRANTY SERVICE
If your Drinks Maker is in need of warranty service, please contact SodaStream 
Customer Service via our website at www.sodastream.com and choose ‘Select your 
country’. A SodaStream representative will give you specific instructions on how to 
arrange for the shipment of your Drinks Maker, at your expense, to one of our authorised 
service centers. Only SodaStream, or its agents, are authorised to provide warranty 
repairs or service to your Drinks Maker. Repair by a third party voids the warranty.

NON-WARRANTY SERVICE
If SodaStream or its authorised agents determine that the malfunction or damage is not 
covered by the warranty, SodaStream will repair the Drinks Maker only upon payment of 
the determined repair charge. 



BATTERY REPLACEMENT
If the battery powering the LED lights needs to be replaced, please contact your local 
SodaStream Customer Service for details on how to arrange for it to be replaced. Please 
do not remove the battery from the SOURCE™ by yourself.

SODASTREAM CYLINDERS
Your Drinks Maker has been designed to operate with a genuine SodaStream CO  2

cylinder. The use of other CO  cylinders is not recommended as they may not be 2

compatible with this SodaStream Drinks Maker. Damages resulting from the use of a 
cylinder other than a SodaStream cylinder are not covered by the warranty. 
Replacement cylinders are available from authorised SodaStream retailers.

SODASTREAM CARBONATING BOTTLES
Your Drinks Maker has been designed to operate with a suitable SodaStream 
carbonating bottle. Damages resulting from the use of a bottle other than a suitable 
SodaStream carbonating bottle are not covered by the warranty.

Before each use, check the expiration date on the carbonating bottle. Replace expired 
carbonating bottles with new ones. Please recycle your expired carbonating bottles in 
accordance with local recycling laws.

AUSTRALIA
SodaStream Warranty – Additional Information
SodaStream’s products come with guarantees that cannot be excluded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You are entitled to a replacement or refund for a major failure 
and compensation for any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loss or damage. You are also 
entitled to have the goods repaired or replaced if the goods fail to be of acceptable 
quality and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The issuer of this warranty is 
SodaStream Australia Pty Ltd. (“SodaStream”), 21 Henderson Road, Knoxfield, Victoria 
3180, Australia, Telephone No.: (03) 8706 0200, sales@sodastream.com.au. Should 
this product suffer a major failure or other reasonably foreseeable damage, contact us 
at the above phone number, email or mailing address to present your claim for the 
warranty. SodaStream shall bear the expense of providing a replacement machine, if 
deemed entitled as per our discretion under the warranty. The warranty period shall be 
for 24 months from the date of purchase, which means that a major defect in the 
product and the consumer’s submission of a related warranty claim must be made 
within that period. The benefits to the consumer given by this warranty are in addition to 
other rights and remedies that may be afforded to the consumer by law in relation this 
product.

APPLICABLE LAW
Any and all claims, complaints, demands for judgment or legal actions brought 
hereunder relating in any way to your Drinks Maker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SodaStream Drinks Maker 
was purch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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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ISPOSAL INSTRUCTIONS
Packaging is made of recyclable materials. Contact your local authority for further 
information on recycling.

EU
Your machine contains valuable materials which can be recovered or recycled. The 
SOURCE™ contains a 3V lithium 2/3A size battery (CR123A). The crossed out wheel bin 
symbol shown above means that this product contains a battery and is electrical or 
classified as electronic equipment. The waste battery and the machine should not be 
discarded along with other household or commercial waste at the end of their use, but 
must be collected separately. Batteries contain substances that may be hazardous and 
present a risk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when they are not handled correctly 
as waste.  

If the battery powering the LED lights needs to be replaced, please contact SodaStream 
Customer Service for details on how to arrange for it to be replaced. Please do not 
remove the battery from the SOURCE™ by yourself, as this should only be done by a 
professional.

This machine is labeled in accordance with European Directive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Recast) (2008/0241 (COD), adopted 19 July 2011, and 
2002/96/EC) and the Batteries Directive (2006/66/EC). The WEEE Directive has been put 
in place to recycle products using best available recovery and recycling techniques to 
minimis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treat any hazardous substances and avoid 
increasing landfill. For more information on proper disposal of this product through a 
take-back program, please contact SodaStream customer service at 
www.sodastream.com and choosing ‘Select your country’.

SPECIFICATIONS
MACHINE RATING:
Maximum Working Pressure: 145 PSI/10 bar
Maximum Allowed Operating Temperature: 104°F/40°C
Bottle Capacity: Up to 33.8 fl. oz (1.0 Liter)

SODASTREA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SodaStream International Ltd. or its 
affiliates.

The SodaStream CO  cylinder is provided to you under licence. The licence allows you to 2

exchange your empty cylinder for a full one for the price of the gas content only, at a 
participating SodaStream authorised retailer.

Follow instructions to replace the cylinder in the ‘Installing the CO  cylinder’ section.  2

For a list of local retailers near you and ordering information visit us at 
www.sodastream.com and choose 'Select your country'.

EXCHANGING YOUR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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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ASTREAM
1二氧化碳鋼瓶

可重複使用的氣泡水瓶

(採用不含雙酚 A
2安全材質)

氣泡水機

®    SODASTREAM  SOURCE™

糖漿樣本

® TM包裝盒內有SodaStream  SOURCE 氣泡水機、二氧化碳鋼瓶和採用不
含雙酚 A 安全材質的氣泡水瓶 (附專屬瓶蓋)。部份包裝內含糖漿贈品。
1  附 60L SodaStream二氧化碳鋼瓶 (以許可使用的方式)。當氣體用完的時候，只需支付氣體填充

的費用，就可以換購一支充滿氣的SodaStream鋼瓶。根據所用的氣泡量和氣泡水機類型，
60L 鋼瓶最多製作 60L 的氣泡水。

2  實際的水瓶形狀可能有所差異。可能內附可用洗碗機清洗的氣泡水瓶，這類水瓶標示有
「Dishwasher-Safe」(可用洗碗機清洗) 字樣。

內容物SOURCE™ 功能一覽

15中文

氣泡水 LED 指示燈

啟動主體

彈簧鎖水

瓶機構

氣泡噴嘴管

水瓶置放處

底座

背蓋



1.  將 SOURCE™ 氣泡水機以直立方式，放在穩固平面上。將食指伸入孔

中，抓住背蓋，然後從氣泡水機的機身中拉出，藉此方式取下背蓋。

將背蓋放在一旁。

2. 拆掉二氧化碳鋼瓶的封膜和蓋子。往前輕推氣泡水機，將二氧化碳鋼

瓶穿過底座中的孔，然後朝上轉入氣泡頭裡。 

3. 將二氧化碳鋼瓶往右轉動，同時輕輕施力，直到鋼瓶鎖緊定位。用手

旋緊即可，請勿使用工具。

4. 將氣泡水機轉回直立位置。裝回背蓋：朝自己方向傾斜殼蓋，將背蓋

底端的插槽裝入氣泡水機底座後面的直立固定片上，然後將殼蓋壓入

定位。這時就可以開始製作新鮮美味的氣泡水了。

如何安裝二氧化碳鋼瓶

16



製作氣泡

1.� 製作氣泡水之前，請先裝冷水 (裝至氣泡水瓶的滿水線)。使用冰水效

果更好。

2. 裝入氣泡水瓶時，請確定啟動主體為完全朝上位置，水瓶置放處向前

傾斜。如果沒有向前傾斜，請朝自己方向拉動水瓶，直到卡入定位。

請勿拉動氣泡噴嘴管。

滿水線

3rd

2nd

1st

將氣泡水瓶頸裝入彈

簧鎖。用力將水瓶往

上來回推動。彈簧鎖

機制會栓住水瓶並使

其固定在垂直位置。

17

氣泡噴嘴管



3.用力將啟動主體往下推動，按住1到2 秒直到第一個氣泡 LED 指示燈亮

起並放開。等啟動主體回到原來的完全垂直位置。依另一個氣泡 LED 

指示燈亮起所示，重複操作可製作更豐富的氣泡量。(請參閱「氣泡

量」一節。)

4. 達到所需要的氣泡量時，將氣泡水瓶朝自己方向拉動，使其脫離彈簧

鎖。然後就可以享用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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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作氣泡

製作氣泡水時，水中可

能會出現小冰塊：

以非常低溫的水製作氣

泡水時，可能會發生這

種 情 況 ， 這 是 正 常 現

象，不用擔心，冰塊會

快速溶解，讓您享受沁

涼無比的飲料！



調製出屬於個人風味！

SodaStream 瓶蓋糖漿：氣泡水製作完成後，將 SodaStream 糖漿瓶蓋

放在氣泡水瓶的頂部，然後用力往下按壓。糖漿就會馬上釋出並溶解。

取下用過的 SodaStream 糖漿瓶蓋，進行回收。立即享受自己調配的氣

泡飲品，也可以裝上專用瓶蓋，之後再品嚐。

調味水瓶：氣泡水製作完成後，朝某個角度握住氣泡水瓶，然後沿著瓶

口，使所需要的糖漿慢慢流入。裝好專屬瓶蓋旋緊，然後輕輕搖晃進行

混合，隨即能享受自製氣泡水！

微量氣泡 – 往下按壓啟動主體，按住1至2 秒直到初次氣泡 LED 燈亮起後

放開，等啟動主體回到原來的朝上位置後，再將寶特瓶取下。 

適量氣泡 – 依照微量氣泡的指示操作，然後重複操作直到第二個氣泡 LED 

指示燈亮起，然後放開。等待啟動主體回到朝上位置，再進行下一次的

按壓，上述步驟完成後再將寶特瓶取下。

大量氣泡 – 按照適量氣泡的指示操作，並重複操作三次，直到所有三個

氣泡 LED 指示燈都亮起。等待啟動主體回到朝上位置，再進行下一次的

按壓，上述步驟完成後再將寶特瓶取下。

大量氣泡

中量氣泡

微量氣泡 

氣泡量

如果想要製作大量氣泡，並善加利用二氧化碳，可使用冰水 (請勿使

用含冰塊的冰水)。

 SodaStream
Caps 瓶蓋糖漿

調味 盡情享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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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務必詳讀並瞭解所有使用與保養指示及重要的安全資訊後，再操作

氣泡水機。

重要安全預防措施
 警告： 如果您使用的氣泡水瓶未標示「DISHWASHER-SAFE」(可

用洗碗機清洗)，請勿將其放入洗碗機進行清洗或使其暴露在高溫或極

低溫的環境下。

 警告：請勿裝上任何非本氣泡水機專用水瓶來製作氣泡水。任何 1 

公升及0.5公升SodaStream 氣泡水瓶公升和標示有「Source」字樣的 

0.5 公升氣泡水瓶都能與 SOURCE™ 氣泡水機搭配使用。SodaStream

玻璃瓶和未標示有「Source」字樣的 0.5 公升保特瓶與 SOURCE™ 氣

泡水機不相容，因此請勿使用。

 孩童需要有成人監視保護下才能使用本氣泡水機。

一般警告：
 危險： 不當使用氣泡水機可能會導致嚴重的身體傷害。

 警告：請勿在氣泡水機未直立時使用。 

 警告：請勿使用氣泡水機調製氣泡水以外的任何飲料。將本氣泡水

機用於其他用途可能會導致嚴重身體傷害並且損壞氣泡水機。

 警告： 請將氣泡水機放置於穩固平面上使用，並應遠離熱源。請勿

將氣泡水機放置於發熱表面 (如烤箱) 上，絕對不可靠近火源。

 警告：請勿在空瓶情況下製作氣泡水。

 氣泡水瓶必須正確裝好後，才能操作氣泡水機。

 請勿在製作氣泡水的過程中移動氣泡水機。

基於安全考量

請妥善保存本操作說明書，並提供給任何後來接手的使用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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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勿在製作氣泡水的過程中拆下氣泡水瓶。

 為降低人身傷害或機器損壞的風險，任何服務或維修工作只能交由 

SodaStream 合格維修人員執行。

二氧化碳鋼瓶
 危險： 二氧化碳洩漏可導致二氧化碳中毒。萬一二氧化碳洩漏，請

對洩漏區通風換氣，如果感到不適，應立即就醫。

 警告： 使用前應檢查鋼瓶是否有任何凹痕、穿刺痕或其他損壞。如

發現任何這些情況，請勿使用鋼瓶，並與 SodaStream 合格維修人員

聯繫。

 警告： 鋼瓶處理不當可能導致嚴重身體傷害。

 警告： 拆下鋼瓶時請謹慎小心，因為鋼瓶使用後不久就會降至極低

溫。 

 請勿使鋼瓶遠離任何熱源並避免陽光直接照射。

 請勿運送已裝上鋼瓶的氣泡水機。

 請勿以任何方式改裝氣泡水機。

 請勿試圖刺穿或焚燒鋼瓶。

 請勿拋擲鋼瓶或使其墜落。

 請勿搬動正在排放二氧化碳的鋼瓶。



氣泡水機
 切勿使用研磨清潔劑或尖銳的工具進行清洗。如有需要，請使用溫和

的洗碗精和軟布來清潔。 

 擦拭溢出的液體，保持底座乾燥。

 請勿浸入水中或放入洗碗機清洗。這樣做會嚴重損壞氣泡水機。

 請勿將氣泡水機放置在或存放在熱源(例如：烤箱)附近。

水瓶
基於安全考量：

 警 告 ： 如 果 SODASTREAM 氣 泡 水 瓶 未 標 示 有 「 Dishwasher-

Safe」(可用洗碗機清洗)，請勿將其放入洗碗機內清洗。如果氣泡水瓶

誤放入洗碗機內清洗，請停止使用，並丟棄此水瓶。使用已用洗碗機

清洗的水瓶或已刮傷、磨損、變色或有任何損壞的水瓶，可能導致嚴

重身體傷害。

 請用冷水或溫水沖洗氣泡水瓶，切勿使用熱水。如有需要，請使用溫

和的洗碗精或 SodaStream 水瓶清潔碇，搭配軟刷清潔。

 每個 SodaStream 氣泡水瓶都印有使用期限。請勿使用超過此期限的

的水瓶。

 請向 SodaStream 產品經銷商購買新的 SodaStream 氣泡水瓶。

保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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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特瓶
 警告：請勿使用非專門用於SodaStream氣泡水機的寶特瓶來製作

汽水。1公升與0.5公升的寶特瓶可適用於Source氣泡水機，但1公升
與0.5公升的玻璃瓶則無法適用於Source氣泡水機。

 警告：請勿將寶特瓶暴露在華氏120度（攝氏50度）以上或華氏
34度 （ 攝 氏 1℃） 以 下 的 溫 度 環 境 中 。 請 勿 使 用 洗 碗 機 清 洗
SodaStream寶特瓶。請勿將此瓶放置在熱源旁, 例如您的廚房爐灶。
請勿將此瓶留置於車內。請勿將此瓶置於冰庫中。這樣做會損壞寶特
瓶材質的完整性，並可能導致嚴重的人身傷害。

 警告：如寶特瓶形狀改變，代表瓶身已毀損，請勿使用此瓶。請勿
使用遭劃傷、磨損、變色、或已有任何損壞的瓶子。

 警告：SodaStream 寶特瓶的底部已明確標示有效日期。請勿於有
效日期後使用此瓶。請依照當地回收條款，更換和回收過期的瓶子。

產品操作
 警告 : 請勿於打氣前加入糖漿或進行調味。

 警告 : 請勿於空瓶狀態時進行打氣



故障排除

檢修之前，請先參閱以下的問題與解決方法：

氣泡水機無法打氣泡水：

 氣體可能用完了；請更換鋼瓶。

 鋼瓶可能鬆脫。取下氣泡水瓶，打開並取出背蓋，以便用手可摸到鋼

瓶並鎖緊鋼瓶。請勿使用工具。用力旋轉但不用鎖緊過度。如果鋼瓶

已旋緊定位，則可能是氣體用完了。請換上充滿氣體的鋼瓶。 

 檢查氣泡水瓶是否已裝水至滿水線。

 確定氣泡水機是否直立放置。

無法拉動水瓶置放處：

 確定啟動主體是否完全朝上。

 朝自己方向用力拉動水瓶置放處。

無法將氣泡水瓶裝入彈簧鎖：

 確定啟動主體是否完全朝上。

 朝自己方向拉動水瓶置放處，直到其卡入完全朝前位置。將水瓶裝入

彈簧鎖。用力往上來回推動水瓶，直到鎖定。

聽到氣泡水瓶中有氣體漏出的聲音：

 氣泡水瓶可能沒有正確裝好。讓氣泡水機完成打氣泡的程序，然後再

取下水瓶重新接回。請依照「製作氣泡」一節的說明操作。

 • 在打氣泡程序結束時，聽到微量的氣體釋放聲音是正常現象。

想要對已製作氣泡水的飲品再打氣泡：

 警告：基於安全，切勿對已調味的飲品再次製作氣泡水。只有純水

或沒有加料的氣泡水才能再次打氣泡。

氣泡水機在完成打氣泡水的程序之後繼續釋放氣體：

 警告：請勿取下鋼瓶或水瓶。請讓氣泡水機保持在垂直位置。請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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碰觸它，直到沒有聽到氣泡釋出的聲音為止。當氣泡水機不再釋放氣 

體時，取出氣泡水瓶，然後聯繫當地 SodaStream 客戶服務中心。 

 危險：二氧化碳洩漏可導致二氧化碳中毒。萬一二氧化碳洩漏，請

對洩漏區通風換氣，如果感到不適，應立即就醫。 

將新的鋼瓶裝入氣泡水機後聽到漏氣聲：

 將鋼瓶進一步鎖緊至固定座內。請勿使用工具。

製作的氣泡量不佳：

 警告：請勿對加入糖漿後的飲品再次打氣泡。

 如果尚未添加任何糖漿風味，可再次打氣泡至較多的氣泡量。

 使用冰水製作氣泡水。

 如果製作的氣泡量不佳，可能是氣體用完了。此時請更換鋼瓶。

製作氣泡水時，水從氣泡水瓶中溢出：

 檢查氣泡水瓶內的水量未超出滿水線。

 確認氣泡水瓶是否穩固安裝在彈簧鎖內。可慢慢拉動水瓶底部來檢

查。如果感覺水瓶鬆脫，請取出水瓶重新裝入。

氣泡水沒什麼味道：

 只要添加想要品嘗的糖漿即可！

 警告：請勿對加入糖漿後的飲品再次打氣泡。

製作氣泡水時，水中出現小冰塊：

 以非常低溫的水製作氣泡水時，可能會發生這種情況，這是正常現

象，不用擔心。冰塊會快速溶解，讓您享受沁涼無比的飲料！

還 有 其 他 問 題 ？ 請 前 往 www.sodastream.com 網 站 ， 然 後 點 選

「Select your country」(選擇您所在的國家或地區)，即可找到當地 

SodaStream 客戶支援團隊的聯絡詳細資料。



保固期間

良好的保養可確保氣泡水機處於良好狀態。SodaStream 保證依本有限

保固所規定的條款，本氣泡水機在正常使用狀態下發生故障時保證免費
維修，保固期限為本產品購買日期起十二 (12) 個月。  

建議您前往 www.sodastream.com，然後點選「Select your country」

(選擇您所在的國家或地區)，完成產品註冊部分，或者寄回氣泡水機隨

附的產品註冊卡。 

如果氣泡水機在 12 個月的保固期內故障，且經我們判定問題與工料瑕疵
有 關 ， SodaStream 將 自 行 決 定 進 行 免 費 維 修 或 免 費 更 換 。 

SodaStream 可能會以整新品更換氣泡水機，如果所購買的產品型號已

不再生產，則可能改以功能相等的產品取代。恕不提供退款。本有限保

固適用於購買 SodaStream 氣泡水機作為個人使用或家用的客戶。

本保固不涵蓋以下項目：

• 濫用、誤用或改裝氣泡水機或商業使用；

• 以非純水製作氣泡水所造成的損壞；

• 正常磨耗 (如褪色)；

• 交由非 SodaStream 授權維修中心改裝、拆解或維修本氣泡水機所導

致的產品故障； 

• 以 SodaStream 規定之氣泡水機用途之外的方式 使用鋼瓶或氣泡水瓶

所導致的損壞；

• 因搭配轉接閥使用氣泡水機所導致的損壞； 

• 因使用過期氣泡水瓶所導致的損壞；

• 因意外、運送或其他非正常家用之用途所導致的損壞；

• 氣泡水瓶和鋼瓶；

• 氣泡水機內的電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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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aStream 對於意外或衍生性損壞概不負責。根據本保固的條款進行

維修或更換是消費者僅有的補償。如本保固與當地法律有所出入，本保

固應修訂以符合當地法規。您可能擁有其他權利，這會隨各地法律的規

定而異。本保固提供給消費者的權益，會另外加上法律對本氣泡水機所

制定的其他權利和補償。

申請保固服務

如 果 您 的 氣 泡 水 機 需 要 進 行 保 固 維 修 ， 請 透 過 我 們 的 網 站  

(www.sodastream.com) 並點選「Select your country」(選擇您所在的

國家或地區)，聯絡 SodaStream 客戶服務。SodaStream 專員會為您說

明 ， 如 何 安 排 氣 泡 水 機 運 送 至 授 權 維 修 中 心 (運 費 需 自 付 )。 只 有 

SodaStream 或其代理商提供氣泡水機的保固維修或服務。交由第三方

進行維修，將使保固失效。

保固外服務

如果 SodaStream 或其授權代理商判定故障或損壞不在保固範圍內，

SodaStream 只會以付費方式進行氣泡水機的維修。 

準據法

任何及所有索賠、申訴、要求裁決或因本氣泡水機所產生的法律訴訟，

均應以 SodaStream 氣泡水機購買所在國家或地區的法律為準據法。

更換電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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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aStream 二氧化碳鋼瓶以許可使用方式提供給您。透過許可使用的

方 式 ， 當 氣 體 用 完 的 時 候 ， 只 需 支 付 氣 體 填 充 的 費 用 ， 就 可 以 向 

SodaStream 授權經銷商換購一支充滿氣的鋼瓶。

請按照「組裝 SOURCE™」章節的說明更換鋼瓶。  

如 需 當 地 附 近 經 銷 商 的 名 單 及 訂 購 資 訊 ， 請 前 往 我 們 的 網 站 

(www.sodastream.com)，然後點選「Select your country」(選擇您所

在的國家或地區)。

規格

機器規格：
最大工作壓力：145 PSI/10 bar

最大操作溫度：104°F/40°C

水瓶容量：最高 33.8 fl. oz (1.0 公升)

SODASTREAM 是 SodaStream International Ltd. 或其關係公司的註冊

商標。

更換電池

如果供電給 LED 指示燈的電池需要更換，請聯絡當地 SodaStream 客戶

服務中心以取得更換方式的詳情。請勿自行更換 SOURCE™ 的電池。

SODASTREAM 鋼瓶

本氣泡水機設計為搭配原廠 SodaStream 鋼瓶使用。禁止使用其他二氧

化碳鋼瓶，這類鋼瓶不適用於本 SodaStream 氣泡水機。因使用非 

SodaStream 鋼 瓶 所 導 致 的 損 壞 不 在 保 固 範 圍 內 。 您 可 以 向  

SodaStream 授權經銷商購買鋼瓶。

SODASTREAM 氣泡水瓶

本氣泡水機設計為搭配專屬的 SodaStream 氣泡水瓶使用。因使用規定 

SodaStream 氣泡水瓶以外的水瓶所導致的損壞不在保固範圍內。

每次使用前，請務必檢查氣泡水瓶上的使用期限。氣泡水瓶如過期，請

更換新的水瓶。請遵守當地回收法律，回收過期氣泡水瓶。

產品廢棄說明 

本產品採用回收材質包裝。請聯繫當地經銷商進一步瞭解回收資訊。

換購鋼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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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탄산가스 LED 표시기 

탄산 제조 블록 

스냅락 용기 장치 

용기 받침 탭 

탄산 주입구  

바닥 

뒷커버 

시럽 

®SODASTREAM  CO2
1실린더

재사용이 

가능한 BPA프리 
2탄산수 전용병

®SODASTREAM  SOURCE™

탄산수 제조기

본 패키지에는 소다스트림 SOURCE™ 탄산수 제조기, 소다스트림 CO  실2

린더, BPA 프리 탄산수 전용병이 들어 있습니다. 시럽 샘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60L 소다스트림CO  실린더(라이센스).  실린더를 다 쓴 후에는 가스 가격만 지불하면 60L 소다스2

트림 실린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탄산의 양과 탄산수 제조기 종류에 따라 60L 실린더로 최

대 60L의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2  용기의 실제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한 탄산수 전용 용기가 포함될 수 있는

데, 이때는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1.�  SOURCE™ 탄산수 제조기를 똑바로 세운 상태로 평평하고 튼튼한 바닥

에 놓습니다. 검지손가락을 구멍에 넣고 뒷커버를 잡아 탄산수 제조기본

체에서 잡아 당겨서 뒷커버를 분리합니다. 뒷커버를 한 쪽에 치워 둡니다.

2.  CO  실린더의 밀봉과 뚜껑을 제거합니다. 탄산수 제조기를 앞쪽으로 기2

울여 밑면의 구멍을 통과하여 위쪽으로 탄산 헤드를 향해 CO2 실린더를 

집어 넣습니다.

3.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천천히 압력을 가하면서 CO2 실린더를 오른쪽

으로 돌립니다. 연장을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만 조여 주십시오.

4.  탄산수 제조기를 다시 똑바로 세웁니다. 커버를 몸쪽으로 기울여 뒷커버 

하부에 있는 홈을 탄산수 제조기 밑면의 후면에 있는 세로 탭에 끼운 후, 커

버를 제 위치로 눌러 뒷커버를 다시 끼웁니다. 이제 맛있는 탄산을 만들 준

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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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실린더�조립�방법



1.� 탄산수를 만들기 전에, 탄산수 전용 용기의 채움선까지 찬물로 채웁니다. 2.�탄산수 전용 용기를 삽입하려면 탄산 주입 블록을 위쪽으로 세우고 용기 

받침 탭을 딸깍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사용자 쪽으로 잡아 당기십시오. 탄

산 주입구를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탄산수 전용 용기의 입구를 스냅락 잠

금에 집어 넣습니다. 용기를 위로 충분히 밀어 올립니다. 용기가 스냅락 

장치에 붙들려 수직으로 고정됩니다.

채움선

3rd

2nd

1st

올바르게 조립하였

다면 전용병과 바닥 

사이에 공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백

이 없다면 제조하지 

마십시오. 물이 넘쳐 

흐를 수 있습니다.

탄산�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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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받침 탭 



3.�탄산 제조 블록을 세게 눌렀다가 1~2초 후 풀어줍니다. 탄산 제조 블록이 

원래대로 올바른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후, 더 강한 탄산을 원할 경

우 이를 반복합니다. ('탄산의 양’ 참고)

4.원하는 수준의 탄산이 만들어졌으면 사용자 쪽으로 탄산 제조 용기를 잡아

당겨 스냅락 잠금에서 해제합니다. 이제 탄산수를 즐기세요!

아주 차가운 물로 탄산수를 제조

할 때 ‘흰 덩어리’가 생길 수 있습

니다. 이것은 결빙 현상, 즉 물이 

순간적으로 얼어서 알갱이가 된 

것으로 매우 자연적인 현상입니

다. 결빙 현상 발생시, 탄산 제조 

블록을 알갱이가 없어질 때까지 

짧게 여러 번 누르십시오. 알갱

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물

에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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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생성



입맛대로�만들어�드세요!

소다스트림�캡: 탄산수가 제조된 후, 소다스트림 캡을 탄산수 전용 용기 위에 
놓고 아래로 꽉 누릅니다. 누르는 즉시 시럽이 나와서 녹습니다. 빈 소다스트
림 캡은 빼서 재활용합니다. 탄산수를 맛있게 드십시오. 용기 뚜껑으로 꽉 조
여두면 나중에 마실 수도 있습니다.

시럽�병:�탄산수가 제조된 후, 탄산수 전용 용기를 비스듬히 잡고 원하는 시럽
을 병에 넣어줍니다. 용기 뚜껑으로 꽉 잠근 후 천천히 흔들어서 섞어 줍니다. 
이제 탄산수를 드십시오!

부드러운 탄산 – 탄산 제조 블록을 눌렀다가 첫 번째 탄산 LED 표시기에 불이 
켜질 때까지 1~2초 정도 후 떼고 블록이 원래대로 완전히 위를 향한 모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적당한 탄산 – 부드러운 탄산의 절차를 따르고 두 번째 탄산 LED 표시기에 불
이 켜질 때까지 반복한 후 풀어줍니다. 누르는 사이에 탄산 제조 블록이 원래
대로 위로 향한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강한 탄산– 적당한 탄산의 절차를 따르고 3개의 탄산 LED 표시기 모두에 불
이 켜질 때까지 3회 반복합니다. 누르는 사이에 탄산 제조 블록이 원래대로 
위로 향한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강한�탄산

적당한�탄산

부드러운�탄산�

탄산의�양

탄산을 최대로 만들고 싶으면 찬물을 사용하십시오.

소다스트림 캡 시럽 병 즐겁게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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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 제조기를 작동하기 전에 사용법과 주의 지침, 중요한 안전 정보를 
모두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안전�조치
 경고: 사용 중인 탄산수 전용 용기에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표시가 없

는 경우 절대로 식기세척기에 넣지 마십시오. 열이나 심한 냉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고:�탄산수 제조기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용기 이외의 병을 탄산수로 
만들지 마십시오. SOURCE™ 탄산수 제조기는 모든 1L 소다스트림 탄산
수 전용 용기와 'Source'라고 표시된 0.5L 탄산 제조 용기를 사용하도록 고
안되었습니다. 소다스트림 탄산수 전용 유리병과 'Source' 표시가 없는 
0.5L 병은 SOURCE™ 탄산수 제조기와 호환되지 않으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탄산수 제조기를 사용할 때는 어른이 가까이에서 지켜보십시오.

일반�경고:
 위험: 탄산수 제조기를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반드시 올바른  위치에서 탄산수 제조기를 사용하십시오.
 경고: 탄산수 제조기를 탄산수 제조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탄산수 제조기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와 제품 손상을 일
으킬 수 있습니다.

 경고: 열과 떨어져서 평평하고 안정된 표면 위에서 탄산수 제조기를 사
용하십시오. 탄산수 제조기를 뜨거운 표면(오븐 선반 등)에 올려두지 말고 
절대로 화염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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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침
본�설명문을�보관하고�나중에�사용하는�사람들에게
제공하십시오.

 경고: 빈 병으로 탄산을 만들지 마십시오.
 탄산수 제조기를 작동하기 전에 반드시 탄산수 전용 용기를 준비하십시오.
 탄산수 제조 중에는 절대로 탄산수 제조기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탄산수 제조 중에는 절대로 탄산수 전용 용기를 치우지 마십시오.
 부상이나 제품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서비스 또는 수리는 소다스

트림 공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CO �실린더2

 위험:�CO 가 새면 이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O 가 샜다2 2

면, 해당 공간을 환기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몸이 좋지 않은 기분
이 들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경고: 사용하기 전에 실린더가 찌그러졌거나 구멍이 뚫렸거나 기타 손
상이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찌그러진 경우 실린더를 사용하
지 말고 소다스트림 공인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십시오.

 경고: 실린더를 잘못 취급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실린더는 사용 직후에 굉장히 차가워지므로 꺼낼 때 주의하십시

오.
 실린더는 항상 열과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실린더를 넣은 채로 탄산수 제조기를 옮기지 마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실린더를 변형시키지 마십시오.
 실린더에 구멍을 뚫거나 소각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실린더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CO₂ 충전 중에 실린더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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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제조�용기
 경고: 탄산수 제조기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용기 이외의 용기에 탄산을 제

조하지 마십시오. SOURCE™ 탄산수 제조기는 모든 1L 소다스트림 탄산
수 전용 용기와 'Source'라고 표시된 0.5L 탄산 제조 용기를 사용하도록 고안
되었습니다. 소다스트림 탄산수 전용 유리병과 'Source' 표시가 없는 0.5L
병은 SOURCE™ 탄산수 제조기와 호환되지 않으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소다스트림 탄산수 전용 용기에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표시가 붙
0 0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식기세척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120 F(49 C) 이상

0 0의 열 또는 34 F(1 C) 이하의 심한 냉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뜨거
운 물로 헹구지 마십시오. 오븐 선반과 같이 뜨거운 물체 옆에 용기를 두지 마
십시오. 용기를 차에 두고 내리지 마십시오. 용기를 냉동고에 두지 마십시
오. 이를 어기고 탄산수 전용 용기의 사용법을 엄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탄산수 전용 용기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용기가 손상되었다
는 뜻이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긁힌 자국이 있거나 마모되었거나 색이 변했
거나 어떤 식으로든 손상된 탄산수 전용 용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소다스트림 탄산수 전용 용기의 유통기한은 용기 바닥 근처에 뚜렷
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
통기한이 지난 용기는 각국의 재활용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탄산수 전용 용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씻어 주십
시오.

탄산수�제조
 경고:�탄산수 제조기로 맹물 외에 다른 용액을 탄산수로 제조하지 마십시

오. 시럽 첨가는 탄산 제조 과정 이후에만 하십시오.
 경고:�빈 병으로 탄산을 만들지 마십시오.

탄산수�제조기
 절대로 마모성 클렌저나 날카로운 도구로 제품을 닦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부드러운 천을 적셔서 중성 비누액으로 부드럽게 닦아 줍니다.

 물이 넘치면 빨리 닦아서 바닥이 젖지 않게 하십시오.

 물에 담그거나 식기세척기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탄산수 제조기

가 심하게 손상됩니다.

 탄산수 제조기를 열에 가까이 두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전용�용기
안전�지침
 경고:�'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표시가 없는 소다스트림 탄산수 전용 용

기는 식기세척기에 넣지 마십시오. 실수로 식기세척기에서 세척한 탄산

수 전용 용기는 사용하지 말고 그냥 버리십시오. 식기세척기에서 세척한 

용기, 긁히거나 닳거나 색이 변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손상된 용기를 사용

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탄산수 전용 용기를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절대로 뜨거운 물로 

헹구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중성 비누액이나 세척용 세제를 이용하여 

솔이 부드러운 브러시로 닦아 주십시오.

 모든 소다스트림 탄산수 전용 용기는 겉면에 유통기한이 인쇄되어 있습니

다. 유통기한이 지난 용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다스트림 제품의 판매처라면 어디든지 소다스트림 탄산수 전용 용기를 

교환해 드립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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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서비스 요청을 하기 전에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와 해결책 목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산수�제조기로��탄산이�제조되지�않는�경우:�
 가스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실린더를 교환하십시오.
 실린더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탄산수 전용 용기를 치우고 탄산 제조 블록이 

위로 향한 채 SOURCE™탄산수 제조기를 내려놓고 손으로 실린더를 다시 조입
니다. 연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단한 힘을 주되 과도하게 조이지는 마십시
오. 만약 압력이 안 걸린다면 빈 것일 수 있으니 실린더를 교환하십시오.

 탄산수 전용 용기의 채움선까지 물이 채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탄산수 제조기가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용기�받침�탭을�당길�수�없는�경우:
 탄산 제조 블록이 완전히 위를 향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용기 받침 탭을 사용자 쪽으로 확실하게 잡아당기십시오.
탄산수�전용�용기를�스냅락에�삽입할�수�없는�경우:
 탄산 제조 블록이 완전히 위를 향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용기 받침 탭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사용자 쪽으로 잡아당기십시오. 스냅락

에 용기를 삽입하십시오. 용기가 잠길 때까지 위로 꽉 미십시오.
탄산수�전용�용기에서�가스�새는�소리가�들리는�경우:
 탄산수 전용 용기가 올바로 부착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탄산 제조 과정이 끝

날 때까지 내버려 둔 후에 용기를 탈착하고 다시 연결하십시오. '탄산 생성'에 나
온 안내대로 하십시오.

 탄산 제조 과정의 마지막에 가스가 소량 방출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미�탄산을�만든�음료수에�다시�탄산을�제조하길�원하는�경우:
 경고: 안전을 위해 시럽을 넣은 후에는 절대로 다시 탄산을 넣지 마십시오.

시럽을 첨가하지 않은 탄산수에만 다시 탄산을 넣을 수 있습니다.
탄산�제조가�끝난�후에도�탄산수�제조기가�계속�가스를�방출하는�경우:
   경고: 실린더나 용기를 치우지 마십시오. 탄산수 제조기를 똑바로 세워 두

십시오. 가스 새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까지 만지지 마십시오. 탄산수 

제조기에서 더 이상 가스가 방출되지 않으면 탄산수 전용 용기를 치우고 현지 소
다스트림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위험:�CO 가 새면 이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O2가 샜다면,2

해당 공간을 환기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몸이 좋지 않은 기분이 들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탄산수�제조기에�새�실린더를�설치한�후�가스�새는�소리가�들리는�경우:
 탄산주입기를 장치에 맞게 꽉 조입니다. 연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탄산�제조력이�약해진�경우:
 경고:�시럽을 첨가한 후에는 다시 탄산을 제조하지 마십시오.
 시럽을 첨가하기 전에는 다시 탄산 제조를 통해 탄산의 양을 높여도 됩니다.
 차가운 물로 탄산을 제조하십시오.
 그래도 탄산 제조력이 약하면 가스가 부족한 탓일 수 있습니다. 실린더를 교환

하십시오.
탄산�제조�도중에�탄산수�전용�용기에서�물이�넘치는�경우:
 탄산수 전용 용기의 채움선 바로 아래까지 물이 채워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탄산수 전용 용기가 스냅락으로 단단히 잠겼는지 점검하십시오. 용기 바닥을 조

심스럽게 잡아당겨 확인하십시오. 헐거운 느낌이 들면 빼고 다시 삽입하십시오.
제조한�탄산수의�맛이�별로인�경우:�
 시럽을 더 첨가해 보세요!
 경고:�시럽을 첨가한 후에는 다시 탄산을 제조하지 마십시오.
탄산�제조�중�물�속에�작은�얼음�덩어리가�보이는�경우:
 차가운 물로 탄산수를 제조할 때 ‘얼음 알갱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빙 

현상, 즉 물이 순간적으로 얼어서 알갱이가 된 것으로 매우 자연적인 현상입니
다.

 결빙 현상 발생시, 탄산 제조 블록을 알갱이가 없어질 때까지 짧게 여러 번 누르
십시오. 알갱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물에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도�문제가�해결되지�않았습니까?�www.sodastream.com에�가서�'국가�선택
'을�눌러�현지�소다스트림�고객�지원팀의�연락처를�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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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스트림�제한�보증
탄산수 제조기를 양호한 상태로 배송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
다. 소다스트림은 본 보증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24개월 동안 
가정에서 일반 용도로 사용했을 때 작동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www.sodastream.com에서 ‘국가 선택’을 선택하고 제품 등록 항목을 완료
하여 탄산수 제조기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탄산수 제조기와 함께 제공
된 제품 등록 엽서를 우편으로 보내서 등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구입하신 탄산수 제조기가 보증기간에 해당되는 12개월 안에 고장날 경우, 
해당 문제는 잘못된 제조 혹은 부품에 있다고 판단하고 소다스트림이 본사
의 판단에 따라 무료로 수리 또는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소다스트림은 고객
의 탄산수 제조기를 수리해서 돌려드리거나, 또는 구입한 모델이 더 이상 사
용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교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환불해 드리지
는 않습니다. 본 품질 보증은 개인이나 가족 혹은 가정에서 사용할 용도로 매
장에서 소다스트림 탄산수 제조기를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내용은�보증�내용에�포함되지�않습니다.
 탄산수 제조기의 악용, 오용, 변경 또는 상업적 사용
 물 이외 다른 용액에 탄산을 제조하다가 발생한 손상
 정상적인 마모(변색 등)
 공인 소다스트림 서비스 센터가 아닌 제 3자가 수행한 전체적 또는  부분적

인 탄산수 제조기의 변경이나 분해, 또는 수리로 인한 제품 오작동 
 소다스트림이 탄산수 제조기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실린더나 탄산수 전용 

용기 외의 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 
 탄산수 제조기를 어댑터 밸브와 함께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 
 유통기한이 지난 탄산수 전용 용기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사고, 배송, 혹은 정상적인 가정용 사용이 아닌 다른 모든 일로 인한 손상
 탄산수 전용 용기와 실린더 

소다스트림은 사고나 그로 인한 손상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유일한 
배타적 수리는 본 보증의 조건에 따른 수리 또는 교환으로 국한됩니다. 이 보
증이 현지법과 불일치할 경우, 보증을 현지 법률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간
주해야 합니다. 이 보증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편익은 탄산수 제조기 관
련법에 의해 제공하는 다른 권리 및 수리와 구별되는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보증�서비스를�받으려면
사용 중인 탄산수 제조기의 보증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본사 웹사이트
(www.sodastream.com)를 방문해서 '국가 선택'을 통해 현지 소다스트림 고
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소다스트림 대리인이 귀하의 비용으로 탄산수 
제조기를 본사의 공인 서비스 센터로 배송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다스트림 또는 소다스트림의 판매대리점만 탄산수 제조기의 
보증 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제 3자가 수리를 실시하
면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보증�외�서비스
소다스트림 또는 소다스트림의 공인 대리인이 보증 범위를 벗어난 오작동 
내지 손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소다스트림은 정해진 수리 비용을 받고 탄산
수 제조기를 수리합니다

준거법�
구매자의 탄산수 제조기와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었든 이에 관한 판결이나 
법적 조치에 대한 모든 청구, 불만, 요구는 소다스트림 탄산수 제조기를 구매
한 국가의 현지법의 지배를 받으며 이에 따라 해석됩니다. 



배터리�교체
LED 조명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경우, 현지 소다스트림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서 교체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사용자가

SOURCE™에서 직접 배터리를 꺼내지 마십시오.

소다스트림�실린더
탄산수 제조기는 정품 소다스트림 실린더로 작동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다른 CO2 실린더를 사용하면 소다스트림 탄산수 제조기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다스트림 실린더 외의 실린더를 사용하

여 발생한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실린더 교환은 공인 소다스트림 매

장에서 가능합니다.

소다스트림�탄산수�전용�용기
탄산수 제조기는 소다스트림 탄산수 전용 용기에서 작동하도록 고안되었습

니다. 소다스트림 탄산수 전용 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손상은 보

증 대상이 아닙니다.

각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탄산수 전용 용기에 명기된 유통기한을 확인하십

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탄산수 전용 용기는 새 것으로 교환하십시오. 유통기

한이 지난 탄산수 전용 용기는 각국의 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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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스트림 실린더 교체는 라이센스에 따라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라이센

스는 소다스트림에서 승인한 현지 소매업자에게서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

니 다 . 지 역  소 매 업 자  목 록 이 나  주 문  안 내 는  웹 사 이 트

(www.sodastream.com)를 방문해서 '국가 선택'을 통해 소다스트림 고객 서

비스에 문의하십시오.

규격
기계�등급:
최대 작동 압력: 145 PSI/10 bar

최대 허용 작동 온도: 104°F/40°C

용기 용량: 최대 33.8 fl. oz(1.0리터)

소다스트림은 SodaStream International Ltd 또는 그 자회사의 등록 상표입

니다.

실린더�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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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KOMO PTE LTD
65 UBI ROAD 1
#01-93 Oxley BizHub, Singapore 408729 
Tel: +65 6909-1002, www.sodastream.sg

KOREA:
(주)밀텍산업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1504
Phone: 02-556-5324
www.sodastream.kr

TAIWAN:
進⼝商:�恆隆⾏貿易股份有限公司
進⼝商地址:�台北市內湖區洲⼦街88號7樓
消費者服務專線:�0800-251-209�
消費者維修專線:�0800-251-015
恆隆⾏網站�www.hlh.com.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