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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ECHNICAL DATA.
  제원

3



 2. COMPONENT IDENTIFICATION. 
  각부 명칭

  1. 메인 스위치

     ON을 누르면 기계의 전원이 켜지며, (2)의 버튼에 LED가 켜집니다.

     OFF를 누르면 기계의 전원이 차단되며 (2)의 버튼에 LED가 꺼집니다.

  3. 메인 디스플레이

  4. 2nd 디스플레이

  5. 스팀 손잡이

  6. 스팀 노즐

  7. 컵 워머

  8. 접이식 트레이

  9. 트레이

 10. 필터 홀더

 11. 해드 커버

 12. 온수 분사구

 13. 푸시 버튼 패널

 14.  2nd 푸시 버튼 패널

 15. 온수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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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IRST STARTING.  
  기계 전원 공급

   경고 : 첫 번째 기계 시동 작업은 전문 기술자와 공인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메인 밸브를 열어 물을 공급합니다.

    • 메인 전원을 켜서 기계의 전원을 공급합니다.

    • 스위치 (1)을 ON으로 설정합니다. LED (2)가 켜지고 보일러가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경고 : 물이 120초 이내에 채워지지 않으면 기계가 알람에 들어가고 장치의 푸시 버튼에 위치한 LED가 깜박입니다.

    • 보일러가 채워지면, 물이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 디스플레이에 이상적인 온도가 95°C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본 사용자 및 고급 사용자 섹션 참조)

    • 적절한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coffee unit, water tap, steam nozzle 을 몇 번 분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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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ESCRIPTION OF THE DISPLAY CONTROL.
  디스플레이 사용방법

    HOME PAGE (main page)

1. 기본 사용자 프로필 버튼

   버튼(1)을 누르면 기본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2. 고급 사용자 프로필 버튼

   버튼(2)을 누르면 고급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에 액세스 합니다 (비밀 번호 필요).

3. 기술자 버튼

   버튼(3)을 누르면 유자격 기술자용으로 예약된 페이지에 액세스 합니다 (비밀 번호 필요).

4. 버튼 잠금 버튼

   버튼(4)을 누른 채로 기계 버튼을 잠그면 활성화되며, 카운트다운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그 동안 버튼을 누를 위험 없이

   디스플레이를 지울 수 있습니다.

   5. 추출 유닛 on/ off 버튼

   버튼(5)을 누르면 커피 보일러의 절전모드가 활성화되고, 이 시간 동안 커피 보일러 저항기가 꺼집니다.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화면 중심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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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BASIC USER PROFILE BUTTON. 기본 사용자 프로필 버튼

              이 버튼을 통해, 기본 사용자 메뉴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사용자는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변경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설정이 표시됩니다.

     ㄱ. 커피 추출 온도

     ㄴ. 온수 온도

     ㄷ. 카운트 다운 - 추출 시간을 설정합니다.

     ㄹ. 스팀 보일러 압력

     ㅁ. 펌프 압력

     ㅂ. 홈 버튼 - 메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ㅅ. 이 버튼을 통해 컵 워머 기능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A. 컵 워머 온도를 조절합니다.

          B. 컵 워머 활성화 / 비활성화 기능

          C. Info Button -  이 버튼을 통해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몇 초 후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3.4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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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통해 컵 워머 메뉴에 있는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관계 페이지가

       열립니다.

       오른쪽의 화살표 버튼을 통해 컵 워머 온도를 활성화/비활성화하거나 감소/증가시킵니다. 원하는 값에 도달하면 OK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작업을 취소하거나 기본 사용자 메뉴로 돌아가려면 페이지 왼쪽 아래의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4.2 ADVANCED USER PROFILE BUTTON. 고급 사용자 프로필 버튼

                  버튼을 누르면 비밀 번호 요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기본 암호는 "0 0 0 0" 이며, 설정하려면 OK 버튼을 눌러 값을 확인하고 다음 값으로 이동합니다.

     비밀 번호가 “0 0 0 0” 과는 다르며, 값을 설정하려면 화살표와 OK 버튼을 눌러 값을 확인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커피의 온도를 설정합니다.

     b. 온수의 온도를 설정합니다.

     c. 펌프 압력을 확인합니다.

     d. 커피 추출 시간을 설정합니다.

     e. 압력을 설정합니다.

     f. 보일러 압력을 설정합니다.

     g. 컵 워머를 활성화/비활성화 하고 온도를 설정합니다.

     h.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i. 홈버튼 - 메인페이지로 돌아갑니다.

VIBIEMME 1 

OFF          ON 

OK 

70 °C 

VIBIEMME 1 

OK 

 

0 0 0 0  

Enter password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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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메뉴에서 모든 옵션을 탐색하고 설정하려면 오른쪽의 화살표를 사용하고 OK 버튼을 눌러  선택 항목을 확인합니다.

     작업을 취소하거나 기본 고급 사용자 메뉴로 돌아가려면 페이지 왼쪽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a. COFFEE UNIT TEMPERATURE. 커피 온도 설정

         

         PID band

          커피 보일러 가열 요소가 활성화 / 비활성화되는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설정 범위가 1 °C, 보일러 온도가 95 °C로 설정되었을 때, 가열 요소는 94.5 °C 이하로 떨어지면 활성화되고 

          95.5 °C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PID

          PID band의 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Kp, Ki, KD). 일반적으로 이러한 값은 공장 세팅 값으로 변경 하지 않음을

         권장합니다.

         Dispensing temperature

          에스프레소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Temperature offset

          에스프레소 온도를 미세조정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b. TEA WATER TEMPERATURE. 온수 온도 설정

        

P

I

D 

PID 

OK 

PID band 

Dispensing temperature 

VIBIEMME 1 

Tea temperature 

Temperature offset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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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 temperature

          온수 온도를 설정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Temperature off set

          온수 온도를 미세하게 설정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c. PUMP PRESSURE. 펌프 압력 표시

          현재 펌프 압력이 표시됩니다 ( 보기 전용 )

    d. OVER-EXTRACTION COUNTDOWN. 커피 추출 시간 설정

          이 버튼을 통해 추출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 적은 양을 가르킵니다.

          초록색 : 적당한 양을 가르킵니다. 

          빨간색 : 과도한 양을 가르킵니다.

    e. PRE-INFUSION.

          이 버튼을 통해 추출 유형에 대해 사전 주입 시간을 초 단위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f. BOILER. 압력 설정

          이 버튼을 통해 보일러 압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g. CUP HEATING PLATE. 컵워머 기능

          기본 사용자에 대해 설명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 

4 a 

VIBIEMME 1 

1 Long coffee 

2 Long coffees 

1 Short coffee 

OK 

2 Short coffees 

10



   4.3 TECHNICIAN BUTTON. 기술자 버튼

     기술자의 작업만을 다루는 버튼입니다. 액세스 하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비밀 번호 요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기본 비밀번호는 "0 0 0 0" 이며, 비밀 번호를 설정하려면 고급 사용자 파트 설명에 따라 작업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모든 옵션을 탐색하고 설정하려면 오른쪽의 화살표를 사용하고 OK 버튼을 눌러  선택 항목을 확인합니다.

     작업을 취소하거나 기본 기술자 메뉴로 돌아가려면 페이지 왼쪽 아래의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메인 메뉴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을 선택하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a. PROGRAMMINGS.

          프로그래밍 옵션을 누르면 다음을 계속할 수 있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ㄱ. Basic Settings.

           Button locking

              청소 작업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잠그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버튼 잠금 기능, 홈 참조)

           Copyright

              제조자의 신원 (VBMS.r.l.)

           Basic settings reset

              모든 설정을 공장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 경고가 나타납니다).

           Pressure profile enable (DISABLED)

              사용 할 수 없음.

            Language selection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선택 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lock format

              시계 디스플레이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시간-24시간).

Software release 

OK 

Logs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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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and time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or password

              암호 요청을 사용/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여 기술자 메뉴에 액세스 하거나 제조 업체에서 임의로 설정한 암호를 개인화 된

              비밀번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User password

               관리자 비밀 번호에 대해 설명한 것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ㄴ. Advanced Settings.

            Technical parameters 

               이 두가지 옵션에는 일부 전용 하위 메뉴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자는 다음 기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Temperature unit of measure

                        화씨와 섭씨 사이에서 측정 온도 단위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Machine data

                        기계 일련 번호 표시

                 - Technician data

                        승인된 정비사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입력한 데이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스크롤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를 통하여 선택한 텍스트 라인 (예:기술자의 이름 또는 전화 번호)을 선택합니다. 편집할 부분 

                        선택한 후 "abc" 버튼을 누르십시오. "abc" : 새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작업을 마칩니다.

Change password 

Activate password use Administrator password 

correctly deactivated 

OK 

abc 

Q W 

A S 

Z X C V B N M 

D F G H K L J 

E R T Y U I O P 

VIBIEMME 

Andrea Rossi 

+39 xxxxxxxxxxxx 

OK OK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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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user profile

               이 섹션에서는 기술자가 "프로필 선택" 에서 기본 사용자 프로필을 선택하거나 "현재 프로필  변경" 에서 프로필을 변경

               하거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 Select profile

                        기술자가 사전 설정된 프로파일 또는 프로필을 스크롤 하여 원하는 프로필을 선택하고 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프로필이 페이지 맨 위에 표시됩니다.

                  - Change current profile

                         현재 프로필 변경: 기술자가 현재 프로필을 변경하거나 새 기본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프로필을 선택할 때, 변경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모든 내용을 변경했으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새 프로필의 이름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확인하려면 OK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전에 설정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확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작업을 완료하면 프로필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b. LOGS.

          기본 기술자 메뉴에서 Logs옵션을 누르면 다음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Dispensed coffee counters

          이 페이지는 마지막으로 재설정한 커피 추출 잔 수를 표시합니다. 재설정하려면 RESET 버튼을 누르세요. 

         Criticality log

          이 화면에는 기계 구성 요소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목록이 표시됩니다.

         Fault log

          이 화면에는 기계 구성 요소와 관련된 오작동 목록이 표시됩니다.

                         CAUTION: 오작동/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작은 황색의 간헐적인 문제로 통지합니다.

                         WARNING: Basic/ Advanced Menu 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삼각형으로 표시됩니다.

                                        이 기호를 누르면 Malfunctions/ Critical Issues 목록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VIBIEMME 10 

OK 

VIBIEMME 1 

VIBIEMME 4 

VIBIEMME 2 

VIBIEMME 3 

VIBIEMME 2 

User profile 

correctly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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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reset

           위에 설명된 페이지에 표시된 모든 데이터를 재설정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WARNING: 재설정 작업 후에는 "경고"기호가 Basic/Advanced User Menu (기본/고급 사용자 메뉴) 화면에서

                                        취소됩니다.

    c. SOFTWARE RELEASE.

          이 페이지에서 설치된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와 보드 펌웨어를 볼 수 있습니다.

       "Pressure profiles" function (optional)

        기능은 최대 10개의 서로 다른 커피 추출 프로필을 설정 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이 펌프는 최대 압력에서 작동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압력 및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내에 5개의 다른 추출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첫번째 방식에서는 5번째 방식에 도달할 때까지 5bar의 압력을 6초 동안,

        두번째 방식에서는 4초 동안 7bar의 압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앞서 표시한 대로 추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Pressure profiles 은 "고급 사용자" 화면에서 아이콘을 눌러 "고급 사용자" 로부터 설정하거나, "기본 사용자 프로필" 기술

           메뉴에서 "Pressure profiles"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각 기본 사용자 및 각 기계 그룹에 서로 다른 pressure profiles 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o  

reset 

OK 

Display Software: Rel. 1.12 

Board Firmware: Rel. 1.07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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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user                                                     Technical menu

         - 이 경우 "프로필을 선택" 하거나 "현재 프로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Select profile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프로필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Modify current profile

           목록에서 원하는 프로필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Pressure segment 가 나타나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필을 구성하는 5개의 프로그래밍에 액세스 합니다

           화살표를 사용하여 압력 값을 설정한 다음 OK 버튼을 누르고 화살표로 시간을 다시 설정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segment 1

           에서 segment 2로 이동하고 이 작업을 다섯번 째 segment 까지 반복합니다. 다섯개의 segment가 끝나면 수정된 프로필의 

           이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작동하면, 버튼을 누르세요. 확인을 눌러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95.8 90 25 " 1.0 " 

0.8 

Boiler 

0.0 

  
Pump PID 
pressure profiles 

Countdown 
Prebrewing 

Dispensing parameters reset 
Steamer 

OK 

 

OK 

Modify current profile 

Select current profile 

Pressure segments 

5.0 bar    6.0" 

Segment 1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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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추출하는 동안, 사용된 압력 프로필에 설정된 압력과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차트가 표시됩니다.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행들은 세가지 다른 색깔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노란색 : 적은 양을 가르킵니다.

            초록색 : 적당한 양을 가르킵니다. 

            빨간색 : 과도한 양을 가르킵니다.

 

Profile 1 

Pressure profile saving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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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ESCRIPTION OF THE UNIT CONTROLS.
  푸시버튼 사용방법

   각 장치에는 커피를 담을 수 있는 푸시 버튼 패널이 있습니다.

    1. Continuous dispensing/ programming button

      - 버튼(1)을 누르면 분사 노즐 청소가 시작되어 약 2초 동안 물을 배출합니다.

      - 버튼(1)을 두번 연속으로 누르면 연속 커피 분사가 시작되고 관련 LED가 켜집니다.

        분사를 멈추려면 버튼을 다시 누르세요. LED가. 꺼집니다

      -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커피 및 차 양 조절 프로그래밍 모드에 액세스

        했음을 나타내는 상대 LED가 깜박입니다. 모든 장치에서 버튼(2),(3),(4),(5),(6) 중

        하나를 5초 내에 누르면 원하는 양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2. Short coffee dispensing button

       - 버튼(2)을 누르면 상대 LED가 켜집니다. 설정 된 양에 도달하면 분사가 자동으로

         중단되고 LED가 꺼집니다.

    3. Two short coffees dispensing button

       - 버튼(3)을 누르면 상대 LED가 켜집니다. 설정 된 양에 도달하면 분사가 자동으로 중지되고 LED가 꺼집니다.

    4. Long coffee dispensing button

       - 버튼(4)을 누르면 상대 LED가 켜집니다. 설정 된 양에 도달하면 분사가 자동으로 중지되고 LED가 꺼집니다.

    5. Two long coffees dispensing button

       - 버튼(5)을 누르면 상대 LED가 켜집니다. 설정 된 양에 도달하면 분사가 자동으로 중지되고 LED가 꺼집니다.

    6. Tea dispensing button

     
       - 버튼(6)을 누르면 상대 LED가 켜집니다. 설정 된 양에 도달하면 분사가 자동으로 중지되고 LED가 꺼집니다.

6 

5 4 1 3 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