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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CHNICAL  DATA. 
제원

D

H

W

5,200 (600*2+4000) 6,800 (600*3+5000)

13 (0.5*2+12) 16.5 (0.5*3+15)



2. 
COMPONENT IDENTIFICATION. 
각부 명칭

1. 3 – position switch

• “    “ 그룹헤드 전원이 켜지고 물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LED (2)가 켜집니다. 커피추출 가능

• “    “ 스팀, 온수 보일러 기능이 작동되고 LED (3)가 켜집니다

• “    “ 컵 워머가 작동되며 LED (4)가 켜집니다. 

5. Steam tap 스팀밸브

6. Steam nozzle 스팀 노즐

7. Hot water nozzle 온수 추출구

8. Boiler pressure gauge 스팀 압력 게이지

9. Pump pressure gauge 추출 압력 게이지

10. Cup heating plate 컵 워머

11. Drip tray with grille 배수받침대

12. Filter holder 포터필터

13. Coffee unit 그룹헤드

14. Push button panel 푸시 버튼

15. Display 디스플레이



3.
FIRST STARTING. 
기계 사용 방법

3.1 기계 최초 연결시

최초 기계 연결 시 전원 연결 후 주 전원 스위치를 1단에 놓으면 OFF 상태입니다.

좌측 2 Espresso버튼을 누르면 머신이 켜지고 급수가 됩니다.

처음 급수 시 급수 시간이 길어져 급수제한시간(120초)을 넘겨 급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급수 중단 시 주 전원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1단에 놓습니다.

3.2 기계 전원 공급

가) 주 전원 스위치를 1단에 놓습니다.

나) 모터펌프 동작이 끝나면(보일러 급수가 완료되면) 스위치를 2단으로 돌려 놓습니다.

다) 예열시간 약20분 정도 기다린 후 보일러 압력게이지가 1Bar 이상이 되면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OFF 상태 - 머신의 모든 전원이 OFF된 상태

1단 전원 - 그룹헤드 전원(커피추출보일러만 히팅, 커피추출만 가능)

2단 전원 - 스팀, 온수 보일러 전원(스팀보일러까지 히팅, 스팀 사용 가능)

3단 전원 - 컵워머 전원(국내에서는 컵워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3 추출량 및 기계 설정 방법

A B C D E

F

• 버튼 설명

A버튼 : + ,  B버튼 : - ,  C버튼 : ⏎ ,  F버튼 : 다음 / 1그룹 (왼쪽) 에서 설정

[ 바리스타 모드 설정 방법 ]

머신이 켜진 상태의 대기상태에서 ‘F버튼’을 약 5초정도 누르면 바리스타 설정모드로 들어갑니다.
17 : 29

VIBIEMME

Closed on
Sun

Programming
Select within 30s

Liters
0

On               Off
09 : 00          21 : 00

Counters

Clock adjust

Auto On / Off
YES / NO

Set clock        MON
24/03/14        17:29

Service
0

Total Coffee
003912

Espresso
Gr . 1 :           686

Coffee
Gr . 1 :           33

2 Espresso
Gr . 1 :          373

물량 셋팅 버튼(A, B, C, D)의 추출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 : ‘A버튼’을 누른 후 원하는 양이 추출되었을 때 ‘A버튼’을 다시 누르면 저장됩니다.

휴무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 설정 시 해당 요일에는 자동 On/Off 영향을 받지 않고
켜지지 않습니다. ex) sun 설정 시 일요일은 Auto On 시간이 되어도 켜지지 않음

버튼별 사용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버튼'을 누르면 4.1~4.15 열람 가능하며, 'F버튼'을 누르면 바리스타 설정모드가 종료됩니다

사용한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서비스 알림을 받을 추출 횟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커피 추출 총 횟수입니다.

그룹1 의 ‘A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그룹1 의 ‘B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그룹1 의 ‘C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날짜와 시간 설정. ‘C버튼’ 을 눌러 설정화면 (2.1) 으로 들어갑니다.
‘F버튼’을 누르면 4.0으로 넘어갑니다.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A버튼 : + , B버튼 : - , F버튼 : 다음 )

머신 자동 On/Off 설정 ‘활성화 /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시 3.1~3.2 설정 / 비활성화 시 4.0로 넘어갑니다.

머신이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버튼 : + , B버튼 : - , F버튼 : 다음)

0.0

1.0

2.0

2.1

3.0

3.1

3.2

4.0

4.1

4.2

4.3

4.4

4.5

4.6



2 Coffee
Gr . 1:             20

2 Coffee
Gr . 2:             14

Tea
Gr . 1:             75

Continuous
Gr . 2:           650

2 Espresso
Gr . 2:            149

Tea
Gr . 2:             73

Continuous
Gr . 1:          1522

Coffee
Gr . 2:             27

Espresso
Gr . 2:            438

‘그룹1’의 ‘D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그룹1’의 ‘E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4.3 Total Coffee의 추출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룹2’의 ‘D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그룹2’의 ‘E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4.3 Total Coffee의 추출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룹2’의 ‘F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그룹1’의 ‘F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그룹2’의 ‘A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그룹2’의 ‘B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그룹2’의 ‘C버튼’으로 추출한 횟수입니다.

[ 엔지니어 모드 설정 방법 ]

13 : 38
OFF

Continuous key
ENABLED/DISABLED

Language
ENGLISH

PreBrewing
ENABLED/DISABLED

Doses Setting
ENABLED/DISABLED

Mixed Tea Water
YES/NO

Name
VIBIEMME

Keyboard type
Esp Caf 2Es 2Caf

Service Phone

Prebrew.ON sec
Espresso            1.0

언어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수동 추출 버튼(F버튼)을 ‘활성화 /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A, B버튼’으로 설정)

온수 사용시 펌프 동작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B버튼’으로 설정)

프리 인퓨전을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A, B버튼’으로 설정)

프리 인퓨전 활성화 시 설정해야 할 프리 인퓨전 On/Off 설정 화면입니다.
Espresso버튼 (A버튼)의 On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대기화면의 이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A, B버튼'으로 글자 설정, 'C버튼'으로 다음 글자)

서비스 번호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A,B버튼'으로 숫자 설정, 'C버튼‘ 으로 다음 숫자)

푸시버튼 패널의 유형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정하는 값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바리스타 설정모드] 를 ‘활성화 /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A,B버튼’으로 설정, ‘비활성화’시 [바리스타 설정모드] 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F버튼’을 누른 상태로 ‘C버튼’을 눌러 OFF 모드로 들어갑니다
OFF 상태에서 ‘F버튼’을 약 10초 정도 눌러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4.7

4.8

4.9

4.10

4.11

4.12

4.13

4.14

4.15



Prebrew.ON sec
Coffee                1.0

Prebrew.OFF sec
2Coffee              2.0

Prebrew.ON sec
2Espresso               1.0

Service Cycles
0

Prebrew.OFF sec
2Espresso             2.0

ProbeSensitivity
MID

Prebrew.ON sec
2Coffee                1.0

Prebrew.OFF sec
Coffee                2.0

Prebrew.OFF sec
Espresso              2.0

프리인퓨전 활성화시 설정해야 할 프리인퓨전 On/Off 설정 화면입니다.
Coffee버튼(B버튼)의 On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프리인퓨전 활성화시 설정해야 할 프리인퓨전 On/Off 설정 화면입니다.
2Espresso버튼(C버튼)의 On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프리인퓨전 활성화시 설정해야 할 프리인퓨전 On/Off 설정 화면입니다.
2Coffee버튼(D버튼)의 Off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수위 감지 센서 감도(LOW / MID / HIGH) 설정, ‘A,B버튼’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LOW : 150kWΩ / MID : 400kWΩ / HIGH : 1MWΩ)

수행할 수 있는 사이클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0 : 기능 동작 하지 않음, 100~99000 : 100단위로 설정 가능

프리인퓨전 활성화시 설정해야 할 프리인퓨전 On/Off 설정 화면입니다.
2Coffee버튼(D버튼)의 On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프리인퓨전 활성화시 설정해야 할 프리인퓨전 On/Off 설정 화면입니다.
Espresso버튼(A버튼)의 Off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프리인퓨전 활성화시 설정해야 할 프리인퓨전 On/Off 설정 화면입니다.
Coffee버튼(B버튼)의 Off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프리인퓨전 활성화시 설정해야 할 프리인퓨전 On/Off 설정 화면입니다.
2Espresso버튼(C버튼)의 Off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Temperature

℃ / ℉

N. Group
2

Temperature Gr.1

92 ℃

kP kI kD
0.3     0.0       0.2

Offset T. Gr. 1
-5 ℃

Temperature Gr.2

92 ℃

PID setting
3 ℃

Offset T. Gr. 2
-5 ℃

FillingUp T-Out
120

Water Filter
0

표시 온도의 단위 (℃ /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B버튼’으로 설정)

에스프레소 머신의 그룹 수를 설정합니다.
제조사에서 정하는 값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첫 번째 그룹헤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B버튼’으로 설정)

두 번째 그룹헤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B버튼’으로 설정)

P.I.D 관련 설정화면입니다
제조사에서 정하는 값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P.I.D 관련 설정화면입니다
제조사에서 정하는 값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첫 번째 그룹헤드의 추출온도 편차 값 입력화면입니다.
제조사에서 정하는 값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그룹헤드의 추출온도 편차 값 입력화면입니다.
제조사에서 정하는 값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모터 펌프 동작시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시간 이상 펌프가 작동될 경우 경고 신호가 표시됩니다.
(기본 시간 설정은 120초이며, 펌프가 과열될 수 있으니 기본값을 초과하지 않는 게 좋음)

필터 교환 주기 설정화면입니다. 0~5000리터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4. 
CLEANING.
커피 머신 점검 및 청소

일일 체크: 

보일러 압력, 펌프 압력, 물의 온도를 체크한다. 

그룹헤드, 필터, 포터필터를 세척한다. 

스팀 노즐 세척, 기계 외부 청소한다. 

주간 체크: 

그룹헤드, 필터를 세제로 청소한다.. 

월간 체크: 

필터의 마모 상태, 가스켓의 마모 상태를 체크한다. 

포터 필터 및 그룹헤드 청소

하루의 작업을 마무리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일 정비가 필요 합니다. 

기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포터필터, 트레이 등 정비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룹헤드에서 포터필터를 분리 합니다. 

2. 그 후 포터필터의 몸체와 필터 사이에 숟가락 손잡이를 지렛대처럼 이용하면서 몸 체에서 필터를

분리합니다. 

3. 필터 몸체 내부를 잘 씻은 다음 블라인드 필터에 2g정도의 약품을 넣어 자동세척기능을 3회 반복

하도록 합니다. 

4. 이 작업을 마친 후 블라인드필터를 다시 빼고 오리지날 필터를 끼우되, 추출 그룹에 끼워 두지는

마십시오. 

외부 청소

1. 매일 저녁 트레이와 트레이 밑에 위치하는 배수용기가 찌꺼기로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 하십시오

2. 스팀을 뽑아주는 노즐은 우유응결 방지와 노즐구멍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번 청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5.
TROUBLE SHOOTING.
사용시 고장원인 및 조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