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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CHNICAL  DATA.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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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D 



2.  
COMPONENT IDENTIFICATION.  
각부 명칭 

1.  Main switch 

ON으로 설정하면 기계 전원이 켜지고 스위치의 LED (2) 가 켜집니다. 

OFF로 설정하면 기계 전원이 꺼지고 스위치의 LED (2) 가 꺼집니다. 

2. Cup heating plate switch  스위치 (1) 를 ON으로 설정하면 작동이 활성화 됩니다.  

5. Heating element LED 

6. Steam tap 스팀 탭 

7. Water tap 온수  

8. Boiler pressure gauge 보일러 압력 게이지 

9. Pump pressure gauge 펌프 압력 게이지 

10. Cup heating plate 컵 워머 

11. Drip tray with grille 트레이 

12. Filter holder 포터필터 

13. Coffee unit 그룹헤드 

14. Selector knob 푸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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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이 완료되면 LED(3)가 켜지고 보일러의 물이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 설정온도에 도달하면 LED(3)가 꺼지고 pressure gauge (4)에 표시된 보일러 압력이 1bar(0.1MPa) 가 됩니다. 

• 적절한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coffee unit, water tap, steam nozzle 을 몇 번 분사해 줍니다.  

 



4.  
DESCRIPTION OF THE UNIT CONTROLS. 
버튼설명  

각 그룹헤드에는 커피 추출을 위한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3.   Continuous dispensing / programming button  

• 연속 추출 버튼(3)을 누르면 LED가 켜지지면서 추출

이 시작됩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LED 가 꺼지면서 

추출이 중지됩니다.  
 

4. “One long coffee” dispensing button 

• 커피 추출을 시작하려면 버튼 (4) 을 누르십시오.  

 세팅 된 양에 도달하면 추출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5. “Two long coffee” dispensing button 

• 커피 추출을 시작하려면 버튼 (5) 을 누르십시오.  

 세팅 된 양에 도달하면 추출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6. “Two short coffees” dispensing button 

• 커피 추출을 시작하려면 버튼 (6) 을 누르십시오.  

 세팅 된 양에 도달하면 추출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7. “One short coffee” dispensing button 

• 커피 추출을 시작하려면 버튼 (7) 을 누르십시오.  

 세팅 된 양에 도달하면 추출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4.1 
PROGRAMMING THE DOSES. 
커피추출량 세팅 

연속 추출 버튼을 제외하고 모든 버튼에 대하여 추출되는 커피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경고:  

 

 

 

 

• 원두를 담은 포터필터를 각 그룹에 장착합니다.  

• “          “ 버튼을 누르고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LED가 깜박일 때까지 5초 이상 누른 상태로 있습니다.   

•  커피추출을 위해 “         “버튼을 누르세요. “         “버튼의 LED 는 계속 깜박이고, “         “ 버튼의 LED는 고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 원하는 커피 양에 도달하면 이전에 선택한 버튼을 다시 눌러 추출을 중지합니다. 해당 LED가 꺼지면 커피 양이 저장

되었음을 나타내며 여전히 프로그래밍할 버튼의 다른 LED가 켜집니다. 

• 다른 버튼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십시오. 이 버튼을 5-6초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을 종료합니다. 

왼쪽 푸시 버튼에서 설정하면 다른 쪽 푸시 버튼은 자동으로 설정 됩니다. 

또한, 추출량 세팅을 반복하여 각 푸시 버튼에 대해 추출 되는 커피 양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OPERATION. 
작동 

 
노즐(1)은 매우 뜨겁고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   레버(2)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움직여 탭을 엽니다. 

•   원하는 양에 도달한 후 레버를 다시 중앙 위치로 움직여 탭(2)을 닫으십시오. 

5.1 
DISPENSING HOT WATER. 
온수 기능 
 



5.2 
DISPENSING STEAM. 
스팀 기능 

 

• 스팀 노즐(1)을 드립 트레이 쪽으로 돌리고 회로에 남아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탭 레버(2)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천천히 움직여 트레이 안으로 분사합니다. 

 

 

 

 

• 스팀 노즐(1)을 바깥쪽으로 옮기고 컵이나 액체에 스팀노즐의 SPOUT를 액체에 완전히 담근 후 레버를 수직 또는 수

평으로 움직여 탭 (2)을 천천히 여십시오.  

 

 

 

 

 
노즐(1)은 매우 뜨겁고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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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          “ 버튼과 

  “          “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이 작업이 끝날 때 까지 두버튼의  LED가 깜박입니다.  

 4. 약 5번의 반복작업을 마친 후 블라인드필터를 다시 빼고 오리지날 필터를 끼우되, 추출 그룹에 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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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ROUBLE SHOOTING. 
사용시 고장원인 및 조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