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출 압력 조절 방식으로 저압에서 천천히 추출해내는 커피 일종의 드립 커피입니다. 









물통에 디스케일링 용해제  
1포와 물 1리터를 넣어서  
희석한 다음에 물통에  
부착해주세요 
 

전원을 끄고 래버를 내린 후,  
첫번째,두번째 두개 버튼을  
동시에 꾹~~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켭니다. 
 

삑- 소리와 함께 노란불/
빨간불/가운데 버튼이  
깜빡 거립니다. 
(기기 반응 없을시 전원을 
끄고 2번을 다시 해주세
요) 
  
 

가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물이 추출됩니다. 
물 추출이 끝나면 빨간불
과 노란불이 번갈아가면
서 들어옵니다. 
  
  
 

4번 작업 이후 10분 간격으로 4회 머신이
자동으로 물을 추출합니다.  

 
*약 40분이 소요되며, 디스케일링하는
동안 절대 래버를 올리거나 버튼을 누
르거나, 전원을 끄면 안됩니다!  
 

4회 물 추출이 끝나면 노란불,빨간불이 번갈아 
들어오고 가운데버튼이 깜박입니다. 

 
 
물통을 깨끗히 헹군 후 정수물 가득받아 다시  
머신에 부착시킨 후 2번버튼을 눌러 물을 추출해 
주세요 
  

 
 

추출 완료 시 두번째 버튼만 깜박거립니다. 
눌러주시면 디스케일링이 종료됩니다. 
  
  

 
 



1번,3번 버튼을 동시에 
약 3초간 꾹 눌러주세요 
 
*버튼이 깜빡인 후 3개의 버튼이 모두 
점등 된 후 정상적으로 기기 작동됩니다. 

 



1. 물통에 물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래버가 잘 내려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3.물 추출을 해주세요 
물이 덜 추출되었거나, 물이 부족하여 적정 물량이 추출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
다. 캡슐칸에 캡슐이 있는 지 확인하고 캡슐이 없는 상태에서 2번 버튼을 눌러 물을  
추출해주세요.  
  물이 나온 후 빨간 불이 깜빡이는 것은 사용 상태로 되기 위한 예열 진행 과정 입니다. 
깜빡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기기 사용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기기를 사용하실 경우 

- A/S필요, AS센터 연락 및 접수 부탁드립니다. 



물탱크를 다시 채워 바로 끼워넣고, 머신안의 캡슐이 제거된 상태인지 확인한 후  
2번 버튼을 눌러서 물을 한번 순환시켜 주세요

음료가 추출되지 않고 알람표시등에 빨간불이 들어와있어요

디스케일링(물때청소)를 진행 해주세요 ( 8페이지 참고) 

2. 표시등이 적색과 주황색으로 번갈아 깜박이면서 기기에서 삑 소리가 나요

전원을 켠 상태에서 1번, 3번 버튼을 동시에 3~5초간 누르면 "삐비빅" 소리가 나며 
reset 됩니다. 

3. 디스케일링 작업 도중 전원을 꺼서 모든 버튼이 작동되지 않아요!

캡슐을 넣고 여러 번 버튼을 눌렀을 경우 압력이 가해져 래버가 뻑뻑해집니다.  
힘을 주어 래버를 당겨주세요/ 내부 캡슐이 터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4. 래버가 열리지 않아요

-버튼을 잘못 누르신 경우  
에스프레소 캡슐 사용시 1번,2번 버튼을 사용해주세요 3번 버튼 사용시 압력이 약하
여 음료가 추출되지 않습니다. 
 
-물통이 제대로 장착 되어있는지와 , 물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5. 캡슐을 넣고 음료를 추출하는데 나오지 않아요!



버튼에 대한 설정을 다시하거나, 다른 버튼 설정을 하고싶다면 위의 방법대로 해당 버튼을 누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빨간불이 깜빡이면 위의 과정을 반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