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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안내

2. 제품 규격

3. 사용 중 주의 사항
1. 설치 환경
 해당 제품의 권장 주변 온도는 5°C 에서 32°C.
 해당 제품의 권장 주변 습도는 70 % 이하.
 해당 제품의 권장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 부 터 1.5m.
2. 설치 진행 안내
 제품의 설치는 전문 기술의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 주십시오.
 해당 국가의 전압 규격에 맞춰 설치해 주십시오.
 항상 설치 이전에는 전원 분리해주십시오.
 제품 하단의 위치 한 나사의 경우 설치 시 사용 가능.
3. 제품 사용시
 제품이 작동하지 않을 시, 급수를 차단하고 전원을
꺼주십시오.
 제품에 전원 공급될 시 절대로 임의 분리 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기술적인 개입이 필요 할 시 항상 주 전원이
연결되어있어야 합니다.
4. 환경 관련 규칙
 해당 제품은 유럽 2002 / 95 / EC 지침에 따라
설계 되었습니다. 이는 전자 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ROHS)
 해당 제품은 유럽 지침 번호 2002 / 96 / EC와 관련
전자전기폐기물처리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WEEE).
 해당 제품은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 해서는 안 됨을
알려드립니다.
 수명이 다한 제품은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반환 되어야 합니다.

4. 설치법
1. 제품을 대기할시 (대기 = 2 MONTHS):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작동 테스트입니다.
 만약 기계가 장시간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제품 내 스케일이
발생할수 있음. 특히 스프레이 노즐 같은 작은 부분.
2. 기계보호
 반드시 다음조건에서 기계를 배치하여 주십시오:
• 물 공급을 차단하십시오.
• 적정 전기규준에 맞추어 알맞은 전압과 전력을 사용하십시오.
3. 급수
 1.5 Mpa에서 6 Mpa 사이 수압에서의 사용을 추천 드립니다.
 Water connection pin 3/8"
 급수 파이프는 반드시 145 Psi / 10 Mpa 수압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4. 배수
 급수 밸브를 잠금 뒤 압력을 없애십시오.
 기계 외부의 수도꼭지와 파이프를 준비하십시오.
 역류하지 않도록 연결부위를 점검하고, 적정한 배수조건을
확인하십시오
 배수파이프는 반드시 기계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십시오.
 임의 제작된 파이프에 설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4.5. 전력공급
모델 마다 다름:
 230V – 50/60Hz Monophase
 400V – 50/60Hz Triphase

4.6. 연수장치
 메인 워터의 최고경도는 (>10°TH ou >4 °KH) 다음을 추천합니다:
• 여과정수를 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물의 최고경도란 무엇입니까 ?
• 물속에 존재하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을 나타냅니다.

• 이온 정도는 부분적으로 적당한 석회석 정도를 나타냅니다.
• 이 경도는 기계가 갖춰야 할 적절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 평가단위로는 ° 프랑스어로 (° TH) 혹은 ° 독일어로 (° dH) 입니다.

 물의 탄산염경도란 무엇입니까 ?

• 물속에 존재하는 탄산칼슘이온과 탄산마그네슘이온을 나타냅니다.
• 이온 정도는 완전하게 적당한 석회석 정도를 나타냅니다.
• 평가단위로는 ° Carbonate (°KH) 입니다. 다음은 2가지 여과정수 타입

 염소 소프트너

• 총 물의 경도(°TH)를 여과정수 합니다.
• 나트륨이온을 칼슘과 마그네슘이온으로 교환합니다.
• 사용자에 의한 주기적인 레진 교체가 요구됩니다.
• 물의 경도는 > à 10°TH ou > 5 °GH 입니다.

 레진 필터 :

• 탄산염경도 (°KH)를 여과 정수합니다.
• 레진 속 탄산염이온을 조절합니다.
• 미세여과 및 탄소여과에 적합합니다.
• 탄산염경도가 > à 6°KH 일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자에게 다음사항을 권고합니다. :

 물 흐름속도에 따라서 적절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장착하여야 한다.
 기술자에 의해서 카트리지를 교체하여 한다.

5. 기능
1.권고사항
 급수밸브를 열어 제품 내 공급하십시오.
 위 조작 시 전력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잔여 물의 양을 확인하고, 펌프압력의 물줄기의 세기를 측정
5.2. 처음 물채우기
 스팀 탭 작동 레버 ‘V’ 가 열려있는지 확인하십시오
 ON/OFF 스위치를 누르고
 키보드가 켜집니다
 보일러가 히팅 과정 없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물이 다 채워지면 기기는 자동으로 가열 시작
 키패드의 LED가 스크롤링 되면서 현재 상태표시
 스팀 탭 “V” 를 닫고 대기하십시오
 스크롤링이 멈추면 기계는 작동준비상태가 됩니다.

5.3. FURTHER FILLINGS
 Further fillings 는 온수가 필요 시 될 때마다 자동 작동됩니다.
 보일러 내부의 수위 조절은 전자제어로 관리됩니다.

6. 사용법
1.작동요소

 스팀 기능
steam tap lever “V” 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무되는 스팀에 의해 뜨거워집니다.
 우유 거품으로 카푸치노 혹은 마키야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뜨거워진 액체는 가급적 깊숙한 컨테이너에 보관하십시오. 외부의 스팀
완드는 반드시 액체 속에 담구어 보관하고, 컨테이너 아랫부분은 손대지
마십시오. 스팀은 살균소독이나 컵을 보온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 후에는 (특히 우유 히팅) 건조된 헝겊으로 스팀노즐과 외부 노즐을
세척하십시오. 내부구멍 속의 스팀 lance는 tap을 조금 열어 스팀을 분사
하며 세척하십시오.
 온수 기능
매뉴얼 탭 “E” 는 차, 그로그 등을 제공하는데 기능합니다. 압력 분사되는
물줄기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필터
기계에는 다음 2가지 타입의 필터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1 cup and 2 cups.
각 필터는 제각기 1컵 혹은 2컵의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포터필터입니다.
필터에는 노폐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함으로 포터필터를 제거한
뒤, 반드시 온수로 1일 1회 세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커피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하며 필터아래 구멍청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포터필터
그룹이 작동하는 동안 포터필터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추출완료 후에는
커피 급수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커피추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활발히 작동중인 뜨거운 상태의 포터필터와 커피찌꺼기
를 조심하십시오.
각 헤드그룹에서 포터필터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사용했던 포터필터를
제거하는데 주의하십시오. seal과 맞닿을 정도로 포터필터를
조여주십시오. 필터를 조이기위해서 seal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된 포터필터를 비우기 위해서는, 뒤집어서 가볍게 탭 한뒤 찌꺼기
박스 가장 자리에에 보관하십시오. 절대 금속 혹은 단단한 물질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압력계 M1 : 보일러압력
보일러 압력은 이미 공장에서 0,8 MPa (12 PSI) 과 1 MPa (15 PSI) 사이
로 조정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칭온도에 근접한 온도이며, 기기
의 최소 히팅과 소비한계를 조절하는 PID 시스템에 근거합니다. 주
의: 비정상적인 고온의 과열은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제한됩니다.
 압력계 M2 : 펌프압력
펌프압력은 이미 공장에서 9 MPa 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최고의 커피향을 추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bypass system은 과압
현상을 방지합니다.
주의: 모든 그룹의 병행처리는 압력레벨에 무리가 갑니다.
Visualization of the presence of water network is done by consulting
the gauge
6.2. 프로그램화된 DOSES 사용하기
 도즈나 프로그램화된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 키패드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된 도즈는 키패드 위에 깜빡이면서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은 버튼을 다시 누름 으로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o 동일한 버튼 혹은 정지 버튼 (프로그래밍 버튼)

7.커피 추출 설정
1.절차 프로그래밍하기
프로그래밍은 그룹1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left group), 5 가지 키가 다음
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

2가지 방식의 프로그래밍으로 다음 커피 도즈를 세팅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룹 선택 (기계 정면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 모든 그룹을 동시에 동일한 세팅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화된 키는 다른 그룹과 동일하게 프로그램화 될 수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그룹 세팅이 필요할 경우 다른 그룹 개별 선택
방법:
-

해당 추출버튼을 누르십시오 (프로그램화된 키에 따라서 1 dose 혹은 2 doses)
선택된 그룹에서 깜빡일 때까지 10초 동안 n°5 "P5 Gr1" 버튼 누르십시오.
n°5 "P5 Gr1" 버튼 떼십시오.
작동시작은 10초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작을 안 할경우 프로그래밍모드로
돌아 갑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고, 추출 양이 맞 을때 다시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 10초안에 다음 프로그래밍 버튼을 눌러준 후 다른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프로그래밍 모드로부터 나가고 10초 정도를 대기한 후, 기계를 사용 할수 있습니다.

주의: 본 기계는 공장에서 이미 다음 세팅 테스트 프로토콜을 마친 제품입니다.
1 espresso = 2,5 cl / 2 espressos = 5 cl / 1 coffee = 4,5 cl / 2 coffee = 9 cl

8. 기능 설정
8.1. 에코모드 세팅
오랜 기한 동안 사용하지 않은 후에는 저전력 모드로 돌입합니다.
보일러 온도는 60°C를 유지하며 다음사항과 같습니다. :
 온도 강하시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하루 동안, 설정 값온도는 에너지절감을 위해 낮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에코모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따라주십시오. :





"P5 Gr1"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P3 Gr1"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에코모드를 구현하기위해 기계의 모든 불이 꺼집니다.
LED화면과 "L1 Gr1"이 느리게 깜빡입니다. (0.2 sec ON / OFF 2.8 sec).

에코모드에서는 기계가 대량 에너지 소비없이 작동모드를 빠르게 되돌릴 수 있도록 출
력 가능합니다.
일반 작동모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따라주십시오. :
 "P3 Gr1"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모든 LED화면의 불빛이 일반 작동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켜집니다.
 기계는 프로그램화된 온도로 도달하기 위해 가열됩니다.

8.2. 커피그룹 자동 세척
커피그룹 세척은 모든 사용이 완료된 후 각 그룹씩 진행됩니다.
기계가 멈추거나 에코모드를 누르기 이전에 기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 기능을 사
용합니다.
커피그룹 세척과정을 위해 다음사항을 따라주십시오. :








그룹으로부터 필터홀더를 제거한 후 공급된 브러시로 seal을 세척하십시오.
포터필터 속으로 블라인더 필터(기계와 함께 제공된)를 삽입하십시오.
블라인더 필터에 세척제를 투입하고, 그룹헤드에 맞물리십시오.
n°5 (P5 Gr1)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n°1 (P1 Gr1) 누르십시오.
ON/OFF 주기로 세척과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세척주기가 종료된 후, 다른 그룹헤드에도 적용하십시오.
각 그룹마다 작동모드를 반복하십시오.

세척주기는 관련 그룹의 키를 누름 으로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절차과정 상
관없이 순서를 조절하면서 세척과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각 그룹별로 독립적으로 세척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3. 데이터 재설정
필요하다면 default를 통해 기계 데이터설정을 재 조정할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따라주십시오. :
 기계를 전원버튼으로 종료해주십시오.
 다음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십시오. “P1 Gr1” + “P3 Gr1”+”P5 Gr1”
 기계를 시작해주십시오.

일반 작동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기계를 종료해주십시오.

9.기능 설정2
1.PRE-BREWING 프로그래밍하기(1SEC ON / 1SEC OFF)
pre-brewing은 에소프레소만 가능합니다. (1 or 2 shots).
pre-brewing은 다음2 버튼만을 통해 조절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삭제를 원한다면 다음사항을 따라 주십시오. :

-

pre-brewing없이 세팅하기:
기계를 종료하십시오.
“P2 Gr1” 버튼을 누른 뒤, 기계를 시작하십시오.
LED 화면에 “P5 Gr1” 버튼 불이 들어오면, 다시 기계를 종료하십시오.
잠시 몇 초간 대기한 뒤 기계를 시작하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pre-brewing을 원한다면 다음 사항을 따라주십시오. :
 pre-infusion과 함께 기계를 세팅하기:
- 기계를 종료하십시오.
- “P1 Gr1” 버튼을 누른 뒤, 기계를 시작하십시오.
- LED화면에 “continuous flow” 버튼 불이 들어오면, 다시 기계를 종료하십시오.
- 잠시 몇 초간 대기한 뒤 기계를 시작하십시오.
9.2. 보일러 온도 프로그래밍하기
공장 온도세팅은 디폴트값에의해 117 °C 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온도는 105 ° C 와 124 ° C 사이로 설정가능하며, 변경을 위해서는 다음을 따라주십시오:
-

기계를 종료하십시오.
"P3 Gr1 +" P4 Gr1 + "P5 Gr1" 버튼을 눌러주고 기계를 시작하십시오. 기술자는 LED화
면 속 “L1 Gr1 " L2 Gr1" "L3 Gr1 를 통해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백, 수십 온도
단위 (° C)로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새롭게 적용한 온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약 2
초간의 대기시간이 존재합니다. 0에 위치하면 LED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
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델경우 보일러 온도가 액정에 표시 됨)
115 ° C 온도읽기 예시:
100단위 숫자 읽기: 1
10단위 숫자 읽기: 1
1단위 숫자 읽기: 5

-

-

세팅 포인트를 변경하기위해서는 "P1 Gr1" 버튼을 누르고 감소하거나(- key) 혹은
"P2 Gr1" 버튼으로 추가하십시오(+ key). For each action on the key the value is
changed by 1 unit. 변경되는 동안 LED화면은 꺼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만약 기계화
면에서 1초가 지나도 변경된 세팅모드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온도를 표시하는 화면
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프로그래밍 대기상태를 나가기 위해서는, 기계를 다시 종료시키십시오.

3.펌프로 보일러 FILLING UP 프로그래밍하기
만약 기계가 워터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면, 보일러를 filling하기 위해 펌프를 반드시 사
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 물줄기 수압은 1.5bar입니다.)
만약 기계가 워터탱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펌프를 작동시켜 보일러를 fill 해야 합니다.
기계는 보일러를 fill하기 위해서 “펌프 없이”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보일러를 fill하기 위해 펌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음사항을 따
라주십시오. :

-

보일러를 fill up하기 위해 펌프를 사용하는 기계 세팅하기 :
기계를 종료하십시오.
"P1 Gr1" + "P4 Gr1" 버튼을 눌러주고 기계를 시작하십시오.
LED화면에 "L1 Gr1" + "L4 Gr1" 불이 들어온 후, 다시 기계를 종료하십시오.
잠시 몇 초간 대기한 뒤 기계를 시작하십시오.

만약 기술자가 보일러를 filling 할 때에 펌프사용을 없애고자 한다면, 다음사항을 따라
주십시오. :

-

보일러를 fill up하기 위해 펌프를 사용을 억제하는 기계 세팅하기 :
기계를 종료하십시오.
"P2 Gr1" +"P4 Gr1" 버튼을 눌러주고 기계를 시작하십시오.
LED 화면에 "L2 Gr1" + "L4 Gr1" 불이 들어온 후, 다시 기계를 종료하십시오.
잠시 몇 초간 대기한 뒤 기계를 시작하십시오.

9.4. 프로그램가능한 기능 요약

10. 알람 설명
본 알람 기능은 기계상태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초과 1ST FILLING 알람
만약 기계가 360초 이상의 SN 레벨의 정보 (1st filling에서)를 받지 못했다면, LED화면에
는 모든 그룹에 ＂L2＂ & ＂L3＂ 실패로 나타납니다.
 유량계 알람
만약 커피를 분출하고 있을 시, 메인보드가 유량계로부터 4초 이상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경우, 모든 관련그룹의 LED 화면에는 실패로 나타납니다. 45초 이후에는, 기계는 자동으
로 관련 커피그룹의 솔래노이드 밸브와 펌프를 중지하게 됩니다.
 온도 센서 미연결 알람
만약 메인보드가 3초간 온도센서정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계는 자동적으로 투입을
중단하고 모든 그룹으로부터 “L1”& "L4" 을 나타내게 됩니다.
 온도 과열 알람

만약 기계 보일러가 5초 이상간 > 140 °C 을 감지한다면, LED화면 모든 그룹에는 동시에
“L3” 가 나타나고 자동적으로 가열 관리가 중단됩니다. 알람은 125 ° C 아래가 되었을 때
종료됩니다.
 커피 그룹 청소 알람
해당 그룹에서 250잔 추출후 청소 알람이 나타남
머신 사용은 가능하나, 청소 실행을 하기전까지 알람이 사라지지 않음
청소 절차 시작하려면 관련 기능에 대한 내용을 보시오.

11. 최상의 커피 추출을 위한 방법
최적의 커피는 최적의 기계 상태에서 추출됩니다:
최적의 에소프레소는 다음 5가지 규칙에 의해 완성됩니다 :
MIX / GRINDER / MACHINE / HAND / and MAINTENANCE.
 The Mix:
• 커피품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다음 2가지의 품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ARABICA:
향긋한 식감, 달콤함, 초콜릿 같은 향, 가벼운 신맛, 기분좋은 쓴맛,
헤이즐넛 크림색감의 커피
- ROBUSTA:
부족한 커피향, 거친맛, 떫고 상당히 쓴맛, 카페인 함량은 두배,
잿빛 갈색감의 커피.
• 로스터는 각 커피의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합니다.
(원두선택, 과정선택, 로스팅, 포장 과정, ...).
 The Grinder:
그라인더와 그라인딩 조절은 필수입니다 :
• 커피 그라인더:
원두 그라인딩 능력은 사용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지나친 사용은 제품의 과열을 유발합니다.
• 그라인딩 조절:
최적의 커피 추출을 위해서는 최적의 그라인딩 세팅이 중요합니다.
도저는 반드시 1컵당 7그램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고운 분쇄도로 약 20-25초간의 커피 추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컵 속에 풍부한 커피 향을 담아내기 위함입니다.
 The Machine:
반드시 완벽한 조절과 세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추출 시 펌프압력은 9 바 까지 유지 합니다.
• 외부 세척을 위한 수온은 반드시 86 °C 와 92 ° C 에서 진행하십시오.
• 추출에 알맞은 세팅 으로만 진행하십시오.
• 매일 마감 시 일일 세척을 진행하십시오.
•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급/배수를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 모든 권고사항을 지켜주십시오.

-유지 보수1
사용자의 기술: 사용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관리법
• 원두는 공기에 노출된 상태로 열어두지 마십시오.
• 원두는 하루에 약1% 씩 향을 잃고, 분쇄 원두는 약45%씩 향을 잃게 됩니다.
• 그러므로 한번에 과도한 그라인딩을 피하거나, 별도공간에 보관하십시오.
 포터필터는 반드시 따뜻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그룹으로 관리 되어야합니다.
 컵 또한 약 40 ° C 정도의 온도로 보관 되어져야 하며, 컵 워머로 보관하십시오.
 항상 포터필터 내 바스켓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는지 확인 하십시오.
 균일한 품질의 커피추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십시오.
-유지 보수2
다음은 최적의 커피추출을 위해 필수 입니다. :
하루 일과 마무리단계에서, 각 그룹헤드 세척은 필수로 권고.
Double impact:
• 헤드그룹 내 남아있는 추출 잔여물을 제거함으로써 커피 품질을 향상.
• 각 그룹헤드 별 정상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12. 제품 유지 보수
일일 유지
- 각 그룹헤드 내 추출구 및 온수, 스팀추출구를 세척하십시오:
• 해당 추출구는 항상 깨끗이 세척하십시오. 세척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 온수, 스팀추출구는 몇 초간 작동시켜 세척을 진행하십시오.
- 배수판을 제품으로부터 분리하고 세척하십시오.
- 각 그룹헤드로부터 포터필터를 분리하고 세척하십시오. 그리고 브러시로 가스켓을
포함 한 샤워스크린 주위를 세척하십시오.
- 자동세척과정:
• 포터필터에 블라인드 바스켓을 삽입하고 커피머신 세정제를 투입하십시오.
• 세척을 위해 포터필터를 그룹헤드에 맞물리도록 고정하십시오.
• 5번째 버튼 (continuous) 과 1번째 버튼(1 espresso)을 동시에 누르십시오.
• 그룹의 자동세척과정을 시작하십시오.
• 각 그룹에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 바스켓 청소 시 주의 사항:
• 바스켓의 홀이 막혀 있지 않게 세척하십시오.
• 바늘 사용 또는 가열 하지 마십시오.
6개월 이후 유지
- 다음과 같은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 각 그룹헤드 유지:
• 샤워스크린 및 가스켓, 가스켓 씰을 제거 하십시오.
• 가스켓 및 그룹헤드 추출구 부분을 세척하십시오.
• 그룹헤드 부분 부품 및 샤워스크린을 세척하십시오.
• 부품을 재조립 하십시오.
• 새로운 가스켓, 가스켓씰을 장착하여 마무리 하십시오.
- 레벨센서를 제거하여 청소 (디스케일링)

연간 유지
-

다음과 같은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

Change the pump inlet filter (No. 411861)

- On the boiler:
• Change vaccum valve (No. 408898)
• Change the safety valve (No. 404326)
- On the inlet bloc valves:
• Change the filter (No. 470199)
• Replace the gasket (No. 219100) of 2 non-return valves
• Remove and clean the gasket limiter 12 Bars
• Clean the nucleus of the solenoid inlet water boiler
- On the coffee groups
• Change the O-ring nozzle (No. 403457) and the filter nozzle (No. 403458)
• Clean the 3rd way and the nucleus of the solenoid coffee valves
- On the steam tap and the hot water tap
• Change the 2 O-rings (No. 403457) o Change the 2 gasket (No. 407502)

- On the "steam" output and on the "hot water" output
• Change the O-ring (No. 061200)
• Change the O-ring (No. 055300)
- 수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일러 내부를 비워 주십시오.

유지 보수
-

다음과 같은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

Change the pump inlet filter (No. 411861)

- On the boiler:
• Change vaccum valve (No. 408898)
• Change the safety valve (No. 404326)
- On the inlet bloc valves:
• Change the filter (No. 470199)
• Replace the gasket (No. 219100) of 2 non-return valves
• Remove and clean the gasket limiter 12 Bars
• Change the inlet boiler valve (No. 470161) + 2 PTFE gasket (No. 407500)
- On the coffee group:
• Remove all the parts and uncork all the holes in the group head.
• Change the O-ring nozzle (No. 403457)
• Change the filter nozzle (No. 403458)
• Change the solenoid coffee (No. 407329) + 2 PTFE gasket (No. 407500)
- On the steam tap and hot warter tap:
• Change the 2 O-rings (No. 403457)
• Change the 2 gasket (No. 407502)
- On the rotary lever:
• Change the damper O-ring (n° 055200)
- On the "steam" output and on the "hot water" output
• Change the O-ring (No. 061200)
• Change the O-ring (No. 055300)
• Change the washer (No. 401320)
• Change the O-ring of steam nozzles (No. 055400)
-

Change the silicone tubes evacuation 3-way valves cafes (No. 405621)

13. 전기회로
13.1 코드 명칭

13.2 전기회로

13.3 전기회로

13.4 전기회로

14. 유압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