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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coffee F11 시리즈 서비스 매뉴얼 

  

 

  

F11 시리즈는 제품 업그레이드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사진과 실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제품별 

메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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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지침 

 2.1  안전 팁 

 2.1.1  소비자 위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시 사항을 따라주십시오.：  

❖ 사용 전에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 기계가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내부 기기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 고온의 부품 접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 장비는 8세 이하의 어린이와 신체적, 감각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사람, 또는 감독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적은 사람 등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이들이 장비를 만지지 못하게 해주세요. 

❖ 어린이는 청소 및 유지보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계는 정확히 고정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야 합니다.  

❖ 자체 서비스 사용 및 운영은 교육받은 담당자 감독자가 유지관리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전기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은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음 사항을 따르십시오.  

v 전기 장비 작업은 전기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다.  

v 기계는 반드시 접지가 연결된 차단기가 달려있는 소켓과 연결되어야 합니다(선택적 보호에 의한 연결).  

v 해당 전압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v 연결은 전자장치를 피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v 전기는 220V 60Hz  입니다  

v 작동부위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v 유지보수 중에는 전원을 끄고 기계를 분리하십시오.  

v 케이블 교체 등은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에게만 허용됩니다. 

 
 주의   청소용 가루를 직접 만지면 피부에 독이 오를 위험이 있다. 

다음 사항을 따르십시오.  

❖ 항상 어린이와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 닫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 일반 세척 제품 또는 기타 화학물질과 혼합하지 마십시오.；  

❖ 우유 용기에 세척 제품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 물 탱크에 세척 제품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 제품 세척 및 해독제는 반드시 사용지침에 따라야 합니다(라벨에 따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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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제 사용 중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한다.  

❖ 세척제품 사용 시 반드시 양호한 환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 장갑을 착용한다.  

❖ 세척제품 사용 후 즉시 손 씻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증기 배출구로부터 손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배출구 및 브로윙 시스템은 고온일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냉각 후 브로윙 시스템만 헹구십시오.  

작동 부분에 손을 넣을 시 활성 부품에 닿으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호퍼통이나,파우더통 에 손을 넣지 

마십시오. 

2.1.2 기계 위험  

 

 기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따르십시오. ：  

v 꼭 정수 필터를 설치하십시오. 설치하지 않을 경우 기계가 손상될 수 있음;  

v 수돗물(기계에는 수돗물 연결부가 설치되어 있음)을 끄고,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끄십시오.  

v 해당 전압 및 지역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v 기계에 물이 부족할 경우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일러가 손상됩니다.  

v 닥터 커피는 튜브 균열에 의한 누수 발생을 대비하여 수관에 잠금 밸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v 기계가 잠시 사용을 중지하면 커피를 만들기 전에 Deep Clean 를 해야 합니다 

v 커피 머신이 날씨에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외부에 보관 X).  

v 오류 발생 시 전문가에게 보고 합니다.  

v 정품 닥터 커피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v 표면에서 손상이 발견될 경우, 애프터서비스팀에 연락하여 교체하십시오.  

v 자동 세척용품 린스로 기계를 세척할 수 없습니다.  

v 기계를 물에 의해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v 냉동고에 보관한 커피 원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브로어가 고장 날수 있습니다.  

v 10°C 미만의 온도 조건에서 기계를 인도할 경우, 출하 후 3시간 동안 커피 머신의 스위치를 정상 온도의 방에 

놓아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 전기 구성 요소의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v 항상 기계와 함께 제공되는 새 호스 키트를 사용하고, 오래된 호스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구조.  

 3.1 개요(참조 그림:F11 Big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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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내부 구성제품   

  

  

  
  

  
  

  
  

  
  

  
  

  
  

  
  

  
  

  
  

  
  

  
  

  
  

  
  

  
  

  
  

커피머신   
（ 전면부 ）   

커피 호퍼 커버  

물 배출구 

터치 스크린  

원두찌꺼기배출구 

바닥 

커피 호퍼  

밀크 튜브 연결부  커피 배출구  

워커탱크  

워터 탱크 커버  

  커피머신 
（ 뒷면 ）   

소켓  

스위치    

물 주입구 튜브  

배수 파이프  

우유 추출구  

Light  

커피 추출구  

온수 추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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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펙  

 5.1.1  용량 

시간당 추출량을 기준으로하였슴 DIN18873-2：  

Model  F11   F12   

권장 일일 출력  
100 cups  100 cups  

시간당 출력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에스프레소  
120  180  120  180  

아메리카노  
70  /  80  /  

카푸치노  
60  80  80  100  

시간당 온수 출력  
15L  25L  

물탱크용량  
2L / 8L  2L / 8L  

빈 호퍼 용량  
1200g  1200g  

접지용기용량 약.70PCS(10g/shot 기준) 약.70PCS(10g/shot 기준) 

  

  

  

  

  

 5.1.2  Technical Sheet  

Model  F11   F12   

커피머신  220-240V 50/60Hz 1.5-1.7kW 220-240V 50/60Hz 2.7-3.2kW 

연결 튜브 세트  G3/4'체인지 G3/8' 길이 1.5M 금속 튜브 G3/4'체인지 G3/8' 길이 1.5M 금속 튜브 

연결수압  80-600kPa(0.8-6Bar) 80-600kPa(0.8-6Bar) 

커피머신 W*D*H  30*50*58cm(2L 물탱크) 30*50*58cm(2L 물탱크) 

커피머신 N.W 41*50*58cm(8L 물탱크) 41*50*58cm(8L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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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크린샷 설명  

 6.1 음료 홈 스크린 

 

1,커피를 받으려면 그림을 터치하고, (사용 설명서의 세부 정보 참조) 2, 페이지를 변경하려면 사이드 버튼을 터치하십시오(사용 설명서의 세부 정보 참조).  

3,바로 가기 아이콘을 3 초 눌러 메뉴바 bar 을 표시한다. 

6.2  바로가기 메뉴 모음 

  
 

와이퍼 작동 보호  

❖ 터치"와이퍼 프로텍트", 사진 사라짐, 닦기 위해 15 초 카운트 다운, 터치하면 스크린 잠금이 해제됨;  

❖ "Wipe Protect"를 3 초 이상 누르고 내림 프로세스。(사용자 매뉴얼의 세부 정보 참조)  

밀크 린스  

❖ 터치"Milk Rins"공정이 화면에 표시됨(사용자 매뉴얼의 세부 정보 참조)  

❖ 3 초 이상 "Milk Rinse"를 누르고 "Milk deep clean"을 입력하십시오(사용자 매뉴얼의 세부 정보 참조).  

브루어 린스  

❖ "Brewer Rinse"를 누르십시오. 프로세스가 화면에 표시됨(사용자 매뉴얼의 세부 정보 참조)  

  
스크린샷 설명  

  



 

Dr.coffee Service Manual   10  

    REV1.0   

❖ 3 초 이상"브루어 린스"를 누르고 "브루어 딥 클린"을 입력하십시오(사용자 매뉴얼의 세부 정보 참조).  

서비스 메뉴  

❖ "서비스 메뉴", 입력 암호(아래 세부 정보 참조)를 눌러 끄십시오.  

"스위치 끄기", "예" "아니오"를 누르십시오.  

❖ v"예"를 선택하고, 자동 헹굼 기계를 돌려 금형을 끄고, 스크린을 꺼야 한다.난방 장치가 작동을 멈춘다.  

❖ v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 기계가 일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v "스위치 끄기" 모드에서는 어떤 위치에서든 화면을 3 초 이상 누르면 기계가 켜지고 자동 헹굼을 합니다. 

7  서비스 매뉴얼 

 7.1 접속 방법  

1 단계: 아래 사진에서 해당되는 아이콘을 3 초 이상 누르십시오. ；  

  
2 단계:서비스 매뉴얼 선택 

  

3 단계:암호 입력 , 기본 암호는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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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서비스 매뉴얼을 입력한 후 인터페이스

  

 7.2  유지 

  
브루어 딥 클린  

프로페셔널 클리닝 테이블을 사용하여 깊이 청소하십시오. 화면에 표시된 "브루어 딥 클린"을 누르십시오.  

v 사용설명서의 세부사항 참조。 

우유 딥 클린  

프로페셔널 클리닝 테이블을 사용하여 깊이 청소하십시오. 화면에서 "Milk deep clean(밀크 딥 클린)" 청소 절차를 누르십시오。  

v 사용설명서의 세부사항 참조。  

Descaling  

전문적인 청소용 가루로 내림 작업을 한다. 화면에서 "Descaling" Cleaning Procedure show 를 누르십시오.  

v 사용설명서의 세부사항 참조。  

물 배수  

커피 머신의 내부 배관에 남아 있는 물을 비워서 저온 환경에서 운반한 후 얼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화면에 표시된 "물 배출" 

절차를 누르십시오.  

v 사용 설명서의 세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7.3 음료수 설정  

 7.3.1 음료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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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설정:음료의 파라미터 수정 가능(예: 에스프레소)

  
그라운드스 (Grounds) 

Grinding gram 레벨, Setting level:1-5, details as 아래와 같이 세부사항:  

v 이 데이터의 가중치는 "공장 기본 설정"에 따라 계산한다. 데이터는 참조에 대한 실험 값이다. 차이가 실제 조건에 따른다면.(공차: ±1g)F11&F09：  

Grounds  1  2  3  4  5  

Gram  7g  10g  12g  14g  16g  

  

커피(ml)  

배출되는 커피의 양, 단위 :ml. 설정 수준: 다양한 음료수 한도가 있는 다른 음료는 인터페이스의 화면 수치를 참조하십시오. 가는 기구  

 

온도 레벨 다른 온도 수준, 선택: 낮음, 중간, 높음 

High:커피 제조 시 수온 조절 93~95°C;  

v 중간값:고온보다 3°C 낮음;  

v 낮음:3°C 낮음  

사전 브루잉 (Pre-Brewing) 

커피 가루를 미리 물에 담가 부풀려 놓는 시간, 단위: S, 설정 레벨:1-5.  

시험(Test)  

데이터를 변경한 후 "test"를 누르고 설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음료를 한 잔 만드십시오.  

저장(Save)  

데이터를 변경한 후 "저장"을 눌러 모든 변경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퇴장  

종료(Exit) 

"종료"를 다시 상단 메뉴로 누르십시오. 

 

7.3.2 My coffee 

My coffee： 데이터를 개인적인 선택으로 저장(모든 영문자 조합으로 이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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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명  

새 이름을 생성하고 저장하십시오.  

그라운드스  

3.2.1 과 동일함  

커피(ml)  

3.2.1 과 동일함  

따뜻한 우유  

우유 흐름 배출 단위는 두 번째 레벨로 설정: 인터페이스의 화면 수치를 참조하십시오.  

우유 폼(ml)  

우유 폼 유량 단위는 두 번째 레벨로 설정:  인터페이스의 화면 수치를 참조하십시오.  

온수(ml)  

온수 유량 단위는 ml 이며, 설정 레벨: 인터페이스의 화면 수치를 참조하십시오.  

냉수(ml)  

냉수 유량 단위는 ml 이며, 설정 레벨: 인터페이스의 화면 수치를 참조하십시오.  

v F11 은 냉수 기능이 없습니다..  

그라인더 기구  

3.2.1 과 동일함  

온도 레벨  

3.2.1 과 동일함  

사전 브루윙 

3.2.1 물 모드와 동일  

아메리카노를 만들거나 규칙적으로 만들면 커피와 물 주문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물 먼저, 커피 먼저, 둘 다. 

❖ 예를 들어, "물 먼저"를 선택한 다음, 음료를 만들고, 물을 먼저 넣을수도 있으며 아니면 커피를 먼저 넣을수 있습니다. 

 7.3.3 Drinks lock  

Drinks lock： 버튼을 눌러 음료를 잠그고 저장하면 반영 됩니다. 

v 음료수를 잠그고 메인 메뉴로 돌아가면 음료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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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  위치 변경 

위치 변경： 두 가지 음료 아이콘을 터치하고, 위치를 변경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십시오. 

  

 7.4 머신 세팅  

7.4.1  언어 

언어： 언어를 선택하고 저장하십시오.  

예를 들어: "English"를 선택하십시오. 이는 시스템이 영어를 사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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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유지  

Maintenance: 기계의 다양한 유지보수 간격에 대한 조건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변경됩니다. 

 
브루어 워밍업  

워밍업을 위해 커피머신을 켤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워밍업 기능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20 분 후 설정"은 커피 머신이 20 분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워밍업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 분 후에 커피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브루어 워밍업?"이라고 화면에 뜨게 됩니다.         

 

브루어 딥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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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머신을 만들기 위해 몇 컵의 커피가 필요한지 알려준 후에, 기계는 자동으로 브르윙 시스템의 Deep cleaing 을 위해 

청소용 테블릿을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줄 겁니다. 단위:컵 

예를 들어:기본 설정 "1000"은 커피 머신이 1000 컵의 음료를 만든 후 자동으로 양조 시스템의 깊은 세척을 위해 청소용 

테블릿을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우유 시스템 급속 린스  

급속 플러싱을 위해 우유 시스템이 설정된 조건을 보여줍니다. 선택 범위: 아니요, 즉시, 5 분, 10 분, 15 분, 20 분.  

“아니요"로 설정하면 기계가 우유 시스템을 자동으로 플러싱하지 않음을 표시합다. 켜거나 끌 때만 작동하게 됩니다.  

"즉시"로 설정하여 커피 머신이 현재 우유 음료를 만드는 즉시 기계가 우유 시스템을 빠르게 플러싱할 것임을 표시합니다.  

"5 분"으로 설정하면, 기계는 마지막 우유 음료가 만들어진 후 5 분까지 카운트 다운되고 그때가 도착하면 우유가 시스템 

필요가 있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밀크 시스템 딥클린  

커피 기계에 몇 컵의 우유를 만드는 음료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표시한 후, 기계는 자동으로 우유 시스템을 우유 세제로 깊게 

청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유닛 컵에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설정은 "200"이며, 이는 커피 머신이 우유 함유 음료 200 잔을 만든 후 기계가 자동으로 다음 메시지를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유 시스템의  딥클린징을 위해 우유 전용 세제를 사용합니다. 

 

Descaling 설정(컵)  

커피머신에서 우유를 만드는 음료를 몇 잔이나 만드는지 알려준 후에, 기계는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커피머신을 디스케일 

세정제로 청소를 해야하는지 안내할 것이다. 단위는:컵  

예를 들어, 기본 설정은 "3000"이며, 이는 커피 머신이 우유로 3000 컵의 우유를 만든 후에 기계가 자동으로 커피 머신을 

디스케일링 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escaling 설정(시간)  

커피머신이 스팀을 만들도록 설정된 시간을 나타낸다. 누적된 시간이 지나면 기계가 자동으로 커피 머신을 디스케일링 

세정제로 청소를 하라고 표시한다. 유닛은: 시간.  

 예를 들어, 기본 설정은 "16"이며, 이는 커피 머신이 16 시간(57600 초) 동안 증기를 축적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커피 머신을 

디스케일링 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스케일링(컵) 및 (시간)중 어떤걸로 설정하여 실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디스케일링 운전을 수행한 후에는 모든 

조건이 재설정되고 계산이 재시작된다.  

 

 

 

7.4.3 Time/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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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Date 커피 머신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한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12/24H  

커피 머신 시스템의 시간을 설정하는 시스템을 나타낸다. 설정 범위: 12 시간, 24 시간.  

시간  

커피 머신 시스템 설정 시간을 표시한다. 설정 범위: 시간, 분.  

날짜.  

커피 머신 시스템이 설정된 날짜를 표시한다. 설정 범위: 년, 월, 일  

 

 7.4.1 자동 전원 종료 

자동 전원 끄기:커피 기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

  
 

Power off  

이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Power off  

설정을 종료해야 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설정 범위: 0.5 시간에서  24 시간. 

 

 일단 설정되면 정해진 시간에 따라 기계가 매일 자동으로 종료된다. (화면을 3 초 이상 길게 눌러 기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계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끄십시오.  

 

 7.4.2 에코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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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모드:이 항목에서는 전원 절약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Eco1  

기계를 1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스팀 가열 온도가 커피 가열 온도가 은 온도로 떨어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Eco2  

기계를 1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스팀 가열판의 온도와 커피 가열 온도가 60 도로 설정되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7.4.3  Unit  

Unit： 필요에 따라 다른 표현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7.4.4 Password  

Password： 이 항목에서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도록 암호를 수정할 수 있다. 효과를 보려면 저장을 클릭하십시오. 

  

◼ 이전 암호   

이 필드에 기본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기본 암호:1609 

새 암호 이 필드에 새 암호를 입력하려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비밀번호는 임의의 4 자리 조합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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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Display setting  

Display setting： 화면에 표시되는 관련 파라미터를 설정하십시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Back light  
❖  Open soon  
Brightness  

화면의 밝기 값 설정, 설정 범위는 1 ~ 100 

Default setting：100。  
Contrast  
Open soon  
RGB color  

기계의 라이트 바 색상을 설정한다. 설정 범위는 No, Cycle, Red, Green, Blue, Yellow, Purple, Cyan, White 이다. 

❖ Default setting：cycle （F11 은 이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RGB Switching time（S）  

전환 시간 값, 설정 범위:1~60 

 
7.4.6 Process control  

Process control： 음료를 만드는 동안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 켜거나 끄십시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이 기능을 켜면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와 "-"를 클릭하여 이 음료의 파라미터를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본값: 열려 

있음)  

이 기능을 끄면 음료수 제조 인터페이스에서 양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와 "-"가 회색으로 표시되며 클릭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7.5  엔지니어 세팅 

Method to enter： 엔지니어 세팅 "Eng. Setting"을 클릭하고 암호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하여 입력하십시오. 

❖  엔지니어 코드는 현재 시간, 시간의 두 자릿수와 분 두 자리 값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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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현재 시간은 13:05 이면 1+3=04, 0+5=05, 이때 암호) 즉: 0405)

  

 7.5.1 Ground Cal.  

Grounds Cal.： 그라인더의 분쇄량을 보정할 수 있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Grounds Calibration 정보: 커피머신이 공장에서 출하되면 시험용 원두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원두를 사용할 때는 분말 

속도가 달라져 공장 교정 기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커피 머신을 사용하기 전에 직접 사용할 원두로 갈아주는 것이 좋다. 

  
Calibration 경고 

전원을 켜면 기계의 누적 분쇄수가 2000 컵에 이르면 기계화면에 "분쇄기를 검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검증이 완료된 후 다음 

프롬프트는 누적 분쇄수가 7000 컵에 이르면 실행 됩니다..다음번에는 2 만 7 천개의 컵 추출 후 있습니다. 

꺼진 경우 기계가 프롬프트를 표시하지 않는다.  

단계:  

첫 번째 단계: 빈 접지 용기를 저울에 놓고 무게를 재어 다시 기계에 넣는다.  

두 번째 단계: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그라인딩 작업을 시작하면 커피 가루가 자동으로 접지 용기에 떨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 접지 용기를 꺼내 커피 원두의 무게를 재십시오.  

네 번째 단계: 기계 인터페이스의 "Grounds"에 커피 분말의 무게를 입력하십시오. (값을 정수로 입력하여 가장 가까운 소수점까지 반올림)  

다섯 번째 단계:위 단계를 3 회 반복한 후, 인터페이스에 "저장" 버튼이 나타나고, 클릭 후 모든 보정의 단계가 완료 됩니다. 

  
7.5.2 Grinding Index  

Grinding Index: 그라인딩 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라인딩 계수는 배수를 의미한다. 즉, 기존 그라인딩 금액 비교표의 표준값을 기준으로 전체 증가분의 몇 배 또는 몇 배의 증가율을 

산출하는 것이다. (조정 범위는 0.7 배~1.3 배, 기본값은 1.0)  

예를 들어 "1.2"를 선택하면 비교표에서 1~5 의 그라인딩량이 전체적으로 1.2 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0.9"를 선택하면 

비교표에서 그라인더 량이 0,9 배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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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Water supply  

Water supply： 커피 머신의 급수 모드를 설정한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Water supply  

❖ 커피 머신이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선택 범위: 물탱크, 물통, 수돗물. (주: 기계의 실제 급수 상태와 일치하도록 급수 방법을 설정해야 함 

❖ "물탱크"를 선택한다. 그것은 공급 모드가 물탱크라는 것을 의미한다.  

❖ "물 배럴"를 선택한다. 그것은 공급 모드가 물 배럴이는 것을 의미한다.  

❖ "탭 워터"를 선택한다. 이것은 공급 모드가 수돗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7.5.4  Fridge  

Fridge： 커피 머신의 선택사항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십시오. 저장을 클릭하면 설정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Fridge  

커피 기계에 닥터 커피 냉장고가 장착되어 있는지, 설정 범위: 닥터 커피, 없음. 



 

Dr.coffee Service Manual   22  

    REV1.0   

❖ 예를 들어, "Dr. Cof""를 선택하면 커피 머신에 전문 냉장고가 장착되어 있어 우유 시스템의 자동 플러싱을 실현할 수 있다. "없음"을 

선택하면 커피 머신에 전문 냉장고가 장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우유 시스템이 플러싱 하게되면 지시에 따라 반드시 우유 

용기에서 우유 튜브를 꺼내 드립 트레이내 지정 위치에 꽂아놔야 합니다. 이를 그냥 방치 할 시 다량이 물이 우유용기 안으로 

들어가 우유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7.5.5Factory settings  

Factory settings： 커피 머신 관련 파라미터를 공장 기본값으로 복원하십시오. 저장을 클릭하여 커피 머신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음료 재설정  

"Drinks Reset"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커피 머신을 저장하고 다시 시작한 후에 파라미터를 저장할 수 있다.  

Eng. 재설정  

"Eng. setting reset"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커피머신을 저장하고 다시 시작한 후에 파라미터를 저장할 수 있다.  

공장 초기화  

"팩토리 초기화"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커피 머신을 저장하고 다시 시작한 후에 파라미터를 저장할 수 있다.  

  

7.5.6 Payment settings  

Payment settings： 결제 기능을 켜거나 끄고 Save(저장)을 클릭하여 적용하십시오.( ※ 이 옵션은 F11 에서는 사용 불가능)

  
Payment setting  

"지불 설정"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저장 후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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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RSSI  

RSSI： 4G 네트워크 모듈의 신호 강도 값을 참조하십시오. (※ 이 옵션은 F11 에서는 사용 불가능)

  

  

4G 모듈 신호 강도 값 범위: 0 ~ 31. 특별한 주의사항: 이 값이 15 미만일 경우 기계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바일 기기의 

위치를 배치하고 신호 강도 값을 개선할 것을 권장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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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7.6  Information  

 7.6.1  Total cups  

Total cups： 기계가 음료로 만드는 총 컵 수와 각 음료의 총 컵 수를 보십시오. 

  

  

7.6.2  Maint. Records  

Maint. Record： 기계 유지보수의 누적 횟수 및 각 유지보수의 누적 횟수를 확인한다..  

  
  

7.6.1  Soft. Version  

Soft. Version： 관련 정보 참조  

  
메인보드 버전  

커피 머신 메인보드 버전 표시  

HMI 버전  

커피 머신 HMI 버전 표시  

기계 S/N  

F11V3.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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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머신 추적 번호를 표시한다. 

  

7.6.2  Information  

Information： 이 QR 코드에서는 IOT 4G 모듈의 관련 시스템 정보를 볼 수 있다.( ※ 이 옵션은 F11 에서는 사용 불가능)

  

 

8  Trouble shooting   

 8.1  Warning  

  

No.  warning   cause   solution  

1  Grounds Container Is Full 
Up  

a)  

b)  

지면 컨테이너의 커피컵 개수는 60 개에 

이르거나 이미 가득 차 있을 경우 작동. 

센서 표면은 더러워질 경우 

 
드립 트레이를 꺼내 접지 용기를 꺼낸 다음 용기를 비운다. 

센서를 청소하십시오.   

2  Water Tank Is empty   

탱크의 물이  감지 수준보다 낮을 경우.  

물 탱크가 제자리에 장착되지 않았으며 

센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수위 센서가 파손됨 

  

 

물탱크를 꺼내 물탱크에 80%까지 순수한 물을 넣는다.  

물 탱크를 점검하고 다시 장착하십시오.  

센서 및 좌측 패널을 교환하십시오. 

3  System Lacks of Water  

 

b)  
c)  

배럴 안의 물이 다 소모되어 펌프가 공기 

와 닿을 경우  

외부 입구 파이프 조인트가 헐겁고 

밀봉되지 않을 경우 

외부 급수용 수동 스위칭 밸브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 

  

  

  

새 워터 배럴 교환,  

시스템 충전을 눌러 흡기 피팅을 점검하고 제자리에 다시 

장착하십시오.  

실제 급수 수요에 따라 수동 개폐 밸브가 멈출 때까지 해당 

위치로 나사를 꽉 조인다. 

4  Pressure Overloaded  

a)  
b)  
c)  

d)  

필터 또는 파이프 막힘  

커피 분말이 너무 미세할 경우.  

사용된 원두에 기름기가 너무 많거나 

풀로스팅 되었을 경우.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펌프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을 경우 

  

  

  

  

빠르게 헹구려면 린스를 클릭하십시오.  

커피 머신의 기어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조정하십시오.  

기름진 원두를 중간 정도의 볶은 원두로 갈아준다.  

외부 급수가 물 밖으로 나갔거나 수동 스위치 밸브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5  Brewer Check up  
a)  시험 중 브로우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Check up"탭 클릭 

6  Temperature Overheated  
a)  커피 머신의 온도가 너무 높다.   기계 전원을 끄고 약 30 분 후에 냉각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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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nvironment Temp. Is Too 
Low  a)  

커피 머신의 온도가 너무 낮다.   전원을 끄고 주변 온도가 10°C~40°C 까지 상승할 때 까지 

기다렸다 전원을 켜주세요 

8  Bean Hopper Empty  a)  
커피빈 호퍼가 비어있을 경우.   원두를 호퍼통에 채운 다음, 프롬프트 이미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X"를 클릭하여 커피 한 잔을 만들면 

인터페이스가 사라진다. 

9  Grinder Calibration  
a)  

2,000 잔의 커피 음료를 세어 본 후, 그라인더에 

확인을 요청할 경우 
➢  그라인더를 보정해야 한다. 시작하려면 "즉시" 탭을 클릭하십시오! 

10  Descaling Required  

a)  
커피 머신은 누적 생산되며, 정해진 컵 수에 

도달한 후, 내림 작업이 필요함을 표시한다. 
➢  Descaling required , "즉시" 탭을 클릭하여 내림차순으로 

시작하십시오. 

11  Brewing Unit Deep Clean 
Required  

a)  
커피 머신은 누적 생산되며, 정해진 누적 컵 

수에 도달한 후 브로잉 시스템을 청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표시한다. 

➢  

  

브로잉 유닛 딥클리닝이 필요합니다. "즉시" 탭을 클릭하여 

시작하십시오! 

12  Milk Frother Deep Clean 
Required  

a)  
커피 머신은 누적 생산되며, 정해진 숫자의 컵에 

도달한 후에는 우유 시스템을 청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표시한다;  

➢  

딥클링징이 필요한 우유 거품, "즉시" 탭을 클릭하여 시작하십시오! 

13  Drip Tray Is Not In Place  
a)  
b)  

잘 고정되지 않음.  

드립 트레이가 제자리에 없음 
➢  드립 트레이 교체 및 고정 

14  Drip Tray Is Full Up  

a)  

드립 트레이의 폐수가 감지 위치에 도달함 
➢  

➢  

물방울 쟁반을 꺼내 물기를 비운 후 흐르는 물에 헹군다.  

탐정 센서를 건조시키십시오. 

15  Diverted Valve Check up  a)  밸브가 잘못된 위치에 있음 ➢  "Check up"탭 클릭 

  
 8.2  Appointed error   

  
No.  warning   Cause    solution  

1  HMI Communication Error  
a)  

b)  

메인 보드와 HMI 보드의 통신선이 분리되거나 

손상됨.;부재 손상.  
➢  
➢  

전원을 끄고 5 초 후에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전면 패널 교체(9.2.7 참조) 

2  Coffee  Thermo-block 
Heating Overtime  

a)  
가열판이 작동 중일 때는 온도 변화가 3 초에 1°C 

미만이고 사이클이 5 회 감지되며 매번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 

➢  
➢  

전원을 끄고 5 초 후에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서모스 블록 그룹 교체(9.2.12 참조) 

3  Steam  Thermo-block 
Heating Overtime  

a)  
가열판이 작동 중일 때는 온도 변화가 3 초에 1°C 

미만이고 사이클이 5 회 감지되며 매번 위의 

조건이 충족된다. 

➢  
➢  

전원을 끄고 5 초 후에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서모스 블록 그룹 교체(9.2.12 참조) 

4  Coffee Thermo-block NTC 
Error  

a)  

b)  
c)  

서모스 블록의 온도가 180°C 를 초과함 센서와 

마스터 사이의 전기적 고장  

센서가 손상됨 

➢  
➢  

전원을 끄고 30 분 후에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서모스 블록 그룹 교체(9.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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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eam Thermo-block NTC 
Error  

a)  

b)  
c)  

서모스 블록의 온도가 180°C 를 초과함  

센서와 마스터 사이의 전기적 고장  

센서가 손상됨 

➢  
➢  

전원을 끄고 30 분 후에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서모스 블록 그룹 교체(9.2.12 참조) 

6  Thermo-block  Water 
Supply Error  

a)  

b)  
c)  
d)  
e)  
f)  
g)  

커피 유량계가 켜졌을 때 신호를 감지하지 

못한다.  

물 없음  

펌프 손상  

유량 시스템이 막히거나 손상됨  

브루어 막힘  

유량계 막힘  

전원 오류 

➢  
➢  
➢  
➢  

➢  
➢ 
➢  

유량계 케이블이 분리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외부 수원의 밸브가 열려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펌프 교체(9.2.11 참조)  

워터 시스템이 손상되었거나 수동 스위칭 밸브의 위치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블루어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혔을 경우 유량계를 점검하십시오(9.2.4 참조) 전원 

PCB(9.2.10 참조). 

7  Brewer Error  

a)  
b)  
c)  

브루워가가 고착되고 차단됨 

브루어 손상  

 브루어 모터 손상 

➢  
➢  
➢  
➢  

브루어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전원을 끄고 5 초 후에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부루어를 분해하여 확인하고 헹구십시오(9.2.2 참조) 

 

부르어 교체(9.2.2 참조) 

    ➢  모터 교체(9.2.13 참조) 

8  Diverted Valve Error  
a)  

b)  

여러 번의 자가 테스트 후에도 밸브가 잘못된 

위치에 있음  

밸브 손상 

➢  
➢  

전원을 끄고 5 초 후에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밸브 교체(9.2.3 참조) 

9  Grinder Error  

a)  
b)  
c)  
d)  

그라인더 걸림 또는 과부하 방지  

모터 손상  

전기 부품 손상;  

홀 센서가 손상됨 

➢  
➢  
➢  
➢ 
➢  

전원을 끄고 5 초 후에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그라인더를 탈거한 후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그라인더 변경(9.2.6 참조)  

전원 PCB 변경(9.2.10 참조)  

홀 센서 교체(9.2.6 참조）  

  
 8.3  Without pointed error   

  

No.  error   Cause    solution  

1  Boot without display  

a)  
b)  
c)  

기계가 플러그를 뽑지 않음  

기계가 시작되지 않음  

전원 PCB 손상 

➢ ➢ ➢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계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 PCB 교체(9.2.10 참조) 

2  No milk   

a)  
b)  
c)  
d)  
e)  

우유탱크가 비어 있음  

밀크 시스템 막힘  

밀크 서리가 막힘  

우유 온도 조절 버튼이 너무 조임 

씰 링이 파손되고 공기 누출 

 

➢ ➢  
➢  
➢ ➢  

우유 용기가 가득 찼는지 점검하십시오.  

우유 시스템 급속 린스  

우유 거품기를 분해하여 물속에서 깨끗이 청소  

우유 온도 조절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씰 링 교환 

3  No milk foam , milk is 
fine  

a)  
b)  

흡기 밸브 잠김  

흡기 튜브 막힘 

➢  
➢  

흡기 차단 해제 또는 교체  

입구 튜브 점검 

4  No coffee  

a)  
b)  
c)  
d)  

잘못된 위치에 있는 분할 밸브  

커피 원두가루가 너무 미세할 경우  

브루어 필터 막힘  

브루어 누수 

➢  
➢  
➢ ➢  

재부팅 시스템, 분할 밸브 자체 청소  

그라인더를 조절하여 커피원두가루를 굵게 조절.  

브루어 필터 세척 및 청소  

브루어 분해 또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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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ash  a)  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작동을 멈췄다. 
➢  
➢  

전원을 끄고 5 초 후에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6  Water leakage  

a)  
b)  
c)  
d)  

분할 밸브 누수  

2 웨이 밸브 누수  

드립 트레이 물 누출  

탱크 내 밸브 누출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 ➢  
➢ ➢  

체인지분할밸브  

2 웨이 밸브 교체  

체크 밸브를 여러 번 눌러 재설정하거나 체크 밸브를 

교체하십시오.  

물탱크 교체 

 10 유지관리 

 10.1  Milk frother clean  

Step1： (그림 1) 우유 튜브를 제거하십시오. 

 

Step2： (그림 1) 손가락을 사용하여 푸아머의 양쪽 버클을 꼬집고(그림 2 참조), 커버를 제거한 다음(그림 3 참조) 푸아머를 

강제로 제거하십시오. 

 

  
  

  
  

  
  

  1   2   

Step3 ： 푸아머의 커넥터와 실리콘 부분을 뽑아내어 탭 아래에 헹군다. 

Step4 ： 그림과 같이 헹군 우유 거품을 기계에 다시 넣고 커피 배출구 커버를 덮으십시오. 

1   2   3   

1   2   3   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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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1, 화상의 예방을 위해 기계를 식힌 후 분해하십시오!  

2, 실리콘 장치를 장착할 때는 제자리에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유나 우유 거품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2 커피머신 청소 

1, 커피 머신 빈 박스, 모양 및 화면 청소: 깨끗하고 부드럽고 마른 걸레로 커피 머신의 모양과 화면을 닦는다; (그림 1, 2, 

3)  

 

트레이, 커피 콘센트 및 베이스 청소: 깨끗하고 축축한 천으로 트레이와 커피 콘센트 및 베이스를 닦는다(그림 참조).  

4, 5, 6)  

 
워터 트레이 청소 : 드립 트레이의 구성부품을 헹군 후 흐르는 물로 닦는다. 그림 8의 화살표로 표시된 금속 조각에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금속 조각 전체와 주변을 철저히 청소하고 물기를 닦아내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경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7, 8, 9, 10) 

  

3、C 물탱크 및 접지용기 세척: 물탱크 및 슬래그 박스를 흐르는 물로 헹구어 닦는다(그림 11, 12). 

1   3   2   

  
  

  
  

  
  

  
4

 
  

5   5   6   

10   

9   

  

8   
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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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tion：  

1.예방을 위해 기계를 식힌 후 분해하십시오！  

2.금속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얼룩이나 커피 접지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11 매일 사용 및 유지 관리 주의 사항 

 

1. 커피빈과 안에는 물을 넣지 마십시오.  

2.  커피머신 작동시 커피머신 문을 강제로 열지 마시고, 접지용기, 찌꺼기 등을 꺼내십시오.  

3. 상온에서 정수된 물에만 물탱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얼음물을 넣지 마십시오.  

4. 기름기가 적은 커피원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음료가 다 떨어졌을 때 화상을 피하기 위해 커피머신 출구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6. 기계를 청소할 때에는 커피 머신의 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브러시나 세정제를 사용하지 말고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이용해 

주세요. 

7. 물탱크에 물을 넣을 경우 MAX 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8. 커피를 만드는 과정 중 기계의 자가 테스트 재설정 중 자동 청소 중에는 전원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9. 커피, 뜨거운 물, 뜨거운 우유 및 기타 음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커피 컵의 높이에 따라 커피 배출구 높이를 조정하십시오.  

종료 시 올바른 단계를 따르십시오. 화면에서 종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커피 머신이 자동으로 작동함  

플러싱이 완료되면 화면이 꺼지고 커피 머신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 전원이 꺼진다.  

10. 전원 플러그를 직접 당기지 마십시오 

11. 기계를 매일 끄고 멈춘 후, 기계에 남아 있는 커피 찌꺼기와 폐수를 빼서 청소한다.  

12. 커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매일 물탱크를 청소하고 물탱크의 물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13.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외부 수원이 중단된 후에는 기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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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 : 주)이알코퍼레이션   
주소：서울 강동구 성내로 58 희성빌딩 5 층       
연락처

： 
: 02-343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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