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비 사용법 안내
COFFEE CH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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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화면

① 화면 터치
→ “메뉴 선택(8페이지 참조)”으로 화면 전환
② 3초 동안 화면 터치
→ “퇴수, 저울 기능, 블루투스(앱) 연결” 페이지로 화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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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수(보일러 內 물 비우기)

보일러 내에 있는 물을 퇴수하기 위한 버튼

→ 버튼을 누르면 퇴수가 진행되고, 버튼이 “STOP” 버튼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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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울 기능

① 무게 측정용(0~2,000g)
→ 0.1g 단위로 무게 측정이 가능한 저울 기능
② 교정용
→ 추출 목표에 도달이 가능하도록 교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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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블루투스(앱) 연결

★ 당신만의 레시피를 앱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① 앱스토어 또는 구글스토어에서 “BREWVIE”

앱을 다운받으세요.

② 브루비(BREWVIE) 앱에서 당신만의 추출 레시피를 작성 후 저장하세요.

③ 브루비 머신과 앱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세요.
④ 앱(App)에서 “Send” 버튼을 누르면, 앱에 저장된 레시피가 머신으로
전송되어 자동 저장됩니다.
⑤ 브루비 “메뉴 선택“과 “컵 수 선택”에서 전송한 레시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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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블루투스 이름 변경

머신별 이름을 설정할수있습니다.
머신의 기본 이름은 BREWVIE 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CONNECT 를 3초간 길게 누르면 머신의

블루투스명을 변경할수있습니다.
최대 8글자까지 가능합니다.
(단, 이름을 변경한 후, 머신의 전원을 껐

다가 켜주시기 바랍니다.)
COFFEE CHAPS

7

2) 메뉴 선택

① 사용할 메뉴명을 입력하세요. (A~F, 6가지 메뉴명 입력가능)
→ 메뉴를 선택해서 터치하면 “컵 수 선택”으로 화면 전환
② 수동으로 메뉴명 입력을 원할 경우, A~F중 입력을 원하는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수동 입력 화면으로 전환(아래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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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컵 수 선택

필터(페이퍼) 세척 버튼
→ 버튼을 누르면 “STOP” 버튼으로 전환
① 컵 수에 따른 레시피(3가지 레시피 저장 가능)
→ 원하는 컵 버튼을 터치하면 “추출” 화면으로 전환
② 수동으로 레시피 입력을 원할 경우, “1컵, 2컵, 테이크아웃” 버튼 중
입력을 원하는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수동 입력 화면으로
전환(우측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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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출

추출 일시정지 버튼(터치시, 추출 일시정지)
→ 버튼을 터치하면 “BREW”로 변경됨
※ 아래 이미지는 저장한 레시피의 온도까지 가열하는 과정에서 보
여지는 화면입니다.

탱크 내부의 물 온도가 레시피
의 추출온도보다 높을 경우 왼
쪽의 경고 화면이 표시됩니다.
린스 기능을 이용하여 탱크 내
부의 물을 배출 시킨 후 다시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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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출 레시피 범위(추천값)

① 설정 온도: 88~96℃
② 추출 물량: 최소 10g ~ 최대 900g
③ 추출 시간: 최소 1초 ~99초
④ 대기 시간: 최소 0초 ~ 99초
⑤ 구성 단위: 뜸들이기 및 추출(최대 10단계)
⑥ 뜸들이기에 사용된 물은 실제 추출 값에서 제외됨
※ 실제 제공되는 커피량에 초점을 맞춘 세팅포인트
⑦ 유속 값: 3g/s ~ 10g/s
⑧ 레시피를 입력하지 않은 메뉴로 추출을
시도할 경우 오른쪽의 경고 화면이
표시 되며, 추출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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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 관리
① 머신 설치시, 꼭 단독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주세요.

② 추출 시, 온수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③ 3시간 동안 미사용시 “슬립 모드”가 작동됩니다.
- 슬립모드 작동시, 화면이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퇴수” 화면이 나오면 1리터 이상의 용기를 준비하여
보일러 내부의 물을 모두 퇴수 후 사용하시면 빠르게 추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④ 머신 마감시, 퇴수(보일러 內 물비우기) 조치 후 전원을 꺼주세요.

⑤ 단수 시, 머신의 모터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꼭 전원 버튼을 끄거나 자동급수펌프 장치를 사용해주세요.
⑥ 저울을 강한 힘으로 누를 경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히 다뤄주세요.

⑦ 높이 조절부를 가능 범위 이상으로 무리하게 다룰 경우, 부품의 파손이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히 다뤄주세요.
⑧ 정수 된 물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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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 해결
① 사용자의 부주의로 추출구에서 물이 분사되어 액정 버튼을 눌러도 물방울로 인해 터치가 안될 경우,
머신 하단부 우측에 전원 버튼을 꺼주세요.
②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앱에서 머신으로 레시피 전송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해 주세요.
- 머신과 앱의 블루투스 연결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 연결에 이상이 없을 시 앱을 지우고 다시 설치해주세요.
- 앱 재설치 후에도 이상이 있을시 머신의 전원을 껐다 켜서 재시도해 주세요.
③ “슬립모드” 동작시 터치스크린이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터치만으로도 다시 “퇴수”화면이 나타나오니
퇴수 후 작동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추출이 가능합니다.
④ 추출 단계에서 온도계의 그림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머신 내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수도관 또는 머신과 연결된 수로를 잠갔거나 잠긴 경우
- 머신과 연결된 정수필터의 수명이 다 된 경우(필터 막힘 현상)
⑤ 추출 단계에서 탱크 내부의 물 온도가 레시피의 추출온도보다 높을 경우, “TEMPERATURE HIGH” 메시
지가 표시 됩니다.
- 온도를 낮추기 위해 린스 기능을 이용하여 보일러 내부의 물을 조금 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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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사양
① 머신 규격: 가로 200mm X 세로 440mm X 높이 325mm
② 설치 규격: 가로 170mm X 세로 410mm X 하단부 400mm
(바 타공 및 매립시 하단부 최소 여유공간 기준)
- 에어 갤러리의 최소 크기(환기) 및 올바른 위치 : 150mm (사방)
③ 무게: 약 10kg
④ 전압: AC 220V
⑤ 전력: 2,500w(단독 콘센트 사용, 플러그 타입)
⑥ 보일러 저장용량: 1,000g
⑦ 히터: 듀얼 히터 방식
⑧ 저울: 최대 2,000g(0.1g 단위 측정 및 표기)
⑨ 터치 스크린: 4.3인치
⑩ 블루투스 4.0 지원
⑪ 전용 어플리케이션 지원(“앱스토어” 또는 “구글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⑫ 최대 입력 수압 : 1.0MPa
⑬ 최소 입력 수압 : 0.02MPa
• 전원 연결 및 기타 별도의 엑세서리 연결 방법 – 인스톨 매뉴얼 참조
• 기기에 연결된 워터 튜브 어셈블리의 경우 기기에 부착 된 새 것을 사용해야 하며 기존의 것을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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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락처
① 홈페이지: www.coffeechaps.com

② 이메일: info@coffeechaps.com
③ 소비자 상담실: 032-623-6149 커피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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