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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 추출 노브
(티워터 노브)

컵 트레이

온도 조절 휠

전원 스위치

스팀 압력 게이지

뜨거운 물 추출구 드립 트레이

스테인리스 포터필터

스팀 완드

추출 압력 게이지

추출 패들

스팀 노브

파란색 : 수위

빨간색 : 예열·추출준비

안내등

물 저장소
(드립 트레이 안쪽에 위치)

본 자료는 (주)라마르조코 코리아의 자산으로 서면 동의 없이 무단 배포 및 수정, 복사를 금합니다.



제품 설치 방법
두 사람이 함께 머신을 들어주세요 (제품의 무게가 32kg 이상)

1.
두 사람이 리네아 미니 양 옆에서 
앞,뒤쪽을 잡고 설치할 장소로 
옮긴다.

2.
머신을 벽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
한다.(멀티탭 사용 금지)

3.
드립 트레이를 제거한다.
(들어서 당김)

4.
물 저장소를 당겨서 꺼낸 후 
뚜껑을 분리한다.

5.
물 저장소에 물을 채운 후 
뚜껑을 다시 끼운다.

7.
머신을 켜고 물이 데워지는 것을 
기다린다. 빨간 불이 깜빡이다가 
추출 준비가 완료되면 켜진 상태로 
고정된다. 
왼쪽에 위치한 스팀 압력 게이지가 
1.3 ~ 2.0 사이에 위치하면 스팀을 
사용할 수 있다.

[안내사항]
빨간등 : 히팅 중일때 깜빡이고 추출 준비가 완료되면 켜진 상태로 고정
파란등 : 물저장소에 물이 최소량 이상 있으면 켜진 상태, 깜짝거리면 물 보충 필요

오른쪽 압력 게이지는 12Bar를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 
만약 12Bar를 넘는다면 매뉴얼에 있는 익스팬션 밸브 조절 방법을 참고.

6.
물 저장소를 밀어 넣어 원위치 후 
드립 트레이도 다시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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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만들기
필요한 재료 : 원두, 그라인더, 탬퍼, 넉박스, 저울(저울은 옵션이지만 추천)

1.
포터필터를 리네아 미니에서 
분리한다.

2.
만약 저울을 사용한다면 
포터필터를 저울 위에 올려
0점을 맞춘다.

3.
적절한 양의 커피를 분쇄하여 
바스켓에 담는다. 

4.
원하는 양의 커피를 담았다면
담긴 커피를 평평하게 한다.

5.
바스켓에 담긴 커피를 탬퍼로 
눌러 탬핑한다.
(9~14kg의 압력)

7.
리네아 미니에 포터필터를  
장착한다. 원하는 컵을 저울 위에 
올려 0점을 맞추고 포터필터 
아래에 놓는다.

8.
패들을 왼쪽으로 넘겨 추출을 
시작한다. 

9.
원하는 양의 에스프레소 추출 후 
패들을 오른쪽으로 넘겨 추출을 
종료한다.

10.
포터필터를 분리하고 
커피퍽을 넉박스에 버린다. 

6.
패들을 한번 당겼다가 원위치로 
돌려서 그룹헤드의 물을 조금 
흘려 보낸다. (그룹헤드 플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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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밀크 만들기
필요한 재료 : 스팀피처, 차가운 우유

1.
차가운 우유를 움푹 파인 피처의 
입구 1cm 아래까지 채운다.

2.
스팀 노브를 돌려 스팀 완드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제거한다.

3.
스팀 완드를 15˚의 각도로 
우유가 담긴 피처에 넣고 
스팀 팁이 우유의 표면에 
살짝 잠기게 한다.

4.
스팀을 켜서 우유에 공기를 
주입한다. 칙-칙- 하는 소리가 
우유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해준다.

우유가 30~50%정도 팽창되면 
스팀 팁을 우유 속으로 완전히 
넣어 우유가 회전되도록 한다.
스팀 피처의 온도가 57~65℃가 
되면 스팀을 잠근다.

5.
스팀을 켜서 잔여물을 청소하고 
헝겊으로 닦는다.

7.
에스프레소와 함께 잔에 붓는다.

6.
피처 안의 우유를 회전시키면서 
탁자에 바닥면을 쳐서 표면에 
떠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피처를 살살 회전시켜서 위쪽의 
거품과 아래쪽의 액체를 골고루 
섞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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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필요한 재료: 일자 드라이버, 중간크기 용기, 뜨거운 물, 머신 전용세제, 숫가락

1.
용기에 뜨거운 물을 채운 뒤 6g의 
전용 세제를 넣고 한쪽에 놔두고 
희석시킨다.

2.
포터필터를 분리한 뒤 바스켓을 
제거한다. (일자 드라이버가 
필요하며 분리한 필터는 세제를 
희석한 용기에 넣어둔다)

3.
포터필터에 블라인드 바스켓을 
끼운다. 그리고 3g의 세정제와 
약간의 뜨거운 물을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섞는다.

[청소 방법]
15초간 추출 후 30초 기다림
5초 추출, 5초 대기를 5번 반복
포터필터 해제 후 추출을 실행해서 
잔여 약품을 흘려보낸다.
다시 포터필터를 장착 후 
5초씩 10번 추출 실행

5.
모든 부품을 20~30분간 담근 뒤 
빼내서 흐르는 물에 헹군다.

6.
모두 깨끗하게 헹군 후 
건조시키고 재결합한다.

7.
남아있을지 모를 약품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 에스프레소를 한잔 
추출해서 버린다.

4.
모든 부품(바스켓, 포터필터)을 
전용 세제를 물에 희석시킨 
용기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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