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



아카이아 루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카이아 루나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위해 디자인 된 높은 정밀도와 일관성을 
지닌 저울입니다. 아카이아의 독창적인 산업용 측정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저울은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정확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만들어진 이 컴팩트한 저울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드립 트레이 위에 
쉽게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추출 루틴에 따라 커스텀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과 추출을 모니터하기 위한 유량 인디케이터를 이용해 아카이아 루나는 
당신의 완벽한 에스프레소 샷 추출을 도울 것입니다.

이 퀵 스타트 가이드는 저울의 첫 설정과 기본 사용부터 고급 기능과 다양한 
모드들을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기초적인 사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샷의 무게와 시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매뉴얼 모드에서 시작해, 당신의 추출 
루틴에 맞도록 자동 모드들을 사용해 과정을 단순화 해 보세요. 에스프레소 
유량 인디케이터는 실시간으로 시각화된 피드백을 제공해 당신의 샷 추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바 동선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시작해 보세요. 추출되는 샷의 
일관성과 정확도는 아카이아 루나에 맡기고, 당신은 오직 완벽한 에스프레소 
샷에만 집중하세요.



패키지 구성

루나를 사용하기 전에
상처 방지 백을 
제거하세요

평편하고 안정적인 곳에 
저울을 위치하세요

보호 스트입
미끄럼 방지 스트립 x 2
마찰 저하 보호 스트립 x 2

열 보호패드 USB C
타입 충전 케이블

Acaia 루나

Acaia 칼리브레이션 
무게추 100g

Lorem ip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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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스트립 붙이기

* 끝�선부터 3mm

저울을 뒤집으세요.1

루나의 상부 끝과 하부 끝 선을 따라 
보호 스트립을 고르게 눌러 
부착합니다.

4접착 뒷면을 제거합니다.3

붙이고자 하는 위치에 알코올을 
문지른 후 먼지 없이 완벽하게 
건조시킵니다.

2

미끄럼 방지 스트립은 루나가 머신의 드립 트레이 위에서 더 안정적이도록 돕습니다. 
마찰 저하 보호 스트립은 드립 트레이 위에서 루나가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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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둘러보기 

LED 표시등 

영점 버튼 전원 버튼 

더블 탭
탭

누르고 있기

USB C
타입 충전 포트

용기 무게 설정
용기 무게 설정 /
영점 설정하기

전원

모드 변경하기
모드 사이 변경하기

전원 켜기
켠원 끄기

충전/배터리 부족 표시등

블루투스 연결 표시등 

무게 안정 표시등 

데이터 전송 표시등

버튼 눌림

자동 시작 타이머 
표시등 (유량)

자동 시작 타이머 
표시등 (용기 무게) 

자동 영점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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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인디케이터

유량 인디케이터는 디스플레이 상단의 LED 바로 표시됩니다. 이 인디케이터는 
실시간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을 시각화해 보여주어 추출 도중에 채널링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량을 왼쪽의 초당 0.1g 단위부터 오른쪽의 초당 3,4g 
까지 LED가 켜진채로 측정합니다. 유량이 초당 5g을 넘어서면 마지막의 3개 LED가 더 
밝게 빛나며 높은 추출 유량을 나타냅니다.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동안, 유량 
인디케이터는 해당 추출에서 가장 높게 기록된 유량을 밝은 1개의 LED로 표시합니다.

유량 표시기는 모든 모드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 메뉴에서 표시기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측정 단위 : g

2.51.00.5 4.01.5 3.02.00.1 4.53.4 5.0

부드러운 천과 따뜻한 물만을 사용하여 제품을 청소하세요.
세제나 다른 화학제품을 사용해 청소하거나 제품을 담글 경우, 제품 표면의 아노다이즈 
코팅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관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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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고급 설정

아카이아 루나는 고온 아래에서는 충전이 진행되지 않는 충전 보호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커피 추출 직후 저울의 표면이 뜨거운 상태에서 충전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증상입니다. 저울이 식으면 충전 기능은 정상 작동할 것입니다.

구성품에 포함된 USB C타입 충전선을 USB 포트에 꽂아 
루나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 완충 후 30~40시간 
동안 연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탭 하여 선택
누르고 있는 채로 확인
탭 하여 나가기

당신은 저울의 시스템 설정을 변경해 사용 편의에 맞게 환경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를 조절하거나 유량 인디케이터를 끄고 켜는 것처럼 말이죠. 프리인퓨전 시간을 
포함해 자동 측정을 시작할 것인지와 같이 상세 설정을 진행하며 에스프레소 추출 동선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에 진입하려면, LED표시창에          가 표시될 때까지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배터리 레벨이 표시될 때까지 계속       버튼을 누른 채 있으면, 저울이 자동으로 설정 
메뉴로 진입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고급 설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출 
모드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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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모드 한 눈에 보기

모드 1. 무게 측정 모드  

모드 2. 듀얼 디스플레이 모드

이 모드에서는 저울이 에스프레소 추출 유량을 감지하면 타이머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추출이 멈추면 타이머가 정지됩니다.

* 주의: 유량 감지는 느리게 흐르는 에스프레소 샷을 감지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주전자로 붓는 행위에서는 타이머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처음 몇 방울의 추출과 함께 타이머를 시작하고자 하는 바리스타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저울의 무게가 안정화되면 자동으로 영점을 잡고, 에스프레소 추출이 
감지되면 타이머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타이머는 추출이 멈추면 정지됩니다.

모드 3. 유량 감지 자동 시작 모드 (     ) 

시간과 무게를 동시에 표시하는 이 모드에서는 수동으로 타이머와 영점을 설정하며 추출 
환경에 맞게 저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 측정 모드는 모든 무게 측정을 위한 기능입니다.

모드 4. 자동 영점 및 유량 감지 자동 시작 모드 (        ) 

6



이 모드는 프리 인퓨전 타임을 총 추출 시간에 포함하고자 하는 바리스타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샷 글라스를 올려 놓은 후 저울의 무게가 안정화되면, 저울은 자동으로 
영점을 잡은 후 타이머를 시작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저울이 자동으로 영점만 설정하고 타이머를 자동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울에 샷 글라스를 올려 놓으면 자동 영점이 진행됩니다. 추출이 끝난 후 샷 글라스를 
제거하면, 디스플레이에는 추출된 음료의 무게와 글라스의 무게가 깜빡이며 표시됩니다.

모드 6. 자동 영점 모드 (     ) 

모드 5. 자동 영점 및 자동 시작 모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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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칼리브레이션

주의: 당신은 아마 500g, 1000g의 무게추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아카이아 무게추가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F2 등급 기준의 무게추를 추천합니다.

주의

아카이아 루나는 정밀한 기계이며,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칼리브레이션이 
권장됩니다. 스마트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무게 측정 모드로 진입해 아래의 
단계를 진행하세요:

저울의 한 가운데에 
칼리브레이션 무게추를 
올려 놓으세요.

100g

칼리브레이션이완료되
었습니다.무게추를 
제거하세요.

100g100g

디스플레이에         이 
표시될 때까지     를 
빠르게 탭하세요. 

• 저울 표면에 뜨거운 물체를 바로 올려 놓지 마세요. 열 보호패드를 사용하세요.
• 제조업체의 동의없이 어떠한 변경을 진행할 경우 저울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강한 자력이 있는 곳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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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를 스캔하시면 퀵 스타트 가이드와 
한국어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support@acaia.co 으로 문의하십시오

AL032-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