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로피 앱 사용방법
[1] 사용전 주의사항
1. 앱 사용시 반드시 기기와 연결되고 프로파일을 모두 가지고 온 후에 스타트하여야 합니다(“the profile has
been received(1/2)” “the profile has been received(2/2)”란 문구가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완전히 연결된 상
태임)
2. 로스팅 중에는 가급적 연결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음)
[2] 앱 시작 및 상단부 메뉴설명

① 로스팅 모니터링 페이지: 실시간 로스팅 상황을 모니터링 함
② 프로파일 확인 및 편집 페이지: 저장한 프로파일을 보고 편집할 수 있음
③ 로스팅 그래프 확인 페이지: 저장한 로스팅 그래프를 보고 다른 그래프와 비교할 수 있음
④ 프로파일 다운/업로드 페이지: 사용자가 만든 프로파일을 공유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용자가 공유한 프로파
일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⑤ 설정 페이지: 로그인 및 계정설정, 표시 온도를 섭씨와 화씨 중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블루투스 연결 비밀번
호를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함
⑥ 블루투스 연결 버튼: 로스터기와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
⑦ 화면 캡쳐 버튼: 현재 화면을 캡쳐함

[로스터와의 연결방법]
** 앱을 켜고 블루투스 연결 버튼(⑥)을 누른다
–> 팝업 화면에서 디바이스 검색(Scan for devices)을 누르고 검색된 기기 목록 중에서 CEROFFEE 로스터기
를 선택한다 –> 연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OK를 누른다 (초기 비밀번호 : 0000)
–> 화면 하단부 (

)에 장비명이 나타나면 기기와의 연결 완료

단, 장비명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the profile has been received(1/2)” “the profile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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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2/2)”란 문구가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완전히 연결된 상태이니 이 문구가 뜨지 않을 경우 문구가 뜰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도 문구가 뜨지 않을 경우 앱을 종료한 후 다시 접속을 시도하십시오 (아래사진
참조)

[4] 로스팅 모니터링 페이지 설명
->대기상태

① START버튼을 누르면 로스팅이 시작됨
②,③ ▲▼ 프로파일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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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팅중
1페이지⤵

2페이지⤵

① 로스팅 그래프를 보여주는 2페이지로 넘어감
② 이젝트 버튼: 로스팅을 중지하고 콩을 배출. 쿨링모드로 들어감
③ color change 버튼: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 상에 컬러체인지 선이 표시됨
④ 1st crack 버튼: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 상에 1st 크랙 선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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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nd crack 버튼: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 상에 2nd 크랙 선이 표시됨
(③,④,⑤번 버튼은 로스팅 과정에서 한번만 누를 수 있고 실행 취소는 할 수 없음)
⑥ 로스팅 상황정보를 보여주는 1페이지로 넘어감
⑦ Data Value 버튼: 세부 데이터 보기 버튼으로 누르면 세부 정보가 보임
** 로스터기에서 로스팅이 시작되면 앱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함
-> 예열(PH)~유지06(HD06) 까지 로스팅이 진행되는 중간에 Color Change, 1st crack, 2nd crack 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각각 버튼을 눌러 표시한다
-> 로스팅이 끝나고 Cooling 모드로 전환되면 Save 버튼이 활성화됨 -> Save 버튼을 누르면 그래프 저장 여부를 묻는 팝업이 뜸
-> 그래프 이름을 적고 OK를 누르면 그래프가 저장됨
-> 이어서 프로파일 저장 여부를 묻는 팝업이 뜸
-> 프로파일 이름을 적고 OK를 누르면 프로파일이 저장됨
[5] 프로파일 확인 및 편집 페이지 설명

① 앱에 저장된 프로파일 목록들을 보여줌
② 로스터기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파일들을 불러와 보여줌
③ 현재 목록에 있는 프로파일 중 특정 프로파일을 검색함
④ 프로파일 이름. 해당 영역을 누르면 이름 변경 가능
⑤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글 영역. 눌러서 수정 가능
⑥ 각각의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로, 숫자 부분을 눌러 직접 숫자를 기입하거나 / +-버튼 / 스크롤을
이용해 값을 조정할 수 있음
⑦ save: 프로파일을 수정한 후 저장하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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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하고 싶은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PH01에서 HD06까지 각각 구간의 프로파일 값을 조정한 후 저장 버
튼을 누르면 프로파일 변경이 완료됨
** 수정 가능한 내용: 프로파일 이름, 메모, 프로파일 값
** 목록에 있는 프로파일 하나를 길게 누르면 해당 프로파일을 복사하거나 지울 수 있는 팝업나옴
[LCD 화면 프로파일명 변경방법]

*프로파일 선택후 오른쪽 상단 클릭후 프로파일명 변경

*디바이스에서 세로피기기 프로그램번호 선택 후 프로파일 전송

*LCD화면에서 변경된 프로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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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스팅 그래프 확인 페이지 설명

① 첫 번째 그래프 선택창: 그래프를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그래프만 보이고, 두 개의 그래프를 선
택하면 두 개의 그래프가 전부 보임으로서 그래프 간 비교 가능
② 두 번째 그래프 선택창
③ bean: 원두 그래프만 보임
④ drum: 드럼온도 그래프만 보임
⑤ heat: 히터파워 그래프만 보임
⑥ all: 원두, 드럼, 히터파워 그래프 모두 보여줌
** 먼저 선택된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구성하는 색상으로 구성되고
두 번째로 선택된 그래프는 좀 더 두껍고 연한 색상의 선으로 표시된다.
** 모니터링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data value 버튼을 누르면 세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래프 부분은 핀치-투-줌 방식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 그래프가 보이는 부분에서 터치를 가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가이드를 움직여 특정 부분의 온도와 시간을 알
수 있다
** 목록에 있는 그래프들 중 하나를 길게 누르면 해당 그래프를 지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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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로파일 다운/업로드 페이지 설명

** 화면은 3분할 되어있는데 왼쪽은 프로파일 마켓에 있는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가운데는 디바이스에 저장되어있는 프로파일이며,
오른쪽은 로스터기 상에 있는 프로파일을 보여 준다
** 다운로드할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받을 위치를 선택한 후 화살표를 누르면 전송이 시작 된다
① 다운할 파일을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프로파일이 다운로드됨
② 프로파일 검색 기능
③ QR코드로 프로파일 인식기능, 프로파일 정렬방식을 고를 수 있는 팝업창 나옴
④ 해당 프로파일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음
⑤ 프로파일을 선택
⑥ 사용자가 생성한 프로파일을 백업하고 복구하는 기능 팝업창 나옴(계정로그인 해야 나오는 기능임)
⑦ 선호도버튼: 선호도 표시를 하면 프로파일 목록에서 가장 위로 위치되어 정렬됨
⑧ 서버로 프로파일 업로드 : 서버에 등록된 프로파일 이외의 프로파일을 공유할수있음
③번 팝업창⤵

④번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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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번 팝업창→

<-- 백업된 파일을 디바이스로 옮기는 버튼입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프로파일을 계정으로 백업하는 버튼입니다.
** 6번 팝업창은 세로피의 계정을 만들어 로그인하면 본인이 만든 프로파일을 자기만의 계정에
보관가능하며, 업데이트 진행이나 휴대기기가 변경되어도 프로파일의 분실 걱정없이 언제든지 다시
복구가능함
⑧번 업로드⤵

**디바이스의 프로파일 선택후 프로파일마켓으로 ← 전송시 서버에 프로파일 업로드가능하여 세로피 사용자와
프로파일을 공유할 수 있음
**서버에 올린 프로파일은 업로드한 계정으로만 삭제가 가능함
**단, 서버에 올릴시 명확한 로스팅명칭과 부가설명, 출처등을 기입해야함
불명확한 로스팅 프로파일명과 상세설명이 없을 경우 정기적으로 서버관리자가 삭제하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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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정 페이지 설명

① 사용자 계정 생성, 로그인/로그아웃, 비밀번호 변경, 회원탈퇴 기능을 포함함
② 블루투스 연결시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변경가능
③ 화씨 / 섭씨 전환을 할 수 있음
[로그인 방법]

만약 기존에 ID와 Password가 있으신 경우에는 톱니바퀴모양의 설정페이지로 들어가셔서 ID와 Password를
입력한 후에 Sign in을 눌러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없으신 경우에는 Sign Up 버튼을 눌러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정 생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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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와 Password 및 Email을 입력하시면 Id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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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피 체크앱 사용방법
[1] 세로피 체크앱 설명

① 로스팅 모니터링 페이지: 현재 그림에서 보이는 페이지로 로스팅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
② 세로피 자동/단동 테스트 페이지: 로스터기 이상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자동 테스트와 단동 테
스트를 제공
③ 펌웨어 업데이트: 향후 서비스 예정
④ 블루투스 연결 버튼: 로스터기와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버튼
⑤ 화면 캡쳐 버튼: 현재 화면을 캡쳐함
[2] 로스팅 모니터링 페이지 설명

① START버튼을 누르면 로스팅이 시작됨
②,③ ▲▼ 프로파일 선택을 할수 있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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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로피 자동/단동 테스트 페이지 설명

① 기기 내부 센서들(콩온도, 드럼온도, 트레이, 히터, 모터, 이젝트, 팬)을 시각화한 이미지임. 작동중일 때 하
늘색, 작동하지 않을 때 회색, 에러가 있을 때 오렌지색으로 보여짐
② 에러 메시지 상태창: 에러 발생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며, 누르면 에러에 대한 상세 설명 팝업창 나옴
③ 콩 온도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줌
④ 드럼 온도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줌
⑤ 리미트 센서로 트레이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여부를 알려줌.
⑥ 히터: 히터 센서 동작 테스트를 하는 버튼
⑦ 모터: 모터 동작 테스트를 하는 버튼
⑧ 이젝트: 콩 배출을 하는 솔레노이드 부품을 테스트하는 버튼
⑨ 팬: 팬 동작을 테스트하는 버튼
⑩ 전류를 보여줌
⑪ 전력을 보여줌
***로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테스트 페이지에 진입할 경우 자동으로 동작중인 센서들이 보여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 오렌지색으로 보임(자동 테스트)
***⑥~⑨번까지 버튼은 로스터기가 wait 상태일 때 각각 센서에 대한 단동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음.
해당 센서가 동작 중일 때는 하늘색

버튼으로 보이며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을 경우에는 테스트가 중

단됨. 버튼을 누르고 1분이 지나면 단동 테스트가 자동으로 종료됨.
테스트 중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not okay’ 메시지와 함께 오렌지색
동작하고 있지 않을 경우 회색

버튼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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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으로 나타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