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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설정

• 앱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前往登入'(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한 후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십시오.

•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直接使用'(바로 사용)을 클릭할 수 있으나 공식 프로파일만
사용해 로스팅할 수 있습니다.



장치페어링

• 블루투스 연결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配對裝置’(장치 페어링)을 클릭하여 연결할

로스터를 선택하십시오.
• 연결에 성공하면 기기 정보가 표시됩니다.



공식 프로파일

X Smart Roast

Smart Coffee X
1차 크랙

로스팅 종료

생두 투입

로스팅 과정

예열

2차 크랙(다크 로스팅에 적용)

수동 모드

공식 프로파일



공식프로파일

• ‘官方曲線’(공식 프로파일)을 클릭하면 Sandbox Smart에서 공식 추천하는 프로파일로 로스팅할 수 있습니다.
• 라이트, 미디엄, 다크 로스팅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로스팅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각 로스팅 정도에는 9-12분의 표준 프로파일과 15분 이상의 느린 로스팅 프로파일이 있으며, 느린 프로파일 사용 시

풍미가 더 깊어집니다.



예열

• 로스팅 화면에서 '開始烘豆'(로스팅 시작)을 클릭하면 로스터가 예열되기 시작합니다.
• 예열할 때 생두를 넣지 마세요.
• 공식 프로파일의 예열 시간은 약 8-10분이며, 실제 상황은 당시 실온과 전력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두투입

• 로스터 예열이 완료되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생두를
넣으세요.

• 스위치를 켜고 '開始烘豆'(로스팅 시작)을 누릅니다.



로스팅과정

• 로스팅 도중 스마트폰을 로스터로부터 가까이 유지해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안전 문제가 있으면 바로 '停止烘豆’(로스팅 중지)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로스팅 시간, 
온도

실시간 열, 팬 및 드럼
설정

터닝 포인트 시간, 
온도

RoR (온도 상승률) 곡선



수동모드

• 로스팅 도중 일시적으로 설정을 변경하려면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手動模式’(수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 수동 모드에서만 로스터가 원래 기본 설정이 아닌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로스팅을 시작합니다.
• 수동 모드로 들어간 후에는 모든 매개변수를 수동으로 계속 제어해야 합니다.
• 1차 로스팅 과정 동안 수동 모드에서는 매개변수를 20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차크랙

• 연속 3회 이상 크랙 소리가 들리면 '一爆'(1차 크랙) 버튼을 눌러 1차 크랙
설정으로 들어가십시오.

• ‘一爆’(1차 크랙)을 누르면 앱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드럼 아래에서
원두를 꺼낼 준비를 시작하세요.

• 앱이 1차 크랙 시간과 온도를 기록합니다.



2차크랙(다크로스팅에적용)

• ‘一爆'(1차 크랙)을 누른 후 30초가 지나면 앱이 ‘二爆’(2차 크랙) 버튼을 표시합니다.
• 로스팅이 2차 크랙에 들어가서 두 번째 크랙 소리가 들리면, '二 爆'(2차 크랙)을 눌러

시간과 온도를 기록하세요.



로스팅종료

•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앱이 원두를 꺼내라고 표시합니다. 드럼
아래에서 원두를 꺼낸 후 '確定'(확인)을 누릅니다.

• ‘確定’(확인)을 누르면 로스터가 로스팅을 멈추고 냉각을
시작합니다.

• 로스터가 실온으로 식으면 로스팅 정보를 빠르게 기록할 수
있도록 ‘快速筆記’(빠른 메모)가 표시됩니다.

• 다음 로스팅을 위한 열을 남겨놓으려면 중간에 냉각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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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공유

예열/1차 크랙/2차 크랙 설정

제어점 설정

프로파일 생성

프로파일 저장

프로파일 정보 편집

프로파일 삭제

내 곡선

X Smart Roast

Smart Coffee X



프로파일생성

• 자신의 프로파일로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我的曲線'(내 곡선)을 눌러 나만의 곡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 【+】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파일 추가를 시작합니다



프로파일생성

• 기존의 공식 프로파일 매개변수를 수정하거나 공백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나만의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 프로파일의 이름을 지정하고 매개변수를 설정한 후 3단계에서 ‘確認’(확인)을 눌러 프로파일을
‘我的曲線’(내 곡선)에 저장합니다.



프로파일생성

• ‘我的曲線’(내 곡선)에서 생성된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로스팅 화면으로 들어가 각 제어점의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제어점 설정 참조).



예열설정

• 예열을 확실히 해야 커피의 풍미가 좋아집니다.
• 화면 왼쪽 하단의 버튼을 눌러 예열 온도를 설정합니다.



1차크랙/2차크랙설정

• 1차 크랙 후의 로스팅은 커피의 풍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왼쪽 하단의 버튼을 눌러 커피 1차 크랙 후의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 ‘時間’(시간)을 클릭하여 1차 크랙 후 디벨롭 시간을 설정합니다.
• '火力'(열)을 사용해 1차 크랙 후 가열 효율을 설정합니다.
• ‘風門’(팬)을 사용하여 1차 크랙 후 팬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 ‘滾筒’(드럼)을 사용하여 1차 크랙 후 드럼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 2차 크랙이 일어난 원두는 격렬하게 방열하므로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2차 크랙
후 원두를 꺼내는 카운팅 시간은 최대 2분 이내로 설정하십시오.

• 2차 크랙 설정에서도 열, 팬, 드럼 매개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점설정

• 각 제어점을 설정하여 각 단계의 커피 디벨롭을
제어합니다.

제어점을 두 번 클릭하여 각 단계
시간의 디벨롭을 미리 설정합니다.

제어점 추가/삭제



제어점
설정

• ‘時間’(시간)을 사용해 각 단계의 지속 시간을 설정합니다.
• ‘火力’(열)을 사용해 가열 효율을 설정합니다.
• ‘風門’(팬)을 사용해 팬 속도를 설정합니다.
• ‘滾筒’(드럼)을 사용해 드럼 속도를 제어하며, 분당 최대 30회까지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어점설정

제어점 추가

앞으로 제어점 1개 삭제



프로파일정보편집

• 로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파일 이름 등의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저장

• 제어점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조정된 프로파일을 저장하세요.

• 현재 프로파일 저장: 이 프로파일의 제어점을 저장합니다.

• 다른 프로파일로 저장: 조정된 프로파일을 ‘我的曲線’(내 곡선)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프로파일공유

• 회원 공유: 로스팅을 하는 Sandbox Smart 사용자 이름/등록 이메일을 입력하고 클릭 한
번으로 프로파일 공유

• 커뮤니티 공유: 소셜 플랫폼(Facebook, Line,WeChat 등의 메신저 소프트웨어)에 공유

공유 기능



프로파일공유

• 회원 공유： 로스팅을 하는 Sandbox Smart 사용자
이름/등록 이메일을 입력하고 클릭 한 번으로
곡프로파일 공유(제어 매개변수)

• 커뮤니티 공유: 소셜 플랫폼(Facebook, 
Line,WeChat 등의 메신저 소프트웨어)에 공유



프로파일삭제

• 편집한 프로파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쪽으로
쓸어넘겨 삭제할 수 있습니다



로스팅 히스토리

X Smart Roast

Smart Coffee X

히스토리 삭제

히스토리 공유

로스팅 히스토리



로스팅히스토리

• 로스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그 과정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烘豆歷史’(로스팅 히스토리)에 기록됩니다.

• 로스팅 후의 변화도 스스로 측정한 후 데이터를 히스토리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로스팅히스토리

자동으로 저장된
로스팅 프로파일

사진을 찍어 로스팅 결과
기록하기

이번 로스팅 기록하기

한 번의 클릭으로 이 프로파일을
사용해 반복 로스팅

프로파일 공유



로스팅히스토리

• 로스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그 과정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烘豆歷史’(로스팅 히스토리)에 기록됩니다.

• 로스팅 후의 변화도 스스로 측정한 후 데이터를 히스토리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공유

• 회원 공유: 로스팅을 하는 Sandbox Smart 사용자 이름/등록
이메일을 입력하면 상대방의 ‘받은 편지함’에 해당 기록이 나타납니다.



히스토리공유

• 커뮤니티 공유: 소셜 플랫폼(Facebook, Line,WeChat 등의 메신저 소프트웨어)에 공유



히스토리삭제

• 각 로스팅 히스토리에서 왼쪽으로 쓸어넘기면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