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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포장재 처리
밀레 가전 제품의 운반 및 보호용
포장재는 환경친화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포장재의 재활용은 제작 과정에서의
원자재 사용량과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줍니다.

구형기기의 폐기
가전제품을 잘못 다루거나 폐기하면
사람의 건강과 자연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세요.

구형기기는 해당 지역의 폐가전 수거 및
재활용 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하시고,
기기 보관시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에너지절약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건조시간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건조 전에 세탁물을 완전히
탈수하세요. 탈수를 충분히 할수록
건조하는 데에 드는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프로그램의 권장 세탁량을
넣어주세요. 권장량보다 적게 넣으면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양을
넣으면 건조 효과가 떨어지고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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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건조기를 설치한 공간의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해 주세요. 열을
방출하는 기기와 함께 있을 경우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세요.
– 의류건조기를 사용한 후 보풀 필터를
청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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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의류건조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류건조기는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류건조기의 부적절한 사용은 신체적 부상 및 제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과 의류건조기 손상 방지를 위해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세요. 사용설명서는 안전, 설치, 작동, 유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설명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셨다가 다음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설명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의류건조기는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사용

 의류건조기는 가정 및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의류건조기는 야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류건조기에는 물세탁한 제품 및 제조업체가 의류건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키트를 사용하신다면 사용자 책임 하에 포장지의
설명에 따라 유의하여 사용하세요.
밀레는 의류건조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 및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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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신체적 노약자, 어린이 및 심신미약자, 미숙련자 등이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사용 중 타인의 관리를 받거나 안전한
사용법 및 부적절한 사용 결과에 대해 인지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관련 안전사항

 어른의 지속적인 감독 하에 있지 않는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류건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안전한 사용법 및 부적절한 사용 결과에
대해 숙지한 경우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류건조기를 청소하거나
유지관리할 수 없습니다.

 의류건조기 주변에 있는 어린이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아이들이 의류건조기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하세요.

기술적인 안전사항

 의류건조기를 설치하기 전에 외관상 파손이나 결함을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확인하세요. 또한 손상된 의류건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의류건조기를 주전원에 연결하기 전에 데이터 플레이트에 명시된
퓨즈 등급, 전압, 주파수 등이 주전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기 기술자에게 문의하세요.

 의류건조기를 주전원에 연결해야만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됩니다.

 의류건조기는 반드시 올바르게 접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전기 기술자에게 배선 시스템 확인을 요청하세요.
밀레는 부적합한 배선 시스템으로 인한 결과(예: 전기 감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품을 주전원에 연결할 때 전기부하용량이 작은 연장선 또는

멀티탭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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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전선 케이블에 결함이 있다면 밀레 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체하세요.

 허용된 방식 이외의 수리는 사용자를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으며, 밀레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밀레
서비스 기사가 수행하지 않은 수리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결함이 있는 부품은 반드시 밀레 부품으로 교체하세요. 밀레는

밀레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품 사용시 안전을 보장합니다.

 의류건조기가 고장났거나 청소 또는 유지관리 중에는
의류건조기를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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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의류건조기를 움직이는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예: 선박 내)

 밀레가 허가하는 경우 이외에는 의류건조기를 변형하거나
개조하지 마세요.

 히트펌프 기술과 냉매:

의류건조기의 히트펌프는 냉매를 사용하는데, 이 냉매는 컴프레셔에
의해 응축된 뒤 열교환장치를 통해 폐쇄회로에서 순환합니다.
– 히트펌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은 정상이며 의류건조기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 냉매는 불이 붙거나 폭발하지 않습니다.
– 의류건조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했다면 주전원에
연결하기 전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치 및
연결" 참조)
의류건조기를 설명한 방식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면, 처음 기기르
작동하기 전에 권장 대기시간을 준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히트펌프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 의류건조기는 불소가 첨가된 온실가스를 밀봉된 상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냉매 명칭 : R1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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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설치 및 연결" 과 "기술 데이터" 항목에 있는 지시사항을
따라주세요.

 의류건조기를 주전원에 연결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세요.

 의류건조기와 바닥 사이를 주춧돌 또는 카페트로 막지 마세요.
기기의 통풍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 의류건조기 도어가 이상없이 열리는 지 확인하세요.
올바른 사용

 의류건조기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세탁물의 양은 10kg입니다.

(건조 중량 기준) 각 프로그램별 최대 세탁물량은 프로그램 차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의류건조기를 조절장치가 있는 콘센트
(예: 타이머 또는 최대수요전력 전원차단 장치)에 연결하지 마세요.
만약 냉각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건조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세탁물이 자연발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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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품은 의류건조기 사용을
금합니다:

– 세탁하지 않은 의류
– 기름 또는 화장품 얼룩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제품을
의류건조기에 넣으면 건조 프로그램 중 열이 가해질 때 또는 건조
프로그램 종료 후 의류건조기에서 꺼냈을 때 발화될 수 있습니다.
– 인화성 세제 처리가 되어있거나 아세톤, 알콜, 벤젠, 휘발유, 등유,
얼룩 제거제, 테레빈유, 왁스, 왁스 제거제 및 기타 화학물질이
남아 있는 대걸레 또는 마루걸레와 같은 제품
– 헤어광택제, 헤어스프레이, 매니큐어 제거제 또는 유사 제품이
칠해진 제품
심하게 오염된 제품을 세탁할 때는 충분한 양의 세제를 투입해서
높은 온도로 세탁하세요. 제대로 세탁이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번 세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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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주머니를 완전히 비우세요 (라이터 또는 성냥 등 주의).

 위험: 건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전원을 끄지 마세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세탁물의 열기를 식히세요.

 섬유유연제는 포장에 기재된 설명에 따라 사용하세요.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탁물은 의류건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 화학약품(예: 드라이클리닝용 세제)으로 세탁한 의류
– 라텍스 스펀지 고무로 만들어진 제품, 샤워캡, 방수 제품, 고무를
코팅한 제품, 스펀지 고무가 채워진 의류 및 베개
– 솜 등의 충전재가 채워진 제품(예: 베개, 자켓)이 손상된 경우.
내용물이 빠져나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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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의류건조기에서 세탁물을 꺼냈을 때 너무 뜨겁지 않도록 가열
단계 이후에 냉각 단계가 이어집니다.

냉각 단계가 완료될 때 까지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자마자 건조기에서 모든 세탁물을 꺼내세요.

 도어에 앉거나 기대지 마세요. 의류건조기가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도어를 닫아주세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 아이들이 의류건조기에 기어오르거나 내부에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 동물이 의류건조기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의류건조기를 보풀 필터 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 손상된 보풀 필터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손상된 본체 필터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과도한 보풀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조 프로그램 사용한 후에는 보풀 필터를 청소해야 합니다.

 보풀 필터와 본체 필터는 청소 후에 완전히 건조하세요. 젖어 있는
상태로 의류건조기에 끼우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에가 낄 정도로 온도가 낮은 공간에 의류건조기를 설치하지

마세요. 응축수가 펌프와 호스 안에서 얼어 의류건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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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물이 응축수통에 모이지 않고 호스를 통해 싱크대나 세면대로
흘러나가도록 설치했다면 호스가 미끄러지지 않게 잘 고정시켜
주세요.

 응축수를 마시지 마세요. 사람이나 동물이 응축수를 마실 경우,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류건조기를 먼지가 없는 곳에 설치하세요. 의류건조기에 먼지가
들어갈 경우 열교환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호스를 이용해 의류건조기에 물을 뿌려 세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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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향기 카트리지 (추가 구매 가능한 액세서리)
 밀레 정품 향기 카트리지를 사용하세요.

 향기 카트리지는 포장용기 안에 보관하세요.

 주의: 방향제가 새어나올 수 있으니 향기 카트리지 또는 향기
카트리지를 넣은 보풀 필터를 옮길 때는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기울이거나 측면으로 내려놓지 마세요.

 방향제가 바닥이나 의류건조기 또는 의류건조기 부품(예: 보풀
필터)에 쏟아졌을 경우 수건으로 즉시 닦아주세요.

 방향제가 카트리지에서 새어나와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눈에 들어갔을 경우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씻어내세요. 삼켰을 경우 깨끗한 물로 입을 행궈내세요. 방향제가
눈에 들어가거나 삼켰을 경우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세요.

 방향제가 카트리지에서 흘러나와 옷에 묻었을 경우 즉시 옷을

갈아입으세요. 세제가 묻은 옷 및 세제를 닦아낸 천을 충분한 양의
물과 세제로 세탁하세요.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화재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쓴 향기 카트리지에 방향제를 재충전하지 마세요.
– 결함이 있는 향키 카트리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다 쓴 향기 카트리지는 휴지통에 버리시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향기 카트리지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의 안내를 따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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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액세서리

 밀레에서 제공하지 않은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한 경우
제조사는 무상보증 및 제품 성능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WTV" 세탁기-의류건조기 상하단 연결키트를 사용해서 밀레

의류건조기를 밀레 세탁기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별도주문 가능).

의류건조기 받침대를 주문할 경우 (액세서리. 국가 별로 상이),
해당 의류건조기에 맞는 모델인지 확인하세요.

사용상 주의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밀레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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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사용방법
조절판넬

a 액정판 센서버튼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f 추가기능
프로그램에 다양한 추가기능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b 시작/정지 버튼
선택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작동
중인 프로그램을 취소할 때
사용합니다.

g 프로그램 선택 다이얼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c 건조단계
모든 프로그램에서 건조단계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h 광학 인터페이스
서비스 기사 방문시 기기 상태 확인을
위한 기능입니다.

i 버튼
의류건조기의 전원을 켜고 끌 때
d 건조시간
사용합니다.
시간 설정된 건조 프로그램의 시간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프로그램 또는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주름방지단계의 종료 후 또는
의류건조기의 전원을 켠 후 15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e 예약건조
꺼집니다.
예약건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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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사용방법
액정판

설정 변경을 통해서 의류건조기 기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 끝 부분의 "
설정메뉴"를 참조하세요
"기타 프로그램"에서 다음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오토세탁+

–

섬세의류

–

방수

–

스포츠웨어

–

아웃도어

, OK,  센서버튼

–

냉풍

센서에 불이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스켓 프로그램

–  센서
목록을 아래로 내리거나 세기를 낮출
때 사용합니다.
– OK 센서
선택한 프로그램과 설정된 수치를
확정할 때, 하위메뉴를 열 때
사용합니다.
–  센서
목록을 위로 올리거나 값을 높일 때
사용합니다.
아무 선택을 하지 않거나 OK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센서의 불이 꺼집니다.
EcoFeedback(에코피드백에너지소비량) 센서버튼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소비량" 부분을
참조하세요.
설정메뉴
∧와 ∨를 동시에 누르면 설정 메뉴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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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사용방법
Perfect Dry - 퍼펙트 드라이

기기 사용의 예

퍼펙트 드라이 시스템이 세탁물에
남아있는 잔존 수분량을 측정해서
세탁물을 완벽하게 건조합니다.

목록 이동

프로그램이 시작한 뒤에 퍼펙트 드라이
표시가 깜박거리다가 화면에
작동시간이 나타나면 꺼집니다.
선택한 건조단계에 도달하면 퍼펙트
드라이 표시가 다시 켜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퍼펙트 드라이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울/손세탁,
실크, 냉풍, 온풍, 바스켓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나는 화살표는 선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오토세탁+

 를 누르면 목록이 아래로 내려가고,
를 누르면 목록이 위로 올라갑니다.
OK 버튼을 눌러서 선택된 항목을
확정합니다.
선택한 추가기능 확인
표준건조



잔여시간

OK 를 눌러서 추가기능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화면에
잔여시간이 나타납니다.

활성화되었으면 체크표시가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난 작동시간은 건조단계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소는 작동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세탁물 양, 섬유 종류, 잔존 수분량.
전자 장치가 기기의 상태를 반복
측정해서 작동시간을 더욱 정확하게
조정합니다.



값 설정
작동시간

0:20 h

흰 색으로 표시되는 값은 를 눌러서
낮추거나 를 눌러서 높일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면 선택한 값이
활성화됩니다.

하위 메뉴에서 나가기
을 눌러 하위 메뉴에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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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주의사항
보호 포장지와 스티커 제거

처음 사용하기 전에

 제거



 OK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 도어에 있는 보호 포장
– 앞면과 윗부분에 있는 스티커

도어를 열면 보이는 라벨은
떼어내지 마세요. (데이터 플레이트)

의류건조기 설치 후
의류건조기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기기가 제대로 설치되었고
전원에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설치와 연결"에 설명된
것처럼 기기를 옮기지 않은 경우,
전원장치에 연결하기 전 적어도
한시간 동안 기기를 세워두세요.
의류건조기 전원이 켜지면 환영 화면이
나타납니다.

언어 설정
화면에 나타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설정메뉴에서 언제든지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deutsch





 화면에 원하는 언어가 나올때까지 
와 를 눌러서 목록을 이동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화살표는 선택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OK를 눌러서 선택한 언어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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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세요 

 “1.올바른 세탁물 관리" 와 "2.
의류건조기에 세탁물 넣기"를
참조하세요.

 의류건조기에 세탁물을 넣고 “3.
프로그램 선택 및 시작"에 설명된
대로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한 시간 이상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나면 최초 사용을 위한 절차는
완료된 것입니다.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소비량(EcoFeedback에코피드백) 기능을 사용해서
의류건조기의 에너지 소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량(EcoFeedback에코피드백) 센서를 누르면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 프로그램 시작 전 소비 측정량
– 프로그램 중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 센서에 불이 들어오고
화면에 정보가 나타납니다. 몇 초 후
불이 꺼지고 정보가 사라집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도어가 열리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소비량
– 보풀 필터와 본체 필터의 보풀 축적량
(0% = 적음, 50%=중간, 100%=
많음). 보풀 축적량이 많으면
작동시간이 길어지고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에너지 실제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전기

2,0

kWh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낮으면 < 0.1
kWh 가 나타납니다.
소비량은 프로그램 단계와 잔존
수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동으로
소비량이

작동 중 도어가 열리거나
마지막에 의류건조기가
꺼진다면, 화면에는 예상
보여집니다.

총 소비량 설정
– 방금 사용한 프로그램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 현재까지의 총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설정 메뉴"를
참조하세요.

1. 예상 소비량

 프로그램 선택 후에 EcoFeedback
에코피드백 센서버튼을 누르세요.

몇 초 간 예상 소비량을 나타내는
막대가 나타납니다.
전기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예상 에너지
소비량이 높습니다.
예상 소비량은 선택된 프로그램과
추가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실제 소비량
■ EcoFeedback-에코피드백
센서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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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세탁물 관리
세탁물 관련 주의사항
– 심하게 오염된 의류을 세탁할 때는
세제를 충분히 사용하시고, 높은
온도를 선택하세요. 완전히
세탁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한 번 이상 세탁하세요.
– 의류건조기에 세탁물을 넣기 전에
완전히 탈수시키세요. 탈수를 충분히
하면 건조에 드는 에너지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탁물 및 의류건조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어두운
색상의 의류과 밝은 색상의 의류은
따로 세탁하고 건조하세요.
– 풀먹인 세탁물을 의류건조기로
건조할 때는 평소보다 두 배의 풀을
사용하세요.

건조 전 세탁물 준비
세탁물에 플라스틱 세제볼이나
라이터 등의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의류건조기 안에서
녹거나 폭발해서 의류건조기와
옷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을 참조하세요.
의류건조기에 세탁물을 잘못 넣거나
의류건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섬유 종류, 직물 짜임, 세탁물 크기,
건조단계, 세탁 방법 등에 따라
세탁물을 분류하세요.
– 패딩제품이나 다운웨어의 충전재가
빠져나오지 않는지 솔기를
확인하세요. 건조 과정에서 충전재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세탁물을 분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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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와 넥타이는 함께 묶어서
건조하세요.
– 이불커버 또는 베개커버는 호크
단추로 고정해서 작은 세탁물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 브레지어의 언더와이어를 꿰매거나
제거하세요.
– 자켓은 고르게 마를 수 있도록 자켓
지퍼를 열어서 넣으세요.
– 다림질을 아주 약하게 해야하는
세탁물 및 아주 섬세한 섬유는 건조할
때 세탁량이 많으면 주름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탁물을 건조할 때는
세탁량을 줄이세요.

의류 관리 라벨
건조




보통/높은 온도
낮은 온도:
저온건조 선택(섬세의류)
의류건조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림질

 아주 뜨겁게
 뜨겁게
 약하게

 다림질을 하지 말 것

1. 올바른 세탁물 관리
건조과정 중 세탁물 관리

– 열에 특히 민감하거나 주름이 잘
생기는 옷을 건조할 때는 저온건조
기능을 선택하세요.

“프로그램 차트"에서 프로그램 및
최대 세탁물량을 확인하세요.
–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권장 세탁량에
맞게 넣으세요. 세탁물을 너무 적게
넣는 것은 비 경제적입니다. 세탁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건조 성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탁량이 절반 가량일 경우에는 자동
세탁물 조절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건조단계를 선택하세요.
예: 표준건조+ : 의류건조기에서
세탁물을 빼낸 뒤 접어서 보관할 경우
다습건조 : 식탁보처럼 건조 후 추가
관리가 필요한 제품인 경우
– 다운웨어의 안감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젠틀스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의류를 부분적으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 순수 린넨 제품은 표면이 거칠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 라벨에 의류건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의류건조기를 사용하세요.
젠틀스무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의류를 부분적으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 울 및 울 혼방 제품을 의류건조기에
건조하면 엉겨붙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울/손세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부풀릴 수
있습니다.
– 티셔츠와 속옷 같은 루프니트 의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류는 지나치게 건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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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류건조기에 세탁물 넣기
”1. 올바른 세탁물 관리"를
반드시 먼저 읽고 확인하세요.
 버튼을 눌러 의류건조기의 전원을
켜세요.
드럼 내부 조명이 켜집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조명이 켜진 후
몇 분 뒤, 프로그램 시작 후 몇 분 뒤
드럼 내부 조명이 꺼집니다.

도어 열기

향기 카트리지를 쓰지 않는 경우
손잡이(화살표 부분)을 아래로
내려서 닫으세요.

도어 닫기

 도어링 아래에 손을 넣고 당기면
도어가 열립니다.
 세탁물을 펼쳐서 드럼 안에
넣으세요.

드럼에 세탁물을 과도하게 넣지
마세요.
과도한 양의 세탁물을 투입하면
완벽히 건조되지 않거나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어를 닫을 때 세탁물이 도어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탁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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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를 가볍게 닫으세요.

3. 프로그램 선택 및 시작
프로그램 선택

기타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택 다이얼을 돌리세요.
프로그램 선택 다이얼을 돌리면 해당
프로그램과 설정 기능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프로그램이 선택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최대 세탁량(건조된 상태에서의 무게)
이 화면에 몇 초 간 표시됩니다.
OK를 누르거나 건조단계 또는
작동시간이 화면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 과도한 양의 세탁물을 넣었다면
약간 덜어내세요.

오토세탁+



 ∨나∧를 눌러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화면에 보일 때까지 목록을
이동하세요.
 OK를 눌러서 선택된 프로그램을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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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선택 및 시작
건조단계 변경 가능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및 추가 건조

– 면, 합성의류, 섬세의류, 데님, 셔츠,
신속, 젠틀스무딩, 스팀스무딩, 오토
플러스,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 면울 손세탁, 실크 손세탁,
방수처리
건조단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건조 프로그램 선택 후 건조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조단계 버튼을 누르세요.
최근에 선택한 건조단계 옆에 √가 표시
됩니다.
표준건조





 ∨나∧를 눌러서 원하는 건조단계가
화면에 보일 때까지 목록을
이동하세요.
 OK를 눌러서 선택된 건조단계를
확정하세요.

면과 신속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모든
건조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건조단계에 제한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선택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최대 세탁량(건조된
상태에서의 무게)이 화면에 몇 초 간
표시됩니다.
OK를 누르거나 건조단계 또는
작동시간이 화면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 과도한 양의 세탁물을 넣었다면
약간 덜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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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풍, 온풍, 바스켓 프로그램
10분 단위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냉풍: 20 min - 1:00 h
온풍: 20 min - 2:00 h
바스켓 프로그램: 40 min - 2:30 h
 작동시간 버튼을 누르세요.
작동시간

0:20 h

 ∧을 눌러서 작동시간을 늘리고, ∨
을 눌러서 작동시간을 줄입니다.
 OK를 눌러서 설정한 작동시간을
확정합니다.

3. 프로그램 선택 및 시작
추가기능 선택 및 예약건조
추가기능

건조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퍼펙트 드라이에 불이
들어옵니다. ("의류건조기 사용방법"
참조)
프로그램이 끝나기 직전에 화면에
냉각이 표시됩니다. 세탁물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프로그램은 아직
종료되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세요.
추가기능이 선택되면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화면의 세탁물 투입 알림이 사라진 뒤
추가기능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부 추가기능에 한해서만 동시선택/
선택취소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가기능"을
참조하세요.
예약건조

 예약건조 버튼을 누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예약건조"를
참조하세요.

프로그램 시작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시작/정지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건조"와 작동시간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건조단계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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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류건조기에서 세탁물 꺼내기
프로그램 종료/주름방지
프로그램 종료 시 주름방지/종료(
주름방지를 선택했을 경우) 또는 종료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시작/정지 버튼에는
더 이상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10분이 지나면 화면 조명이 꺼지고
시작/정지 버튼이 깜박입니다.
주름방지단계가 끝나고 15분이 지나면
의류건조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주름방지를 선택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완료 후 15분)

세탁물 꺼내기
건조 과정이 끝나기 전에 도어를
절대 열지 마세요.
 도어링 안쪽에 손을 넣고 당기면
도어가 열립니다.

 세탁물을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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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에서 모든 세탁물을 꺼냈는지
확인하세요. 의류건조기 안에
세탁물이 남아있으면 다음 사용시
해당 세탁물이 지나치게 건조되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류건조기가 주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도어가 열려있다면, 드럼 내부 조명이
켜집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몇 분
뒤에 조명이 꺼집니다.

 의류건조기가 아직 켜져 있다면,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끄세요.

부저가 울립니다.

 도어 입구에 있는 두 개의 보풀
필터에서 보풀을 제거하세요.
“청소 및 관리 - 보풀 필터" 참조.
 도어를 가볍게 닫으세요.
 응축수통을 비우세요.

추가기능
무게감지
화면 및 "프로그램 차트"에 표시된
세탁량의 절반 가량만 건조할 경우에
무게감지 기능을 사용합니다.
작동시간을 줄이고 건조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주름방지

버튼을 눌러서 추가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일부 추가기능에 한해서
동시선택/선택취소가 가능합니다.
추가기능이 선택되면 해당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저온건조

프로그램 종료 후 세탁물을 바로 빼내지
못할 때, 주름 방지를 위해서 최대 2
시간 동안 드럼이 특수 리듬으로 회전을
지속하게 합니다.

부저
프로그램이 끝나면 부저가 울립니다.
(최대 한 시간 간격으로 네 번 울림)
단, 오류가 있을 때는 부저 설정에
관계없이 부저가 계속해서 울립니다.

약한 의류(의류보호라벨에  표시가
있는 제품. 예: 아크릴 섬유)는 저온에서
건조합니다. 프로그램 작동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리프레시
리프레시 기능을 사용해서 젖은 옷 및
마른 옷의 냄새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동안 건조 바람을 가열한
이후로는 추가적인 가열 없이
표준건조로 건조합니다. 건조단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건조 전에 옷을 살짝 적신 뒤 적은 양의
세탁물과 함께 향기 카트리지를
사용해서 건조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단,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냄새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9

추가기능
아래 기능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온건조1

리프레시1

무게감지1

주름방지

부저

–

–

–

X

X

면

X

X

X

X

X

합성의류

X

X

X

X

X

울 핸드케어

–

–

–

–

X

실크 핸드케어

–

–

–

X

X

스무드건조

O

–

–

X

X

셔츠

X

X

–

X

X

고속

–

–

–

X

X

데님

X

X

–

X

X

스팀 스무딩

–

–

–

X

X

온풍

X

–

–

X

X

오토세탁+

O

–

–

X

X

섬세의류

O

–

–

X

X

방수

–

–

–

X

X

스포츠웨어

O

–

–

X

X

아웃도어

O

–

–

X

X

냉풍

–

–

–

X

X

바스켓 프로그램

–

–

–

–

X

면

1



= 다른 추가기능과 동시선택할 수 없습니다.
X = 선택할 수 있습니다.
O =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는 항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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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건조
예약건조 선택

예약건조 시작

최대 24시간까지 프로그램 시작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에 예약건조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과 같은 표시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시작

00 : 00 h

 를 눌러서 시간을 늘리고, 를
눌러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1시간부터 24시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면 선택한 시간이
확정됩니다.

시간을 선택하면 커서가 분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분을 설정합니다. 15
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면 선택한 분이
확정됩니다.

예약건조 변경

 예약건조 버튼을 누르세요.

 시간 변경을 선택하고 시간을
변경하세요.
예약건조 취소

 예약건조 버튼을 누르세요.

 취소를 누른 뒤 OK 를 누르세요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예약건조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주름 방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까지 매 시간 드럼이 짧게
회전합니다.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을 때
예약건조 변경
 예약건조 버튼을 누르세요.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하거나 시작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버튼을 누르세요.
 OK 버튼을 누르세요.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을 때
세탁물 넣기/빼기
 도어를 열어 세탁물을 넣거나
빼세요.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면 예약건조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계속
표시됩니다.

예약건조 취소

 시작/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예약건조 취소가 나타납니다.
 OK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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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차트
면  **

최대 용량 8.0 kg*

용도

보통 잔존 수분량의 일반 면 세탁물

참조

– 표준건조단계로만 건조됩니다.
– 면  프로그램은 보통 잔존 수분량의 면 세탁물을 건조할 때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면

최대 용량 10.0 kg*
최적 용량 8.0 kg

추가건조, 표준건조 +, 표준건조, 약한(가벼운) 건조
용도

수건, 저지, 티셔츠, 속옷, 작업복, 덮개, 침대 시트, 유아복과 같은
홑겹 또는 여러 겹으로 된 면 세탁물

참조

– 여러 겹으로 되어있거나 매우 두꺼운 면 세탁물인 경우 추가건조를
선택하세요.
– 저지류(예: 티셔츠, 속옷)는 줄어들 수 있으니 추가건조를
사용하지 마세요.

저습건조 , 저습건조 , 다습건조
용도

면 또는 린넨 소재의 세탁물 (예: 린넨 식탁보나 침대 시트, 풀먹인
세탁물)

참조

세탁물이 바짝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림질을 할 때까지
말아 놓으세요.

합성의류

최대 용량 4.0 kg*

표준건조 +, 표준건조, 약한(가벼운) 건조, 저습건조 , 저습건조 
용도

면, 인조 섬유,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세탁물 (예: 작업복, 튜닉, 탑,
드레스, 바지, 식탁보, 양말)

* 건조된 세탁물 기준
** 시험기관 참고사항:
392/2012/EU 규정을 준수하는 에너지 라벨용 테스트 프로그램. EN 61121에 따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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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차트
울/손세탁

최대 용량 2.0 kg*

용도

울 및 울 혼방 세탁물. (예: 스웨터, 자켓, 양말)

참조

– 울 및 울 혼방 세탁물은 가볍게 건조됩니다. 완전히 건조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세탁물을 꺼내세요.

실크

최대 용량 1.0 kg*

용도

의류건조기에 사용가능한 실크 의류 (예: 블라우스, 셔츠)

참조

– 주름을 감소시킵니다. 단, 의류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세탁물을 꺼내세요.

젠틀스무딩

최대 용량 1.0 kg*

표준건조, 저습건조 
용도

– 면 및 린넨
– 면, 합성 섬유 또는 혼방 섬유로 만들어진 세탁물 (예: 청바지,
자켓, 셔츠)

참조

– 건조된 세탁물 및 축축한 세탁물 사용 가능
– 건조 후에 다림질이 필요한 경우 저습건조 을 선택하세요.
– 세탁기에서 회전하는 동안 생긴 주름을 완화시킵니다.
–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옷을 꺼내세요.

셔츠

최대 용량 2.0 kg*

표준건조 +, 표준건조, 약한(가벼운) 건조, 저습건조 , 저습건조 
용도

셔츠 및 블라우스

* 건조된 세탁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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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차트
신속

최대 용량 4.0 kg*

추가건조, 표준건조 +, 표준건조, 약한(가벼운) 건조, 저습건조 , 저습건조 ,
다습건조
용도

면 프로그램에 적합한 세탁물

참조

프로그램 작동시간이 짧습니다.

데님

최대 용량 3.0 kg*

표준건조 +, 표준건조, 약한(가벼운) 건조, 저습건조 , 저습건조 
용도

데님 의류 예)진, 청자켓, 청셔츠, 청스커트

스팀스무딩

최대 용량 1.0 kg*

표준건조, 저습건조 ,
용도

– 면 및 린넨
– 면, 합성 섬유 또는 혼방 섬유로 만들어진 세탁물 (예: 청바지,
자켓, 셔츠)

참조

– 다음에 해당하는 세탁물
– 다림질이 필요한 경우
– 주름제거가 필요한 경우
– 건조 후 다림질을 할 경우 저습건조 를 선택하세요.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응축수를 이용해 수분을 분사합니다.
최소 -min- 이상 응축수통에 응축수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 응축수 펌프 소음이 발생합니다.

* 건조된 세탁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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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차트
온풍
용도

최대 용량 8.0kg*
– 여러 겹으로 된 혼방 세탁물 (예: 자켓, 베개, 침낭, 부피가 큰
의류)
– 개별 세탁물을 건조할 때 (예: 목욕 타올, 수영복, 티타올)

비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긴 건조시간을 선택하지 마세요.
세탁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해서 적절한 건조시간을 선택하세요.

오토 플러스

최대 용량 5.0kg*

표준건조, 약한(가벼운) 건조, 저습건조 , 저습건조 
용도

면 또는 합성의류 프로그램에 적합한 의류

섬세 의류

최대 용량 2.5 kg*

표준건조 +, 표준건조, 약한(가벼운) 건조, 저습건조 , 저습건조 
용도

의류보호라벨에  표시가 있는 합성 섬유, 혼방 섬유, 레이온,
면으로 된 세탁물 (예: 셔츠, 블라우스, 란제리, 아플리케 의류)

참조

세탁량을 줄이면 구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조된 세탁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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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차트
방수처리

최대 용량 2.5 kg*

표준건조
용도

초극세사 섬유, 스키복, 아웃도어웨어, 직접 짠 면사(포플린) 또는
식탁보 등에 적합하며 발수 효과와 재오염방지 효과를 줍니다.

참조

– 방수물질이 섬유 표면에 고정됩니다.
– 방수처리제는 플루오르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조사에서 "
멤브레인 섬유"에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제품을 사용하세요.
– 파라핀이 함유된 방수처리제를 사용한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스포츠웨어

최대 용량 3.0 kg*

표준건조 +, 표준건조, 약한(가벼운) 건조, 저습건조 , 저습건조 
용도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웨어

* 건조된 세탁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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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차트
아웃도어

최대 용량 2.5 kg*

표준건조, 저습건조 
용도

아웃도어웨어

냉풍
용도

최대 용량 8.0kg*
통풍이 필요한 모든 의류

바스켓
용도

최대 용량 3.5 kg*
– 밀레 건조 바스켓 액세서리(추가구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드럼 회전으로 손상될 수 있는 세탁물을 건조하는데 적합합니다.
– 건조바스켓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준수하세요.

참조

건조바스켓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건조된 세탁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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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변경
프로그램 작동을 시작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프로그램 시작 후 세탁물 추가
또는 제거

프로그램 선택 다이얼을 이동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놓을 때까지 화면에 '변경
불가능'이 표시됩니다.

화면에 '프로그램 취소'가 표시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현재
작동 중인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합니다.

현재 작동 중인 프로그램 취소 후
새로운 프로그램 선택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화면에 '프로그램 취소'가 표시됩니다.
 OK를 누르세요.

– 건조시간과 온도 설정에 따라 화면에
'냉각중'이 표시됩니다.
– 화면에 종료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시
한번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세요.
  버튼을 눌러서 의류건조기의
전원을 끄세요.
  버튼을 눌러서 의류건조기의
전원을 켜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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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OK를 누르세요.

– 건조시간과 온도에 따라 화면에
'냉각중'이 표시됩니다.
– 화면에 종료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시
한번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세요.

화상 주의
세탁물 추가 또는 제거시 드럼
뒷면을 만지지 마세요. 드럼과
세탁물이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세탁물을 추가 또는 제거하세요.
 도어를 닫으세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려면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필요시 건조단계를 가장 먼저
변경하세요.)

작동시간
프로그램 진행 변경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작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소 및 관리
응축수통 비우기
응축수가 응축수통에 모아집니다.
항상 건조 프로그램이 끝나면
응축수통을 비워주세요.
응축수통이 가득 차면 응축수통
비우기 지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의류건조기의 전원을 켠 상태로 도어를
열고 닫으면 응축수통 비우기 지시등이
꺼집니다.

의류건조기에서 응축수통을 꺼낼
때 도어와 응축수통 앞부분의 손상
방지를 위해 도어를 완전히
닫으세요.

 응축수통을 비우세요.

 의류건조기에 응축수통을 다시
끼우세요.

응축수를 마시지 마세요. 사람과
동물에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응축수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스팀다리미 또는 가습기에 사용)
응축수 사용 전에 고운 체나 종이
필터를 사용해서 보풀 등의 잔여물을
제거하세요.

 응축수통을 꺼내세요.

 응축수통을 꺼낼 때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응축수통 앞쪽을 잡고 수평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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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스팀스무딩 준비하기
스팀 스무딩 프로그램에서는
응축수가 드럼 내부에 분사됩니다.
응축수통에 -min-까지 응축수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1 투입구, 2 고무씰링

 투입구 1로 물을 넣으세요.

깨끗한 물만 사용하세요. 세제
또는 향이 섞인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min- 표시는 응축수통 앞부분 왼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조하면서 생성된 응축수를
사용합니다.
만약 응축수통이 비어있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을 넣으세요
(다림질할 때 사용하는 물).

물 경도가 높은 수돗물을 자주 사용하면
스팀 분사구(도어를 열면 확인 가능)에
석회가 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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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씰링을 자주 확인하세요.
수돗물을 자주 사용하면 고무씰링 2에
석회가 자주 쌓일 수 있습니다.
 고무씰링 2에 석회는 수건으로
닦으세요.

 석회를 제거하면 의류건조기에
응축수통을 밀어넣어 끼우세요.

청소 및 관리
보풀 필터
의류건조기 도어 입구에 두 개의 보풀
필터가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걸러진 보풀이 상단과 하단의 보풀
필터에 모아집니다.
보풀 제거
항상 의류건조기를 사용 후 보풀을
제거하세요.
팁: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서 보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도어를 여세요.

 보풀을 제거하세요. (화살표
방향으로)

사전에 향기 카트리지를
제거하세요. (사용안내서의
"향기 카트리지" 참조)

 보풀 필터 표면의 보풀
 드럼 내부의 보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상단 보풀
필터를 제 자리에 밀어 넣으세요.
 상단의 보풀 필터를 위로 당겨서
빼내세요.

 도어를 닫으세요.

보풀이 가득 차있으면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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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보풀 필터 및 공기통로 입구 청소
건조시간이 길어지거나 필터 표면에
보풀이 가득 차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청소하세요.

사전에 향기 카트리지를
제거하세요.
 상단 보풀 필터를 앞으로 당겨
제거하세요.
 진공청소기에 틈새용 솔 등을
연결하여 상단 보풀필터 입구에
보이는 보풀을 제거하세요.
보풀 필터를 물로 세척하기

 흐르는 온수로 보풀 필터를
씻어내세요.

 보풀 필터를 흔들어 물기를 털어내고
잘 건조해 주세요.
 하단 보풀 필터의 노란색 다이얼을
화살표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세요.

보풀 필터를 다시 끼워넣기 전에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젖은
필터는 작동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단 보풀 필터를 완전히 밀어 넣은
다음 노란색 다이얼을 돌려서
잠그세요.

 상단 보풀 필터를 완전히 넣으세요.
 도어를 닫으세요.

 다이얼을 쥐고 보풀 필터를 앞으로
당겨서 빼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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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본체 필터
화면에 '공기통로 청소'가 표시될
때만 본체 필터를 청소하세요.
의류건조기 전원을 껐다 켠 후 OK를
누르면 화면에서 '공기통로 청소'가
사라집니다.

본체 필터를 제거하면 우측 가이드핀이
나옵니다. 이 핀으로 본체 필터가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체 필터를 제대로 삽입해야만
열교환기 접속판넬이 닫힙니다.
본체 필터 청소

본체 필터 제거

 본체 필터를 당겨서 손잡이에서
빼내세요.
 열교환기 접속판넬에 있는
톱니모양의 둥근부분을 누르세요.

 흐르는 물로 필터를 깨끗이
씻으세요.
 본체 필터를 짜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판넬이 튀어나오면서 열립니다.

본체 필터를 다시 넣을 때 물이
흐를 정도로 물기가 많으면 작동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젖은 천으로 손잡이의 보풀을
제거하세요.

 손잡이를 당겨서 본체 필터를
꺼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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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본체 필터 판넬 청소

응축기 상태 확인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냉각핀에 베일 수 있으니 만지지
마세요.
 보풀이 쌓여있는지 확인하세요.
오염물질이 보이면 다음과 같이
청소하세요.

진공청소기에 원형솔과 같은
 젖은 천으로 보풀을 제거하세요.
고무 실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냉각 핀이 보풀로 막혀있지 않은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먼지제거용 브러시를 연결하여
청소하세요. 진공청소기 브러시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열교환기의 냉각핀 위를 쓸어주세요.
냉각핀이 구부러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사용해서 오염물질을
주의하여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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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본체 필터 교체

본체 필터가 정확히 삽입되고
열교환기 접속판넬이 닫혀야만
의류건조기가 작동합니다.
접속판넬을 올바르게 닫아야
응축기의 물이 새지 않으며
의류건조기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필터를 손잡이 위에 올바르게
끼우세요.
필터가 열교환기 앞에 올바르게
놓이도록 유의하세요.

 먼저 두 개의 가이드핀 위로 본체
필터와 손잡이를 넣으세요.
– 손잡이에 밀레라는 문구가 바르게
보이도록 놓으세요.

 본체 필터를 완전히 밀어 넣으세요.

본체 필터를 밀어넣으면 우측
가이드핀도 함께 들어갑니다.

 열교환기 접속판넬을 닫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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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의류건조기
의류건조기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세요.

용해제, 마모성 세척제, 유리
세정제, 다용도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플라스틱 및 기타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젖은 천과 순한 비마모성 연마제
또는 세정액과 물로 의류건조기를
청소하세요.

 도어 내부의 실링을 젖은 천으로
청소하세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물기를
제거하세요.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세정제를 사용해서
드럼 및 스테인리스 스틸 부분을
청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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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카트리지
향기 카트리지(추가 구매 가능한
액세서리)를 사용해서 세탁물에
향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향기 카트리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덮개를 닫아두세요(손잡이를
잡아 덮개를 완전히 내리세요).

향기 카트리지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시 주의 및 안전사항 - 향기
카트리지 사용(추가 구매 가능한
액세서리)"을 읽어주세요.

향기 카트리지 삽입
향기 카트리지를 아래 그림처럼
쥐어주세요. 비스듬히 쥐거나
기울이면 내용물이 샐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오른쪽 윗부분에 올때까지
돌려서 덮개를 여세요.

 향기 카트리지를 실수로 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보호 실링을 당겨서 제거하세요.
 의류건조기의 도어를 여세요.

 홈에 향기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데까지 밀어 넣으세요.

손잡이 오른편 홈에 있는 상단 보풀
필터 안에 향기 카트리지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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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카트리지
–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들다가 부드럽게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가 에 가까워질 때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건조를 시작하기 전
향기 세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 로 표시된 부분이 일직선 상에
오도록 하세요.

 바깥쪽 고리를 시계방향으로
돌리세요. 더 많이 돌릴수록 더 강한
향기가 납니다.

 바깥쪽 고리  을 시계방향으로
조금 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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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카트리지
옷에 향기가 충분히 배려면 건조시간을
연장해서 축축한 상태의 세탁물에
충분한 열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기는 냉풍 프로그램에서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향기 카트리지 교체
향기가 약해졌을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향기 카트리지를 교체하세요.

건조가 끝난 후
향기가 불필요하게 방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하세요.

 바깥쪽 고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 와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하세요.
 바깥쪽 고리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가 의 위치에 오도록
하세요.
-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향기 추가 없이 건조하고 싶으면 향기
카트리지를 제거한 뒤 포장박스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향기 카트리지를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향기 카트리지는 밀레 대리점이나
www.mieleshop.co.kr 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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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카트리지
보풀 필터 청소
보풀 필터와 본체 필터가 깨끗하지
않으면 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보풀 필터를 청소하기 전에 향기
카트리지를 제거하세요.

향기 카트리지에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향기 카트리지는 반드시
포장박스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향기 카트리지를 눕혀 두지
마세요. 내용물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향기 카트리지를 반드시 포장박스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 향기 카트리지를 포장박스에 넣어서
보관할 때 뒤집거나 옆으로 세워두면
내용물이 샐 수 있습니다.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 향기 카트리지를 구매한 뒤 사용
직전에 보호 실링을 제거하세요.

50

 보풀 필터와 본체 필터를
청소하세요. 사용설명서의 "청소와
보호"를 참조하세요.

문제해결안내
기기 사용 중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면 밀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안전 규정에 따른 적격자만이 기기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비적격자가
수리 또는 기타 작업을 이행할 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제조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화면의 메시지는 한 줄 이상일 수 있습니다.  또는  를 눌러서 전체 메세지를
확인해주세요.

오류 메시지
문제

전원을 켜면 화면에 
이 표시됩니다.

원인과 해결책
암호번호 접속 기능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메뉴 설정, 암호"를 참조하세요.

프로그램 취소 뒤
오류가 아닙니다.
 세탁량 점검  참조하세요 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세탁량이 부족하거나 드럼이
표시됩니다.
비었을 때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미
건조된 세탁물을 넣었을 때도 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어를 열고 닫으면 건조가 시작됩니다.
 개별 세탁물은 온풍으로 건조하세요.
프로그램 취소 뒤
 서비스  오류 F
표시됩니다.

명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의류건조기 전원을 껐다가 켜세요.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프로그램이 다시 취소되고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는 밀레 서비스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원인과 해결책

프로그램이 끝날 때
보풀필터에 보풀이 쌓여있습니다.
 보풀 필터 점검 표시됩니다.  보풀 필터를 청소하세요.
 본체 필터를 청소하세요.
"청소 및 관리"를 참조하세요.
메시지 끄기
 OK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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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안내
문제
프로그램 취소 뒤
 보풀 필터 점검 
표시됩니다.

원인과 해결책
참조하세요

보풀필터에 보풀이 쌓여있습니다.
 보풀 필터를 청소하세요.
 본체 필터를 청소하세요.
공기통로를 청소하세요.
 본체 필터 아래 공간을 청소하세요.
 열교환기를 청소하세요.
메시지 끄기
 의류건조기의 전원을 껐다가 켜세요.

프로그램 취소 뒤
 응축수통을 비우세요 
참조하세요 표시됩니다.

응축수통이 가득찼거나 배수관이 꼬여 있습니다.
 응축수통을 비우세요.
 배수관을 확인하세요.
메시지 끄기
 의류건조기 전원이 껴져있는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다가 닫거나, 의류건조기 전원을 껐다가
켜세요.



응축수통을 채우세요

응축수를 사용하기 전에 표시됩니다.
응축수통에 -min-까지 응축수가 채워져있어야
합니다.
 OK를 눌러 확정하세요.



도어를 다시 닫으세요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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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스무딩을 시작하기 전에 세탁물을 넣으라는
알림입니다.
 드럼에 세탁물을 넣으세요.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으나 세탁물이 아직 뜨겁습니다.
 세탁물을 빼내서 널어놓거나, 의류건조기의
냉각단계동안 세탁물이 식을 수 있도록
넣어두세요.

문제해결안내
불만족스러운 건조 결과
문제

원인과 해결책

충분히 건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섬유를 함께 건조합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에 온풍을 사용해서 건조를
마무리하세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팁: 일부 프로그램 사용시 잔존 수분 정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설정"을 참조하세요.

건조 후 냄새가 납니다.

세탁시 세제가 부족합니다.
오리털, 거위털은 천연 재료이기 때문에 건조 후
다운세탁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세탁물: 충분한 양의 세제를 사용하세요.
 베개 및 다운세탁물: 의류건조기에서 빼낸 뒤
바람을 쐬어주세요.
 향기 카트리지(추가 구매 가능한 액세서리)을
사용하세요.

합성의류 건조 후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합성 섬유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탁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 섬유유연제를
추가해서 정전기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풀이 발생했습니다.

옷을 입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보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의류건조기로 건조하는
과정에서는 보풀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풀은 보풀 필터와 본체필터에 모이며 쉽게
제거됩니다.
 "청소 및 관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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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안내
일반적인 문제
문제

원인과 해결책

지나치게 긴 건조시간
또는 건조 도중 전원이
꺼집니다*

의류건조기가 위치한 공간의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환기하세요.
필터가 세제 잔여물, 머리카락, 작은 보풀로 막혀있을
수 있습니다.
 보풀 필터와 본체 필터를 청소하세요.
 보풀을 제거하세요.
-왼쪽 아래 열교환기 공간에 있는 판넬 뒤 ("청소
및 관리" 참조)
-오른쪽 아래 안전망 뒤 냉각핀 부분 ("문제 해결
안내"의 마지막 부분 참조)
냉풍 흡입구(오른쪽 아래 안전망)가 막혔습니다.
 의류건조기 주변에 있는 세탁물 바구니 등의
물건을 옮기세요.
보풀 필터와 본체 필터를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교체했습니다.
 보풀 필터와 본체 필터는 완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합니다.
세탁물이 너무 축축합니다.
 세탁기 사용시 탈수 단계를 높게 설정하세요.
의류건조기에 세탁물을 너무 많이 넣었습니다.
 선택한 프로그램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마세요.
금속으로 된 지퍼때문에 의류건조기가 정확한 잔존
수분량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지퍼를 열어서 넣으세요.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해당 세탁물은
온풍으로 건조하세요.
* 다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류건조기의 전원을 껐다가 켜세요.

소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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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가 작동중입니다.
이러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며 기기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해결안내
문제

원인과 해결책

프로그램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원인이 없습니다.
 의류건조기를 주전원에 연결하세요.
 의류건조기의 전원을 켜세요.
 도어를 닫으세요.
 주전원 퓨즈가 작동중인지 확인하세요.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진행중이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화면이 꺼지고 시작/정지
버튼이 깜박입니다.

의류건조기가 대기모드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동은
정상적이며 기기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름방지를 단계에서 드럼이 일정한 간격으로
회전합니다.
 "설정 메뉴, 화면 꺼짐"을 참조하세요.

프로그램 종류 후
의류건조기의 전원이
꺼집니다.

의류건조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이러한
작동은 정상적이며 기기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정 메뉴, 기기 전원 꺼짐"을 참조하세요.

드럼 내부 조명이 켜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어가 닫힌 뒤, 또는 도어가
열린 후 드럼 내부 조명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의류건조기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도어를 열면
드럼 내부 조명이 켜집니다.

세탁물에 충분한 수분이
분사되지 않습니다.

응축수통의 필터가 막혔습니다.
 응축수통의 필터를 청소하세요(추가구매 가능한
액세서리).
도어 안쪽 분사구에 석회가 심하게 쌓였습니다.
 분사구를 교체하세요(추가구매 가능한 액세서리)
 수돗물 대신 응축수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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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안내
오른쪽 하단 안전망
일반적으로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안전망 뒤에 있는 냉각핀은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양의 먼지와
보풀 때문에 건조시간이 이례적으로
오래 걸릴 때만 냉각핀을 청소하세요.
 본체 필터의 판넬(왼쪽 아래)을
여세요.
안전망을 제거하려면 안전망 안쪽에
있는 홈에 숟가락 손잡이 등을 넣어서
밀어내야합니다.

 숟가락 손잡이를 안전망 뒤쪽
중앙으로 넣으세요.

 숟가락 손잡이를 홈으로 넣은 다음
기울여서 안전망을 밀어내세요.
 안전망을 제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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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냉각핀에 베일 수 있으니 만지지
마세요.

진공청소기에 원형솔과 같은
먼지제거용 브러시를 연결하여
청소하세요. 진공청소기 브러시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열교환기의 냉각핀 위를 쓸어주세요.
냉각핀이 구부러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로 보풀과 먼지를
제거하세요.

 안전망에 있는 세 개의 고리를
의류건조기 앞부분에 있는 홈에
알맞게 끼우세요.

 안전망을 왼쪽 중앙에 놓은다음
눌러서 제 위치에 잘 들어가도록
하세요.

문제해결안내
응축수통 보풀필터
스팀 스무딩 프로그램 진행이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한다면
응축수통에 연결된 호스의
보풀필터가 막혔을 수 있습니다.

 호스의 한 쪽을 꺼내어 한손을
잡으세요.

 다른 한손으로 보풀필터를 꺼내세요.
 보풀필터가 깨끗해질때까지 물로
헹궈내세요.
 응축수통을 꺼내세요.

 깨끗해진 필터를 다시 끼우세요.
 호스를 다시 응축수통 안으로
넣으세요.

 응축수통 입구를 다시 끼우세요.
올바른 방향을 맞춰서 끼우세요
(그림을 참조하세요).

 응축수통 입구를 위로 잡아당겨
빼세요.
호스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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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안내
스팀스무딩 분사구
석회가 분사구에 쌓이면

 의류건조기의 도어를 여세요.
도어 왼쪽 상단에 분사구가 있습니다.

교체하세요 (참조 "추가구매 가능한
액세서리").
분사구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분사구와 함께 제공되는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분사구
또는 의류건조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분사구 부속품이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는 경우 스팀스무딩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분사구 교체를 위한 도구를
끼우세요.
 분사구를 분해하기 위해
반시계방향으로 돌리세요.

 도구에 새로운 분사구를 끼우세요.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원래 위치에
올바르게 조립하세요.

58

애프터서비스
수리

액세서리

사용설명서에 설명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밀레
대리점 또는 밀레 서비스 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류건조기용 액세서리는 밀레 본사
판매장, 대리점, 웹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밀레 연락처는 이 사용설명서의
끝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설명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경우 서비스 방문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실 때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어를 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류건조기 바스켓
의류건조기 바스켓은 드럼과 함께
회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격을
받으면 안되는 세탁물을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향기 카트리지
의류건조기에 향기 카트리지를 넣어서
세탁물에 향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증
거주하고 계신 국가에 적용되는 제품
보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밀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설명서의
끝부분에 연락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화 내용은 밀레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또는 녹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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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연결
전면 구성

a 전원 케이블
b 조절판넬
c 응축수통
– 항상 프로그램 종료 후 비워주세요.
d 도어
– 프로그램 진행 중에 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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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열교환기 접속판넬
– 프로그램 진행 중에 열지 마세요.
f 4개의 높이 조절 나사
g 냉풍 흡입구 안전망
– 세탁물 바구니 등의 물건으로 막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h 응축수 외부 배출용 호스

설치 및 연결
후면 구성

의류건조기를 기울여서 옮길 때는
왼쪽으로 기울이세요.

a 기기 운반시 잡을 수 있도록 돌출된
상판 (화살표 참조)
b 응축수 배수용 액세서리: 호스 클립,
어댑터, 홀더
c 응축수 외부 배출용 호스
d 주전원 연결 케이블

의류건조기 이동
의류건조기를 포장 박스에서 꺼내서
설치 장소로 옮길 때 다음 부분을
잡으세요.
– 전면부 조절다리
– 상판 뒷 부분

의류건조기를 설명된 방식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의류건조기를 전원
장치에 연결하기 전에 적어도 1시간
동안 세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히트펌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의류건조기는 설명된 방식으로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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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연결
설치
의류건조기를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의류건조기 설치 후 도어가
이상없이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환기

의류건조기 앞부분의 냉풍
흡입구를 막거나 덮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충분한 양의 냉풍이
열교환기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의류건조기 아래와 바닥 사이의
공간이 카페트 등으로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류건조기가 충분하게
통풍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류건조기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평평한 곳에 설치하세요.

열교환기를 식히면서 가열된 공기가
의류건조기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창문을
열어두는 등 환기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건조시간이 길어집니다.
의류건조기 이동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소량의
응축수가 펌프에 모이게 되는데,
의류건조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응축수가 넘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의류건조기를 옮기기 전 약 1
분 동안 온풍 프로그램을 작동하세요.
남아있는 응축수가 응축수통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배수호스를 통해서
배출됩니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이조절 나사를 조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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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연결
추가적인 설치 요구사항
안전을 위해 의류건조기를
설치하기 전에 전원장치로부터
분리하세요.
의류건조기를 작업대 아래 또는 주방
가구와 일렬로 설치할 때

열 축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류건조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면 의류건조기 작동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콘센트는 의류건조기 주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액세서리
– 빌트 언더 키트

의류건조기의 상판을 제거하고
빌트 언더 키트 아래에 의류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기 조립
및 설치 전문가가 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빌트 언더 키트가 의류건조기 상판을
대체합니다. 이때 안전을 위해 기기
조립 및 설치 전문가가 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빌트 언더 키트와 함께 설치안내서가
제공됩니다.

– 건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세탁기-의류건조기 상하단 연결설치

열 축적 방지를 위해

세탁기-의류건조기 상하단 연결키트를
사용해서 세탁기와 의류건조기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높이조절 나사를 조절해서
의류건조기 밑부분과 바닥 사이에
적어도 20mm의 공간이 있도록
하세요.
– 주방 벽과 의류건조기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 받침대
의류건조기를 서랍이 있는 받침대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받침대 사용은
일부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 의류건조기와 부엌 가구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의류건조기를 주방가구 상판 조리대
아래에 놓을 때
조리대 아래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의류건조기의 상판을 제거하지 않고
조리대 아래에 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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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연결
응축수 외부 배출
참조
건조 과정에서 응축수가 의류건조기
뒤쪽으로 연결된 호스를 통해서
응축수통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호스를 배수구에 연결하면 응축수통을
직접 비울 필요가 없습니다.
호스 길이: 1.60m
최대 배수 높이: 1.50m
최대 호스 길이: 4.00 m
액세서리:
– 연장 호스
– 외부 배수구에 연결하는 역류 방지
밸브 (연장 호스 포함)

역류 방지 밸브 설치

역류 방지 밸브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 역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역류는 의류건조기 및 의류건조기가
놓인 공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역류 방지 밸브 설치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역류 방지 밸브 설치시 최대 배수 높이:
1.00m

역류 방지 밸브 설치가 필요한 경우:
– 호스의 끝부분이 싱크대나 배수로의
물 안에 놓이는 경우
– 호스를 싱크대 배수구로 연결한 경우
– 호스를 식기세척기나 세탁기 등 다른
기기의 배수관에 연결한 경우

역류 방지 밸브의 화살표 방향이
물이 흐르는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잘못 연결할 시
의류건조기에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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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연결
호스 배치

호스를 당기지 마세요. 호스를
늘리거나 구부리지 마세요. 호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호스에 약간의 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용기를
준비하세요.

 호스를 의류건조기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두세요.
– 호스를 의류건조기 오른쪽으로 두면
홈에 끼울 수 있습니다.
– 호스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호스를
홀더에 끼워두세요.

 호스를 분리하세요.

 호스를 홀더에서 빼내세요.

 호스 안에 남은 물을 용기로
흘려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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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연결
설치 예

싱크대 배수구에 연결

– 싱크대나 배수로에 배수
호스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홀더를
사용하세요.

 의류건조기 뒷면에서 다음 부품을
제거하세요: 어댑터(1), 호스 클립
(3)
 홀더 왼쪽과 오른쪽의 작은 잠금버튼
(검은색 화살표)을 누르세요.
 홀더를 앞으로 당겨서 제거하세요.
(흰색 화살표)*

싱크대나 세면대에 배수할 때
호스를 조심해서 다루세요.
(예: 호스를 수도꼭지에 고정시켜서
배수 도중에 호스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세요. "설치 및 연결" 하단
전면 구성 참조.)
 호스 끝에 역류 방지 밸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응축수를 더이상 외부로 배수하고
싶지 않다면 홀더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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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설명처럼 호스를 연결하세요.

설치 및 연결

 너트(2)를 사용해서 어댑터(1)을
싱크대 배수구에 꽂으세요.
 호스(4)의 끝부분을 어댑터(1)에
연결하세요.
 홀더를 사용하세요.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호스 클립(3)을
너트에 가깝게 고정시키세요.
 역류 방지 밸브(5)를 의류건조기
호스(6)에 꽂으세요.

역류 방지 밸브(5)의 화살표 방향이
물이 흐르는 방향과 일치해야
합니다. (싱크대를 향해서)
1. 어댑터
2. 너트

 호스 클립을 사용해서 역류 방지
밸브를 고정하세요.

3. 호스 클립
4. 호스 끝부분 (홀더에 고정)
5. 역류 방지 밸브
6. 의류건조기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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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연결
전자기기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국내
안전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설치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전선은 220V
전원에 연결됩니다.
데이터 플레이트의 전원연결 데이터를
확인해서 가정내 주전원 전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콘센트는 기기 설치 이후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전기용량이 작은 연장선을 사용하지
마세요. 연장선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과열 위험)

경고: 이 제품은 반드시 접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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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량
세탁물1
kg
8.0

세탁기 회전 속도
rpm
1000

%
60

kWh
1.94

분
156

4.0
8.0

1000
1200

60
53

1.10
1.75

92
141

8.0

1400

50

1.65

134

8.0

1600

44

1.45

119

8.0
8.0

1000
1000

60
60

1.96
1.58

163
125

8.0

1200

53

1.40

109

8.0

1400

50

1.30

102

합성의류 표준건조

8.0
4.0

1600
1200

44
40

1.10
0.61

87
55

+ 저온건조
합성의류 저습건조
오토플러스 표준건조
셔츠 표준건조
아웃도어 표준건조
데님 표준건조
신속 표준건조

4.0
4.0
5.0
2.0
2.5
3.0
4.0

1200
1200
900
600
800
900
1000

40
40
50
60
50
60
60

0.61
0.50
1.33
0.66
0.80
1.28
1.15

55
48
110
58
70
100
85

2

면

면 표준건조

면 표준건조
+ 저온건조
면 저습건조

1

잔존 수분 에너지

시간

건조된 세탁물 기준

2

392/2012/EU 규정을 준수하는 에너지 라벨용 테스트 프로그램. EN 61121에 따라 측정.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모든 데이터는 EN 61121에 따라 측정되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전기 소비량
0.10 W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전기 소비량
2.50 W
시험기관 참고사항:
EN 61121에 따른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추가기능 선택 없이 면 표준건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상기 기준에 따라 3kg의 면 세탁물에 70% 수분이 남도록 건조하세요.
에너지 소비량는 세탁물의 크기, 섬유 종류, 의류건조기 사용 후 잔존 수분 정도, 전원 공급 변동,
추가기능 선택 등에 따라 상기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코피드백 실행 시 화면에 보여지는 에너지 소비량과 위 에너지 소비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류건조기에서 데이터가 측정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물의 잔존
수분량 및 섬유 종류에 따라 작동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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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높이

850 mm

너비

596 mm

깊이

636 mm

도어를 열었을 때 깊이

1054 mm

빌트 언더 설치시 높이

820 mm (+8/-2 mm)

빌트 언더 설치시 너비

600 mm

빌트 언더 설치시 깊이

600 mm

상판 아래 설치

가능

세탁기 위 설치

가능

무게

약 62 kg

드럼 용량

120 리터

세탁물 용량

10.0 kg (건조된 세탁물 기준)

응축수통 용량

4.8 litres

호스 길이

1.60 m

최대 배수 높이

1.50 m

최대 호스 길이

4.00 m

연결 전선 길이

2.00 m

전압

데이터 플레이트 참조

접속 부하

데이터 플레이트 참조

퓨즈 등급

데이터 플레이트 참조

시험 증명서

데이터 플레이트 참조

에너지 소비

"에너지 소비량" 참조

LED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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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설정

설정 변경 하기

설정 메뉴를 사용해서 의류건조기의
설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어느 때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를 누르면 다른 추가기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 특정 추가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있으면 해당
추가기능이 선택된 것입니다.

설정 메뉴 열기

 의류건조기의 전원을 켜세요.

– 막대그래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택 다이얼을 기타
프로그램에 놓지 마세요.

– 숫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와 를 동시에 누르세요.

 OK를 누르세요.

다음 내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언어 

설정 메뉴에 들어왔습니다.



설정 메뉴 닫기

 Back  이 화면에 나타날 때까지
 또는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OK를 누르세요.

설정 선택 하기

 원하는 항목이 나올 때까지
 또는 를 누르세요.

– 는 목록을 아래로 내립니다.
– 는 목록을 위로 올립니다.
 OK를 누르세요.

언어 
화면에 나타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언어 설정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되어있더라도 깃발 표시()를
보고 언어 설정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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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건조단계
면, 합성의류, 오토 플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건조단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설정이 막대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기본 설정: 중간 세기
– 축축함       
작동시간이 짧습니다.
– 건조함       
작동시간이 깁니다.
예외:
면  프로그램은 건조단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냉각 시간 연장
건조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시, 프로그램 종료 후 자동으로
시작하는 냉각 단계를 최소 2분에서
최대 18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냉각 단계를 거치면 세탁물을 더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선택
– 00 분 (기본 설정)
– 02, 04, 06 ... 18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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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풀필터 청소 알림
건조 뒤에는 보풀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풀필터에 일정한 양의 보풀이
쌓이면 보풀필터 청소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보풀이 얼마만큼
쌓였을 때 보풀필터 청소 알림을
받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조 프로그램을 몇 번 사용해보면
얼마나 자주 보풀필터를 청소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택
– 끄기
보풀필터 청소 알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에 상관없이
보풀필터가 심하게 막힌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보풀필터 청소
알림이 나타납니다.
– 다량
상당한 양의 보풀이 쌓이면 보풀필터
청소 알림이 나타납니다.
– 보통 (기본 설정)
– 소량
보풀이 약간만 쌓여도 보풀필터 청소
알림이 나타납니다.

설정 메뉴
부저 설정
부저 소리를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설정이 막대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기본 설정: 보통 세기
– 조용한       
– 큰
부저 세기를 선택할 때 부저 소리가
들립니다.

키패드 톤 - 버튼음

상기 조건에서는 반드시 '낮음'을
선택하세요.

총 에너지 소비량
총 에너지 소비량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
– 화면
총 소비량이 kWh로 표시됩니다.
– 리셋 기능
현재까지의 총 소비량이 삭제됩니다.

버튼음 기능이 활성화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선택
– 켜짐
– 꺼짐 (기본 설정)

전기 전도율 설정
연수 사용으로 세탁물 잔존 수분
량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으면 '낮음'
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 표준건조 (기본 설정)
– 낮음
조건
세탁수가 전기 전도도 150μS 미만인
연수라면 '낮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급수 본관의 전기 전도도를 확인하려면
현지 수도청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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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암호
암호는 의도하지 않게 의류건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선택
– 활성화
암호는 250입니다. 암호 기능이
활성화되면, 암호를 입력해야
의류건조기의 전원이 켜집니다.
– 비활성화
암호 입력 없이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화면에 비활성화 표시가
나타납니다.
– 변경
새로운 암호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암호를 입력했다면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암호를 잊어버리면
밀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의류건조기 잠금을 풀어야 합니다.

화면 밝기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화면 밝기가 막대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기본 설정: 보통 세기
– 어두운       
– 밝은       
화면 밝기를 선택할 때 화면 밝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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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꺼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0분이 지나면
화면과 버튼의 불빛이 꺼지고 시작/
정지 버튼이 깜박입니다. 설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
– 켜짐 (기본 설정)
화면이 10분 뒤에 꺼집니다:
– 의류건조기 전원이 켜진 뒤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 프로그램 진행 중
– 프로그램 종료 후
– 켜짐 (프로그램 진행 중 제외)
상기 상황에서 화면 불빛이 꺼집니다.
단,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화면
밝기가 유지됩니다.
– 꺼짐
화면 불빛이 계속 유지됩니다.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화면과 버튼의
불빛이 다시 들어옵니다.

설정 메뉴
의류건조기 전원 꺼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15분 뒤에는
의류건조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시간 설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류건조기는 10분/15분/20분 뒤에
꺼집니다.
– 의류건조기 전원을 켠 후에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경우
– 주름방지 단계 끝부분

주름방지
주름방지 버튼을 누르면, 건조과정
이후 최대 2시간 동안 드럼이 주름방지
특수 리듬으로 회전합니다.
주름방지 단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
– 1 시간
– 2 시간 (기본 설정)

– 주름방지 단계가 없는 프로그램
종료후
하지만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의류건조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선택
– 10분 후
– 15분 후 (기본 설정)
– 20분 후

메모리
건조단계 또는 프로그램 추가기능
선택이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예약건조를 했을 경우 설정한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설정
사항이 다음에 같은 프로그램을
선택했을 때 그대로 표시됩니다.
선택
– 꺼짐 (기본 설정)
– 켜짐
예외:
면  프로그램은 설정 사항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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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le Korea
Miele Haus BDG, 607-10
Yeoksam-dong, Gananam-gu
Seoul, Korea (135-080)
Tel 02 3451 9333
Fax 02 3451 9498
Internet: www.miele.co.kr
Manufacturer:
Miele & Cie. KG
Carl-Miele-Straße 29
33332 Gütersloh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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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Miele Co. Ltd.
Fairacres, Marcham Road
Abingdon, Oxon, OX14 1TW
Customer Contact Centre Tel: 0330 160 6600
E-mail: mielecare@miele.co.uk
Internet: www.miele.co.uk
Australia
Miele Australia Pty. Ltd.
ACN 005 635 398
ABN 96 005 635 398
1 Gilbert Park Drive, Knoxfield, VIC 3180
Tel: 1300 464 353
Internet: www.miele.com.au
China
Miele (Shanghai) Trading Ltd.
1-3 Floor, No. 82 Shi Men Yi Road
Jing' an District
200040 Shanghai, PRC
Tel: +86 21 6157 3500, Fax: +86 21 6157 3511
E-mail: info@miele.cn, Internet: www.miele.cn
Miele (Hong Kong) Limited
41/F - 4101, Manhattan Place
23 Wang Tai Road
Kowloon Bay, Hong Kong
Tel: (852) 2610 1331, Fax: (852)2610 1013
Email: mielehk@miele.com.hk
India
Miele India Pvt. Ltd.
Ground Floor, Copia Corporate Suites
Plot No. 9, Jasola
New Delhi - 110025
Tel: 011-46 900 000, Fax: 011-46 900 001
E-mail: customercare@miele.in, Internet: www.miele.in
Ireland
Miele Ireland Ltd.
2024 Bianconi Avenue
Citywest Business Campus, Dublin 24
Tel: (01) 461 07 10, Fax: (01) 461 07 97
E-Mail: info@miele.ie, Internet: www.miele.ie
Manufacturer: Miele & Cie. KG
Carl-Miele-Straße 29, 33332 Gütersloh,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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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Miele Sdn Bhd
Suite 12-2, Level 12
Menara Sapura Kencana Petroleum
Solaris Dutamas No. 1, Jalan Dutamas 1
50480 Kuala Lumpur, Malaysia
Phone: +603-6209-0288
Fax: +603-6205-3768
New Zealand
Miele New Zealand Limited
IRD 98 463 631
Level 2, 10 College Hill
Freemans Bay, Auckland 1011, NZ
Tel: 0800 464 353
Internet: www.miele.co.nz
Singapore
Miele Pte. Ltd.
163 Penang Road
# 04 - 03 Winsland House II
Singapore 238463
Tel: +65 6735 1191, Fax: +65 6735 1161
E-Mail: info@miele.com.sg
Internet: www.miele.sg
South Africa
Miele (Pty) Ltd
63 Peter Place, Bryanston 2194
P.O. Box 69434, Bryanston 2021
Tel: (011) 875 9000, Fax: (011) 875 9035
E-mail: info@miele.co.za
Internet: www.miele.co.za
United Arab Emirates
Miele Appliances Ltd.
P.O. Box 11 47 82
Gold & Diamond Park, Sheikh Zayed Road
Building 6 / Offices Nos. 6-214 to 6-220
Dubai
Tel: +971-4-341 84 44
Fax: +971-4-341 88 52
E-Mail: info@miele.ae
Internet: www.miel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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