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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에 대한 지침
밀레 진공청소기는 모든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사용은 사용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
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품의 손상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기를 사용하기 전 반
드시 사용설명서를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설명서
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
습니다.
이 설명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다음 사용자에게 전달해주세
요.
진공청소기의 사용이 끝나거나 액세서리를 교체할 때 또는 기기를
청소하거나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기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세요.

올바른 사용
 이 진공청소기는 일반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바닥을
청소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진공청소기는 카펫, 러그 및 단단한 바닥을 청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진공청소기는 야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진공청소기는 해수면에서 최대 4000m의 고도에서 사용해야 합
니다.

 진공청소기는 건조한 바닥 표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용도로의 변형 또는 기기의
개조는 제조사로부터 AS 지원을 받지 못하며 사용시 위험할 수 있습니
다.

 신체적, 지적,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전에 기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공청소기 사용 시 타인의 감독을 받거나 안전한 사
용법을 배우고 잘못된 작동 시 발생하는 결과를 이해하고 인지하는 경
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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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에 대한 지침
어린이들과 관련된 안전사항
 질식 위험. 식품 포장용 랩과 같은 포장제는 유아나 아동의 손이 닿
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동이 장난을 치다가 포장에 걸리거나
머리에 포장을 뒤집어 쓰고 질식될 수 있습니다.

 8세 미만 어린이는 계속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진공청
소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8세 이상 어린이는 안전한 사용법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고 잘못된
작동 시 발생하는 결과를 인식하고 이해한다면 감독을 받지 않고 진공
청소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공청소기를 청소하거나 유
지관리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진공청소기 근처에 있는 아동을 감독하고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장
난을 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핸들에 LED 또는 무선 컨트롤이 있는 모델: 배터리를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기술과 관련된 안전사항
 진공청소기 및 액세서리를 사용하기 전 제품에 손상이 있는지 잘 확
인하십시오. 손상된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진공청소기의 데이터 플레이트에 명시된 전기적 사항(전압 및 주파
수)이 주전원 공급장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진공
청소기는 개조없이 60 Hz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주 전기 플러그는 적절한 퓨즈와 함께 장착되어야 합니다.
 주전원 공급장치에 연결된 경우에만 진공청소기의 안전한 작동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보증기간 내의 수리는 밀레 공식 서비스 기술자만 수행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발생 가능한 손상에 대해서도 보증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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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에 대한 지침
 전원코드로 진공청소기를 끌어 당기지 말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에도 전원코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전원코드가
날카로운 모서리나 출입문 사이 등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진
공청소기가 전원코드를 밟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원코드, 플러그 및 콘
센트 소켓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부품이 손상되면 진공청소기를 사용
하지 말아야 합니다.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전체 케이블 되감기 장치를 함께 교체해야 합니다. 안전상
의 이유로 이 작업은 밀레 서비스 또는 밀레 공인 서비스 기술자를 통
해서만 수행되어야 합니다.

 진공 청소 시, 특히 톱밥, 모래, 석고, 밀가루, 활석, 가루 등의 미세
먼지를 청소하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정전하가 쌓입니다. 특정 조건
에서는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해 손잡이 내부에 금속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공 청소 도중
에 손과 이 금속 스트립이 항상 접촉하도록 하십시오. 진공청소기에
Eco Comfort손잡이가 장착된 경우 굽은 부분을 손으로 잡으십시오.
이 부분에 금속 스트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공청소기기가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공청소기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건조한 천이나 약간 젖은 천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밀레 공인 서비스 기술자만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 사용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
다.

 밀레는 정품 밀레 교체 부품을 이용한 경우에만 제품의 안전을 보증
합니다. 결함 부품은 밀레 부품으로만 교체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기 사용방법
 파손 위험을 방지하려면 먼지봉투, 먼지봉투함 필터 및 배기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먼지봉투가 장착되지 않으면 먼지봉투함이 닫히지 않습니다. 강제
로 힘을 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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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에 대한 지침
 아직 타고 있거나 꺼진 담배, 재 또는 석탄 등 연소 중인 물체를 진공
흡입하지 마십시오.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물, 액체 또는 젖은 먼지를 진공 흡입하지
마십시오. 방금 세탁하거나 헹군 러그나 카펫은 완전히 건조한 후 진공
청소하십시오.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토너가루를 진공 흡입하지 마십시오. 프린
터 및 복사기에서 사용된 토너는 전도성일 수 있습니다.

 가연성 또는 인화성 액체나 기체를 진공 청소하지 말고 그러한 성분
이 보관된 곳을 진공 청소하지 마십시오.

 진공청소기를 머리 높이에서 사용하지 말고 사람 머리 근처에서는
진공 청소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사용시 주의사항(핸들에 LED 또는 무선 컨트롤이 포함된 모
델):
– 합선된 또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고 배터리를 불에 버리지
마십시오.
– 배터리 폐기: 핸들에서 배터리를 분리한 후 현지 재활용 시설에 폐
기하십시오.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배터리를 폐기하지 마십시
오.

액세서리
 밀레 터보브러시 사용시 회전 롤러 브러시를 만지지 마십시오. 부상
의 위험이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연결하지 않고 핸들로 직접 청소하는 것을 좋지 않습니
다. 가장자리가 파손되어 날카로운 모서리에 의해 다칠 수 있습니다.

 “ORIGINAL Miele” 로고가 부착된 정품 먼지봉투, 필터 및 액세서리
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조사는 제품 안전을 보증할 수 없습
니다.
밀레는 부적절한 사용이나 경고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
한 손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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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포장재의 처리
제품의 운송과 보호를 위한 포장재는 환
경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져 재활 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포장지나 봉투 등은 어린이 나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 에 버
리세요.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습 니다.

먼지봉투 및 필터 폐기
먼지봉투 및 필터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제작되며 일반 가정용 쓰레기용으로만
사용된 경우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제품의 폐기
오래된 제품을 폐기하기 전 먼지봉투와
필터를 분리한 후 가정용 폐기물로 폐기
하십시오.
전기 및 전자 제품에는 자원이 되는 자재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는
올바른 기능 및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물
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되거나 잘못
취급될 경우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일반 쓰
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오래된 배터리와 충전 배터리의
폐기
전기 및 전자기기에 배터리가 포함된 경
우 가정용 쓰레기로 버려서는 안됩니다.
해당 지역 법률(국가에 따라 다름)에 따라
배터리는 분리하여 알맞은 재활용 수거
함에 버려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
입니다. 배터리 및 충전 배터리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폐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 선이
그려진 배터리나 충전 배터리는 일반적
인 가정용 쓰레기로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이 그려져 있는 배터리에
한 개 이상의 화학기호가 있는 경우 배터
리에 납(Pb), 카드뮴(Cd) 및/또는 수은
(Hg)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
다.

3E&G+J

배터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충전 배터리를
따로 폐기하면, 간편하게 처리하고 재활
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전기 및 전자 폐기물 집하지/재
활용 센터에 폐기하거나 현지 대리점 또
는 밀레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폐기할
제품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우) 사용
자의 책임입니다. 폐기 전 제품을 보관하
는 동안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손
이 닿지 않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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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내

Boost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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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내
a 흡입관 *
b 액세서리함 열림 버튼
c 먼지봉투 교체 표시기
d 액정판 *
e 자동 케이블 감기 풋스위치
f 청소기의 사용을 잠시 중단하기 위한 파크 시스템 *
g 켜기/끄기 풋스위치 
h 주 전원 케이블
i 회전바퀴 *
j 정품 밀레 배기 필터 *
k 보관을 위한 파크 시스템(진공청소기 양쪽)
l 모터 보호 필터
m 밀레 정품 먼지봉투
n 이동을 위한 손잡이
o 플로어헤드*
p 열림버튼
q 텔레스코픽 흡입관
r 먼지봉투함 뚜껑 열림 손잡이
s 텔레스코픽 흡입관 길이 조절부
t 연결 소켓
u LED*
v 청소 중 잠시 사용 중단을 위한 대기 버튼 *
w 흡입력 선택기 버튼 +/- *
x 핸들(일부 모델에는 핸들에 공기 유입 밸브가 장착됨)*
y 과열 경고등  *
z 재시작 버튼 *
{ 대기 표시등 *
| 초기화 버튼이 있는 유지 표시등 *
* 이러한 기능은 모델에 따라 다르며 일부 진공청소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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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준비

흡입 호스를 핸들에 연결

흡입관 연결

 흡입 호스를 핸들에 체결 위치까지 삽
입합니다.
 흡입관 커넥터를 진공청소기의 흡입
소켓에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연결합니
다. 두 부품의 가이드가 정렬되어야 연
결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흡입 호스에 연결

흡입 호스를 분리하려면

 핸들은 흡입 호스에 체결 위치까지 삽
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부품을 가
이드에 정렬합니다.
 호스 커넥터의 측면에 있는 해제 버튼
을 누르고 소켓에서 호스를 들어 올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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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 호스에서 핸들을 분리하려면 해
제 버튼을 누르고 핸들을 흡입 호스에
서 당긴 후 살짝 비틉니다.

텔레스코픽 흡입 호스 조절
텔레스코픽 호스의 한 부분은 다른 쪽 안
으로 겹쳐들어가 있으며, 편안한 청소를
위해 사용자의 키 높이에 맞출 수 있습니
다.

 흡입 호스에서 플로어헤드를 분리하려
면 해제 버튼을 누르고 플로어헤드에
서 흡입 호스를 당긴 후 살짝 비틉니
다.
플로어헤드를 조절하려면
이 진공청소기는 매일 카펫, 러그 및 단
단한 바닥을 청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
니다.
밀레는 바닥 및 특수 요구 사항에 맞는
다양한 플로어헤드, 브러시 및 액세서리
를 제공합니다(« 추가 옵션 액세서리 » 참
조).
바닥 제조사의 청소 및 관리 지침을 확
인해 주십시오.

 탈착 부위를 잡고 텔레스코픽 흡입 호
스를 원하는 길이로 조절합니다.
텔레스코픽 호스를 플로어헤드에 연결

브러시를 삽입하여 카펫과 러그 청소:
  풋스위치를 누릅니다.
브러시를 꺼내 긁힘 방지 바닥 및 틈새
청소:
 텔레스코픽 호스를 플로어헤드로 밀어
넣은 후 체결 위치까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풋스위치를 누릅니다.
조절 가능 플로어헤드의 흡입력이 너
무 강한 것 같은 경우에는 플로어헤드
를 쉽게 조작할 수 있을 때까지 흡입을
줄입니다(« 사용 - 흡입력을 조절하려
면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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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필터에서 배기 필터 교체시기 표시
용 타임스트립® 활성화

 먼지봉투함 뚜껑의 손잡이를 눌러 뚜
껑을 최대한 열어서 젖힙니다.

모델에 따라 진공청소기에는 다음 배기
필터 중 하나가 표준으로 장착됩니다.

 필터 위에 붙은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a AirClean
b AirClean Plus 50(하늘색)
c Silence AirClean 50(회색)
d Active AirClean 50(검정색)
e HEPA AirClean 50(흰색)

 배기 필터 교체시기 표시용 타임스트
립®을 누릅니다.

진공청소리에 c, d 또는 e 필터가 장착된
경우 배기 필터 교체시기 표시용 타임스
트립®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약 10~15초 후 얇은 적색선이 표시기 왼
편 부분에 나타납니다.
 먼지봉투함 뚜껑을 완전히 닫고 제자
리에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닫을 때
먼지봉투가 끼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
오.
배기 필터 교체시기 표시용 타임스트립
® 작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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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필터 교체시기 표시용 타임스트립
® 표시등은 배기 필터의 잔여 작동 수명
을 보여줍니다. 약 50시간의 총 작동시간
또는 약 1년의 평균 사용시간 이후에 완
전히 적색으로 변경됩니다.

각각의 사용 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액세서리함을 열려면

제공되는 액세서리 사용

 액세서리함 뚜껑의 탈착 버튼을 누릅
니다.
그러면 액세서리함이 열립니다.
 틈새솔
접힌 부분, 틈새 또는 모서리를 청
소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필요한 액세서리를 꺼냅니다.
 뚜껑을 강하게 눌러 닫습니다.
표준 조절 가능 플로어헤드

 먼지 제거 브러시/천연 솔이 장착
된 먼지 제거 브러시(일부 국가에서
만 제공됨)
스커팅보드, 복잡한 모양의 장식,
곡선형 물제 또는 특히 정교한 물체
를 청소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헤드는 회전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파용 솔
덮개, 매트리스, 쿠션, 커튼, 커버
등을 청소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일부 모델에는 설명되지 않은 다음 액세
서리 중 하나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 터보브러시

일반 용도 및 계단 청소에 적합합니다.

– AllergoTeQ 플로어헤드
13

 안전 상의 이유로 계단을 청소하는

케이블 풀기

경우에는 계단의 바닥에서 위로 이동
하며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
주전원 케이블 풀기

 전원을 끄고 콘센트에서 전원코드를
빼십시오.
 전원코드 되감기 풋스위치를 누릅니
다.
그러면 자동으로 전선이 감깁니다.
 케이블을 필요한 만큼 잡아당깁니다.
 플러그를 소켓에 올바르게 삽입하고
전원을 켭니다.

 30분 이상 청소하는 경우 케이블
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과열 및 파손의 위험이 있
습니다.

케이블을 완전히 진공청소기로 넣지 않
으려면 넣는 도중에 중지할 수 있습니
다. 케이블이 복귀되는 동안 케이블 끝
을 잡고 살짝 당기십시오.
켜고 끄려면

 켜기/끄기 풋스위치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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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력 조절방법
흡입력을 바닥 종류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기 단계를 낮추면 플로어헤
드를 조작하는데 힘이 덜 들어갑니다.
진공청소기의 흡입력 세기가 심볼로 표
시되기 때문에 최적의 출력단계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설정에 노란색 조명이 표시됩니
다.


커튼, 섬유



커버, 쿠션



컷 파일 카펫, 러그 및 선반

 + 풋 조절장치를 눌러 상위 설정을 선
택합니다.



에너지 절약형 진공 청소. 또한,
이 설정은 매우 조용하게 작동합
니다.

 - 풋 조절장치를 눌러 하위 설정을 선
택합니다.



루프 파일 카펫 및 러그

부스트 기능이 있는 풋스위치



단단한 바닥재 및 오염이 심한 카
펫과 러그

일부 모델에는 부스트 파워 기능이 있습
니다. 이 기능은 미세 오염 및 거칠고 들
러붙은 오염을 청소하기 위해 잠시 동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조절 가능 플로어헤드를 사용할 때 흡
입력이 너무 센 경우 흡입력을 낮추면
플로어헤드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
다.
풋 조절장치
처음으로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켜면 가
장 높은 설정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후에는 이전에 선택한 설정으로 켜집
니다.

 최대 파워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 풋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 풋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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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초 동안 부스트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부스트 표시등이 노란색으로 켜
집니다.

처음으로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켜면 가
장 높은 설정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제 다음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전에 선택한 설정으로 켜집
니다.

 20초가 지나기 전에 - 풋스위치를 누릅
니다.

 + 버튼을 누르면 높은 흡입력 수준이
선택됩니다.

그러면 부스트 기능이 꺼지고 최대 파워
가 활성화됩니다.

 - 버튼을 누르면 낮은 흡입력 수준이
선택됩니다.

 20초가 지난 후에 + 풋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부스트 기능이 있는 무선 조절장치 핸들

그러면 20초 동안 부스트 기능이 두 번째
로 활성화됩니다. 연속으로 세 번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활성화하려
면 1분 동안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부 모델에는 부스트 파워 기능이 있습
니다. 이 기능은 미세 오염 및 거칠고 들
러붙은 오염을 청소하기 위해 잠시 동안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부스트 파워 설정을 사용하면 실제 전
원 소비량이 변경됩니다.
무선 컨트롤 핸들 (특정국가버전에 한함)
일 부 무선 컨트롤을 장착한 모델의 경우
켜기/끄기 풋 조절장치로 진공청소기
를 켜면 진공청소기의 대기 표시등이
노란색으로 켜집니다.

 최대 파워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 스
위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 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20초 동안 부스트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진공청소기의 부스트 표시등이
노란색으로 켜집니다.
이제 다음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핸들의 대기 버튼  을 누릅니다.

 20초가 지나기 전에 - 스위치를 누릅니
다.

진공청소기의 대기 표시등이 꺼집니
다.

그러면 부스트 기능이 꺼지고 최대 파워
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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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가 지난 후에 + 스위치를 다시 누
릅니다.
그러면 20초 동안 부스트 기능이 두 번째
로 활성화됩니다. 연속으로 세 번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활성화하려
면 1분 동안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부스트 파워 설정을 사용하면 실제 전
원 소비량이 변경됩니다.
공기 유입 밸브 열기
(핸들에 LED 또는 무선 조절장치가 있는
모델 또는 Eco Comfort 핸들 모델 제외)
예를 들어, 러그나 다른 물체를 진공 흡
입하지 않는 등 청소 중 편리하게 잠시
동안 흡입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핸들의 공기 유입 밸브를 충분히 열어
흡입력을 줄입니다.
플로어헤드를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해
집니다.
청소 중
 청소 도중 뒤쪽에 위치한 청소기를 당
깁니다. 계단 및 커튼 등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수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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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 청소 시, 특히 톱밥, 모래, 석
고, 밀가루, 활석, 가루 등의 미세 먼지
를 청소하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정
전하가 쌓입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이
러한 전하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방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해 손잡이 내부에 금속띠가 들어가 있
습니다. 진공 청소 도중에 손과 이 금
속 스트립이 항상 접촉하도록 하십시
오. 진공청소기에 Eco Comfort손잡이
가 장착된 경우 굽은 부분을 손으로 잡
으십시오. 이 부분에 금속 스트립이 들
어가 있습니다.
작동 중단
(핸들에 무선 컨트롤이 장착된 모델)
청소 도중에 진공청소기를 일시 정지하
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핸들의 대기 버튼  을 누릅니다.

 대기 버튼은 청소 도중 진공청소기
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오랫 동안 대기 모드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과열 및 파손
의 위험이 있습니다.
핸들에 있는 LED는 버튼이 눌릴 때마다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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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정지의 마지막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기 버튼  을 다시 눌러 일지 정지
이전의 설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
니다.
 + 버튼을 누르면 최고 설정으로 진공
청소기 설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최저 설정으로 진공청
소기 설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동 및 보관
청소 중 잠시 사용 중단을 위한 파크 시
스템
파크 시스템을 사용하면 청소기의 사용
을 잠시 중단할 때 흡입 호스와 플로어헤
드를 편리하게 파킹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헤드 또는 플로어브러시를 진공
청소기의 파킹 위치에 둡니다.
진공청소기가 경사진 곳(예: 램프)에
있는 경우 텔레스코픽 호스를 완전히
넣습니다.

보관을 위한 파크 시스템

 사용이 끝나면 항상 진공청소기를
주전원에서 분리하십시오. 벽면 소켓
에서 진공청소기 전원을 끄고 플러그
를 빼십시오.
 진공청소기를 수직으로 세웁니다.
텔레스코픽 흡입관을 완전히 집어넣으
면 진공청소기를 좁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이나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진공청소기의 전
원을 분리하십시오. 벽면 소켓에서 진
공청소기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빼십
시오.
밀레 여과 시스템은 다음의 세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 밀레 정품 먼지봉투
– 모터 보호 필터
– 정품 밀레 배기 필터
수시로 교체하여 진공청소기가 효율적으
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ORIGINAL Miele” 로고가 부착된 정
품 먼지봉투, 필터 및 액세서리만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품을 사용하면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이 유지되어 최
상의 청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ORIGINAL Miele” 로고가 부착된 먼
지봉투는 종이 재질로 제작되지 않았
으며 하드보드지로 만들어진 칼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봉투는
내구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ORIGINAL Miele” 로고가 부착되지
않은 액세서리 사용으로 인한 제품 결
함 및 파손은 제품 보증에 의해 보증되
지 않습니다.
새 먼지봉투 및 필터 구입
밀레 정품 먼지봉투 및 필터는 밀레 온라
인 몰, 밀레 본사 매장 및 밀레 대리점에
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먼지봉투 및 필터 주문

 플로어헤드를 진공청소기의 파킹 위치
중 하나에 둡니다.
그러면 진공청소기를 편리하게 이동하거
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청색 칼라가 있는 밀레 GN 정품 먼지봉
투와 밀레 정품 필터만 사용하십시오. 이
러한 제품은 포장의 “ORIGINAL Miele”
로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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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 먼지봉투는 일회용입니다. 가득
찬 경우 먼지봉투를 폐기하십시오. 재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된 먼지봉투
는 표면의 미세구멍이 막혀있어 기기
의 흡입력이 감소합니다.
밀레 정품 먼지봉투 패키지에는 먼지봉
투 4개, 에어클린 배기 필터 1개 및 모터
보호필터 1개가 들어 있습니다. 밀레 정
품 멀티팩에는 먼지봉투 16개, 에어클린
배기 필터 4개 및 모터보호필터 4개가 들
어 있습니다(일부 국가에서만 판매됨).

먼지봉투 교체 표시등을 확인하려면

밀레 정품 먼지봉투 및 필터는 밀레 온라
인 쇼핑몰, 밀레 본사 매장 및 밀레 대리
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진공
청소기의 모델 번호를 알려주시면 올바
른 필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밀
레 온라인몰에서도 모든 액세서리를 주
문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헤드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
립니다.

먼지봉투 교체 시기

먼지봉투 교체 표시등의 컬러 표시가 적
색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기능이 상실 되
기 전에 먼지봉투를 교체하십시오(가능
한 사유는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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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펫 마루 겸용 플로어헤드를 진공청
소기에 장착합니다.
 기기의 전원을 켜고 최고세기단계를
선택합니다.

먼지봉투 교체 표시등 작동 방법
먼지봉투 교체 표시등은 일반 가정 먼지
용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먼
지, 머리카락, 실, 카페트 보풀, 모래의 혼
합물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석고, 벽돌 먼지, 시멘트 또는 밀
가루와 같은 미세 먼지를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경우에는 먼지봉투의 구멍이
매우 빨리 막힙니다.
이는 먼지봉투의 공기 투과성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표시등에
먼지봉투가 “가득 찬”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지봉투의 구멍
이 막혀 흡입력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먼지봉투를 교체해야 합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공기가 많이 포함되
는 대량의 머리카락과 카페트 보풀을 청
소하는 경우에는 먼지봉투가 가득차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등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기적으로
먼지봉투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
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의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지봉투 교체 방법

 호스 커넥터의 측면에 있는 탈착 버튼
을 누르고 소켓에서 호스를 들어 올립
니다.

 먼지함 뚜껑용 탈착 캐치를 든 후 뚜껑
을 최대한 열어 젖힙니다.
먼지봉투에는 먼지봉투함이 열렸을 때
먼지가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뚜껑
이 있습니다.

 칼라의 손잡이를 잡고 먼지봉투를 당
겨 뺍니다.

 새 먼지봉투를 청색 홀더에 최대한 멀
리 장착합니다. 상자에서 꺼낼 때의 접
혀진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먼지봉투함 뚜껑을 완전히 닫고 제자
리에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닫을 때
먼지봉투가 끼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
오.
안전 장치는 먼지봉투가 제자리에 없
는 경우 뚜껑이 닫히는 것을 방지합니
다. 강제로 힘을 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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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관 커넥터를 진공청소기의 흡입
소켓에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연결합니
다. 두 부품의 가이드가 정렬되어야 연
결할 수 있습니다.

 청색 필터 프레임을 완전히 열어 기존
필터를 제거합니다. 깨끗하고 오염되
지 않은 부분을 잡아 제거합니다.

모터보호필터 교체 시기

 필터 프레임을 닫습니다.

새 밀레 먼지봉투 팩을 사용할 때마다 이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밀레 정품 먼지봉투의 모든 포장에는 1
개의 모터보호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멀
티팩에는 모터보호필터 4개가 들어 있습
니다(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됨).

 먼지봉투를 청색 홀더에 최대한 멀리
장착합니다.

 새 모터보호필터로 교체합니다.

 먼지봉투함 뚜껑을 완전히 닫고 제자
리에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닫을 때
먼지봉투가 끼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
오.

모터보호필터 교체 방법
 먼지봉투함을 엽니다.
 칼라의 손잡이를 잡고 먼지봉투를 당
겨 뺍니다.

22

배기 필터 교체 시기
모델에 따라 진공청소기에는 다음 배기
필터 중 하나가 표준으로 장착됩니다.

에어클린 필터 교체 방법
두 개 이상의 배기 필터를 한 번에 사용
하지 마십시오.
 먼지봉투함을 엽니다.

a AirClean
새 밀레 먼지봉투 포장을 사용할 때마다
이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밀레 정품 먼지
봉투 팩에는 1개의 AirClean배기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멀티팩에는 AirClean 필
터 4개가 들어 있습니다(일부 국가에서만
판매됨).
b AirClean Plus 50(하늘색)
약 1년마다 이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필
터에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c Silence AirClean 50(회색)
d Active AirClean 50(검정색)
e HEPA AirClean 50(흰색)
배기 필터 교체시기 표시용 타임스트립
®이 완전히 적색인 경우 이 필터를 교체
하십시오. 표시등은 작동 후 약 50시간이
지나면 켜지고, 이는 평균적인 사용 시간
으로 약 1년에 해당합니다. 이 표시등이
켜져도 청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흡입력이 약해지며 적절한 시기에 교
체하지 않으면 필터 효과도 감소합니다.

 필터 그릴에 있는 탈착 캐치를 누른 후
최대한으로 그릴을 엽니다.
 사용한AirClean 필터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부분을 잡고 꺼냅니다.

 새 AirClean 배기 필터로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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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Clean Plus 50, Silence AirClean
50, Active AirClean 50 또는 HEPA
AirClean 50 필터를 장착하려면 “유지
- 배기 필터의 종류 교체”를 참조하십
시오.
 필터 그릴을 닫습니다.
 먼지봉투함을 닫습니다.
AirClean Plus 50, Silence AirClean 50,
Active AirClean 50 및 HEPA AirClean
50 필터를 어떻게 교체하나요?
두 개 이상의 배기 필터를 한 번에 사용
하지 마십시오.
 먼지봉투함을 엽니다.

 새 배기 필터를 삽입하여 적절하게 작
동하는지 확인한 후 제자리에 밀어 넣
습니다.

 배기 필터 c, d 또는 e를 사용 중인 경
우 배기 필터 교체시기 표시용 타임스
트립® 교체 표시등을 누릅니다.
 배기 필터를 들어 올려 분리합니다.

약 10~15초 후에 세 개의 배기 필터 표시
기의 왼편에 얇은 적색선이 나타납니다.
AirClean 필터를 장착하려면 “다른 종
류의 배기 필터로 교체”를 참조하십시
오.
 먼지봉투함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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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배기 필터로 교체
모델에 따라 진공청소기에는 다음 배기
필터 중 하나가 표준으로 장착됩니다.

a AirClean
b AirClean Plus 50(하늘색)
c Silence AirClean 50(회색)
d Active AirClean 50(검정색)
e HEPA AirClean 50(흰색)
두 개 이상의 배기 필터를 한 번에 사용
하지 마십시오.
필터 교체 시에는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배기 필터 c, d 또는 e를 사용 중인 경
우 배기 필터 교체시기 표시용 타임스
트립® 교체 표시등도 활성화해야 합
니다.

2. 배기 필터 b, c, d 또는 e를 a로 교체하
려면 필터 그릴*을 장착해야 합니다.
* 필터 그릴 - “추가옵션 액세서리” 참
조
무선 조절장치 핸들의 배터리 교체 시기
약 18개월마다
3 V 배터리(CR 2032) 1개가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장착되지 않은 경
우에도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를 위해서는 켜기/끄기 풋 조절장치
를 사용하여 진공청소기를 켭니다.
진공청소기의 대기 표시등이 노란색
으로 켜집니다.
 진공청소기의 재시작 버튼을 누릅니
다.

1. 배기 필터 a를 필터 b, c, d 또는 e로
교체하려면 필터 그릴을 제거한 후 새
배기 필터를 장착해야 합니다.

진공청소기를 최대 출력으로 이러한 방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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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조절장치 핸들의 배터리 교체 방법

스레드 필터 교체 방법

 크로스팁 스크류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배터리함 커버의 나사를 열고 커버를
분리합니다.

 적절한 스크류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슬
롯에서 스레드 필터를 분리합니다.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전극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새 스레드 필터를 장착합니다.
AllTeQ 플로어헤드의 롤러 청소

 커버를 다시 장착하고 나사로 고정합
니다.
 오래된 배터리를 현지 재활용 시설에
폐기합니다.
플로어헤드 흡입부 교체시기
플로어헤드 바닥에 있는 흡입부의 빨강
솔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
여 돌기가 마모된 경우 교체하십시오.

 동전을 사용하여 베어링(베이오넷 피
팅 사용)을 해제합니다.
 베어링을 눌러 꺼낸 후 분리합니다.
 롤러를 분리합니다.
 스레드와 헤어를 분리한 후 롤러를 교
체하고 베어링을 다시 맞춘 후 제 위치
에 고정합니다.
26

교체 부품은 밀레 대리점이나 밀레 예
비 부품 부서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 및 관리
 항상 진공청소기를 전원으로부터
분리한 후 세척하십시오. 벽면 소켓에
서 진공청소기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빼십시오.
진공청소기 및 액세서리
진공청소기 및 모든 플라스틱 액세서리
는 플라스틱에 적합한 세제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연마성 세척제, 유리 세척제, 다용
도 세척제 또는 유성 세척제를 사용하
지 마십시오!
먼지봉투함
필요한 경우 건조한 걸레, 브러시 또는
사용 가능한 경우 보조 진공청소기로 청
소하여 먼지함의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진공청소기기가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기에 물이 들어간 경우 감
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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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안내
제품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
에 전화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원인과 해결

진공청소기가 자동으로 꺼
집니다.
특정 모델에서는 과열 표
시등도 에 켜질 수 있습
니다.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온도 제한기가 진공청소기를 자
동으로 끕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를 들어 대형 입자가
흡입관을 막거나 먼지봉투가 가득하거나 미세 먼지 입
자가 포함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이 심한
배기 필터 또는 먼지봉투함 필터가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켜기/끄기 풋 조절장치를 사용하여 진공청소기를 즉
시 끄십시오  전원 공급을 차단하십시오. 벽면 소
켓에서 진공청소기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빼십시오.
원인을 제거한 후 약 20~30분 동안 기다려 진공청소기
를 식히십시오. 그러면 다시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기술 데이터
(핸들 무선 컨트롤이 장착된 모델)
주파수 대역

433.05 MHz – 434.79 MHz

최대 송파전력

< 10 µW

적합성 선언 (한국에는 해당없음)
밀레의 이 진공 청소기는 Directive 2014/53/EU를 준수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에 대한 전문은 다음 인터넷 주소 중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품, www.miele.co.uk 에서 다운로드
– 서비스, 정보, 작동 지침 등: www.miele.co.uk/domestic/customerinformation-385.htm으로 이동하여 제품 이름이나 일련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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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제 발생시 연락처
사용자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오류는 밀
레 대리점이나 밀레 서비스 센터로 문의
해 주십시오.
밀레 서비스 센터 연락처는 사용설명서
마지막 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과의 전화 내용은 밀레 서비스 품
질 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및 녹음되며 사
용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 서비스 출장 시 요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보증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2년간 보증됩니다.
국가별 보증 사용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보증서를 참조하시거나 밀레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추가 구매 가능한 액세서리
특정 모델에는 하나 이상의 다음 액세
서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바닥재 제조사의 청소 및 관리 지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러한 그리고 여러 다른 제품은 밀레 온
라인몰, 밀레 예비 부품 부서 또는 밀레
대리점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플로어헤드/브러시
알러고텍 (AllergoTeQ) 플로어헤드
(SBDH 285-3)
이 플로어헤드는 모든 바닥 표면을 매일
위생적으로 청소하는 데 적합합니다. 바
닥의 청결도는 청소 시 색상으로 구분되
는 « 신호등 » 액정판에 표시됩니다.

터보브러시 TurboTeQ (STB 305-3) / 터
보브러시 Turbo (STB 205-3)
이 브러시는 모가 짧은 카펫에서 보풀과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마루바닥 플로어브러시(SBB 235-3)
이 브러시는 타일이나 석재 바닥 등 딱딱
한 바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회전 가능 단단한 바닥 트위스터 플로어
브러시(SBB 300-3)
이 브러시는 다양한 단단한 바닥 표면에
적합하고 회전 연결부가 있어 청소가 어
려운 모서리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회전 가능 단단한 바닥 Parquet Twister
플로어브러시(SBB 300-3)
(일부 국가에만 제공됨)
매끄럽고 단단한 표면 및 작은 틈새를 청
소하기 위해 천연모로 제작되었습니다.
회전 가능 단단한 바닥 Parquet Twister
XL 플로어브러시 (SBB 400-3)
(일부 국가에만 제공됨)
매끄러운 단단한 표면 및 작은 틈새를 빠
르게 청소하기 위한 천연 모 장착
기타 액세서리
MicroSet (SMC 20)
이 세트는 작은 물체나 닿기 어려운 곳을
청소하기 위해 특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PC 스테레오 장비, 곡선형 가구 및 장신
구, 모델 등).
유연한 미니 터보브러시 XS
(STB 20) / Turbo Mini (STB 101)
다양한 커버, 매트리스, 카 시트 등을 청
소하는 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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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 브러시 (SUB 20)
(일부 국가에만 제공됨)
책, 선반 등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라디에이터솔 (SHB 30)
라디에이터, 좁은 선반 및 틈새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매트리스용솔 (SMD 10)
덮개, 매트리스, 쿠션, 커튼, 커버 등을 청
소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틈새솔, 300 mm (SFD 10)

에어클린 플러스 50 배기 필터
(SF-AP 50)
특히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위해 효과적인
여과 장치입니다.
액티브 에어클린 50 배기 필터
(SF-AA 50)
불쾌한 냄새를 크게 줄이기 위한 용도입
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흡연자가 있
는 가정에 적합합니다.
HEPA 에어클린 50 배기 필터
(SF-HA 50)

접힌 부분, 틈색 및 모서리를 청소하기
위한 긴 틈새 노즐이 있습니다.

미세 먼지와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효과
적으로 여과합니다. 집먼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입니다.

틈새솔, 560 mm (SFD 20)

필터 그릴

닿기 어려운 곳을 청소하기 위한 유연한
틈새솔이 있습니다.

배기 필터 사일런스 에어클린 50,
에어클린 플러스 50, 액티브 에어클린
50 또는 HEPA 에어클린50을 에어클린
필터로 교체하려면 필터 그릴이 필요합
니다.

와이드 소파용 솔, 190 mm (SPD 10)
커버를 씌운 가구, 매트리스 및 베개를
청소하기 위한 특와이드형 소파형 솔입
니다.
탄력 연장 흡입관(SFS 10)
흡입관을 약 1.5 m 연장하기 위한 용도입
니다.
조명 포함 컴포트 핸들
(SGC 20)
청소할 구역에 조명을 비춥니다.
필터
배기 필터 사일런스 에어클린 50
(SF-SA 50)
청소 도중 소음을 크게 줄이기 위한 용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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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밀레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59 밀레하우스 빌딩 (135-907)
■ 전화: (02)3451-9333

■ 팩스: (02)3451-9453

■ 홈페이지: www.miele.co.kr

■ 온라인 쇼핑몰: shop.miele.co.kr

■ 제품문의: 밀레 MEC 080-444-9451 (수신자 부담)
전국 1577-1597 (가까운 대리점으로 연결)
■ A/S 신청: 밀레 서비스 센터 (02)3451-9393
전국 1577-1597 (가까운 대리점으로 연결)
■ 본 제품은 수입 완제품으로 공급이 일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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