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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에 대한 지침
이 진공청소기는 현행 안전 관련 요건에 부합합니다. 부적절한 사용
은 사용자의 부상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읽어주십시오. 사
용설명서에는 진공청소기의 안전,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부상과 기기 손상 모
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IEC 60335-1 표준에 따라, 밀레는 “설치 및 연결”에 대한 지침뿐 아
니라, 지침과 경고 항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
다.
밀레는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상 또는 손상을 책임
지지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다음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
십시오.
진공청소기의 사용이 끝나거나 모든 액세서리를 교체할 때뿐만 아
니라 유지보수 작업, 청소 및 문제 해결 작업을 하기 전에 콘센트에
서 플러그를 빼고 주 전원에서 진공청소기를 분리하십시오. 컴포트
핸들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를 사용하십시오.

올바른 사용
 이 진공청소기는 일반 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주거환경에서 바닥을
청소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진공청소기는 건설 현장에
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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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공청소기는 해수면에서 최대 4000m의 고도에서 사용해야 합
니다.

 진공청소기는 건조한 바닥 표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타 모든 용도, 개조 또는 변형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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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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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는 진공청소기가 운송 중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운송을 위해 포장재를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린이들과 관련된 안전사항
 8세 미만 어린이는 계속 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진공청
소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은

경우 감독을 받지 않고 진공청소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부
정확한 작동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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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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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 위험. 식품 포장용 랩과 같은 포장재는 유아나 아동의 손이 닿

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동이 장난을 치다가 포장에 걸리거나
머리에 포장을 뒤집어 쓰고 질식될 수 있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안전사항
 진공청소기는 25.2 V에서 작동합니다.
이는 III 등급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를 감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낮은 전압
의 안전 초저전압(SELV) 전원으로 제공됩니다. 진공청소기를 충전할
때 공급하는 전원으로 II 등급 충전기가 사용됩니다.

 진공청소기 및 액세서리를 사용하기 전 제품에 손상이 있는지 잘 확
인하십시오. 손상된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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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에 대한 지침
 충전기의 데이터 플레이트에 명시된 정격 데이터와 주전원 전압 및

주파수를 비교하십시오. 이 데이터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충전기
는 개조 없이 50 Hz 및 60 Hz에서의 사용에 적합합니다.

 주 전기 플러그는 적절한 퓨즈와 함께 장착되어야 합니다.
 호주/뉴질랜드(AUS/NZ): 주 전기 콘센트는 적절한 회로 차단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밀레 멀티 플로어 XXL 전동브러시와 밀레 일렉트로 컴팩트 핸드브

러시(모델에 따라 다름)는 이 밀레 진공청소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추가적인 모터 작동 기기입니다. 안전상 이유로 진공청소기는 다른 밀
레 전동브러시/핸드 브러시 또는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전동브러
시/핸드브러시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온도가 0 °C~45 °C 사이인 곳에 진공청소기를 보관하십시오.
 진공청소기 보증기간 내의 수리는 밀레 공식 서비스 기술자만 수행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발생 가능한 손상에 대해서도 보증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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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ele 정품 부품으로만 교체해야 합니다.

청소
 진공청소기 또는 제공된 모든 액세서리를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전동브러시/핸드브러시(모델에 따라 상이), 파워 유닛, 흡입관, 본체
와 컴포트 핸들에는 전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넥터 플러그는 물과
닿으면 안 됩니다. 감전 위험. 플러그는 건조한 천으로만 닦아내야 합
니다.

 진공청소기 및 액세서리는 전원 공급에서 분리하고 나면 건조한 천
또는 약간 젖은 천으로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

6

경고 및 안전에 대한 지침
– 먼지통: 먼지통을 비우고 프리필터를 분리하십시오. 물과 중성 세척
액만을 사용하여 먼지통을 세척하십시오. 그 다음 먼지통을 완전히
건조하십시오. 먼지통에 있는 프리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올바른 기기 사용방법
 먼지통, 프리 필터, 미세 먼지 필터 및 모터보호필터가 장착된 경우
에만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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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브러시/핸드브러시(모델별로 상이)가 회전 중일 때는 만지지 마
십시오.

 전동브러시/핸드브러시(모델별로 상이)를 머리 높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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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포장지에 “ORIGINAL Miele” 로고가 부착된 정품 액세서리만 사용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조사는 제품 안전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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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에 대한 지침
AP01 배터리, LG01 충전기, LS03 충전기 거치대(모델별로 상이)
에 대한 안전 지침 및 경고
어린이들과 관련된 안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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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01 배터리를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는 계속 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LG01 충전기/LS03
충전기 거치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술과 관련된 안전사항

 AP01 배터리, LG01 충전기 및 LS03 충전기 거치대는 밀레 HS19 진
공청소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상 이유로 진공청
소기는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배터리, 충전기 또는 충전기 거치대
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공청소기와 함께 제공된 LG01/xx 충전기 또는 LS03/xx 충전기
거치대만 AP01 배터리 충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xx는 01, 02, 03, 04, 05, 06, 07 또는 08를 뜻합니다. 이 번호는 LG01
충전기 및 LS03 충전기 거치대의 국가 버전을 나타냅니다.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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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T, BE, BG, CH, CL, CZ, DE, DK, EE, ES, FI, FR, GR, HR, HU, IT, KZ, LT,
LU, LV, NL, NO, PL, PT, RO, RS, RU, SE, SI, SK, TR, UA, ZA

02

AE, GB, HK, IE, MY, SG

03

CA, MX, US

04

AU, NZ

05

CN

06

KR

07

JP

08

IN

경고 및 안전에 대한 지침
 주 플러그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 연속 작동에 대해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LG01 충전기/LS03 충전기 거치대가 주전원 공급장치에 연결된 경
우에만 진공청소기의 안전한 작동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주변 온도가 0 °C~45 °C 사이인 곳에 진공청소기를 충전하십시오.
 AP01 배터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액체가 누출되거나 심각하
게 과열되거나 색깔이나 형태가 변형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AP01 배터리를 즉시 폐기하십시오(이 장의 마지막에 있는 “AP01 배터
리 폐기” 및 “환경 보호” – “사용한 배터리 폐기” 안전 통지를 참조).

 배터리는 충전량이 소모됩니다. 그 이후에는 부식성 액체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눈과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접촉한 경우에는 물
로 꼼꼼히 헹구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AP01 배터리를 보내기 전에 밀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올바른 기기 사용방법

 AP01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안전상 이유로 손상
된 AP01 배터리는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AP01 배터리는 화염 또는 기타 열원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AP01
배터리를 가열하지 마십시오. 충전 배터리를 직사광선에 노출하지 마
십시오.

 AP01 배터리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AP01 배터리의 접촉부를 연결해 단락
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AP01 배터리가 액체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AP01 배터리 폐기: 진공청소기에서 AP01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단
락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 접촉부를 접착 테이프로 절연 처리합니다.
AP01 배터리를 현지 재활용 시설에 폐기합니다. 가정용 쓰레기와 함
께 AP01 배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충전 배터리는 제품을 폐기 처리하기 전에 분리해야 합니다.
9

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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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내
a 컴포트 핸들
b 컴포트 핸들의 탈착 버튼(후면)
c 먼지통 핸들
d 프리 필터, 미세 먼지 필터와 모터 보호 필터가 장착된 먼지통
e 배터리 연결 및 컴포트 핸들, 흡입관, 전동브러시 및 먼지통에 연결된 파워유닛
f 배터리용 탈착 버튼(배터리 양측)
g 충전 소켓(배터리 하단)
h AP01 리튬 이온 배터리
i 커넥터
j 멀티 플로어 XXL 전동브러시(일부 모델에는 브릴리언트라이트 조명 포함)
k 분리 가능한 롤러 브러시
l 커버
m 롤러 브러시 분리용 탈착 슬라이츠
n 탈착 버튼
o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
p 흡입관
q 흡입력 선택장치가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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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포장재의 처리

배터리의 폐기

제품의 운송과 보호를 위한 포장재는 환
경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져 재활 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기 및 전자기기에 포함
된 배터리는 사용 후 가정용 쓰레기로 버
려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진공청소기
에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배터리를 분리하고 무료로 처리할 수 있
는 적합한 수거 장소(예: 소매점)에 폐기
할 법적 의무(국가별로 상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을 함유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지나 봉투 등은 어린이 나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 에 버
리세요.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습 니다.

오래된 제품의 폐기
오래된 진공청소기를 폐기하기 전 미세
먼지 필터를 제거하고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십시오.
전기 및 전자 제품에는 자원이 되는 자재
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중
에는 올바른 기능 및 안전을 위해 필수적
인 일부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물질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폐기되거
나 잘못 취급될 경우 건강 및 환경에 유
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공청소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대리점 또는 밀레에 문의하거나 주변 지
역의 공식 지정된 전기 및 전자 제품의
폐기 및 재활용 수거 및 폐기 장소를 이
용하십시오. 폐기 전 제품을 보관하는 동
안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의 손이 닿
지 않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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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의 라벨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
습니다. 십자가 그려진 휴지통 기호는 일
반적인 가정용 쓰레기에 배터리를 폐기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그려져 있는 휴지통 기호에 한 개 이상의
화학기호가 있는 경우 배터리에 납(Pb),
카드뮴(Cd) 및/또는 수은(Hg)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E&G+J

배터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귀중한 원자
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따로
폐기하면, 간편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연결
진공청소기 조립
진공청소기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조
립합니다.

진공청소기의 상단에 파워유닛을 배치
시,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밑 청소 편리
- 쉬운 파워유닛을 분리
파워유닛 단독 사용
파워유닛은 빠르게 특정 구역에 있는 부
스러기와 보풀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흡
입관과 전동브러시 없이 자체적으로 사
용할 수도 있습니다.

팁: 이 구성은 특히 세 가지 제공되는 액
세서리 사용 시 적합합니다(“제공된 액
세서리 사용” 참조).

 흡입관은 파워유닛 위나 아래에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의 하단에 파워유닛을 배치
시,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셀프스탠딩 기능 사용 가능(“사용” –
“진공 청소 시 일시 정지를 위한 셀프스
탠딩 기능”)
- 인체공학적(손목 부담 완화)
- 넓은 표면의 편리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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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트 핸들 연결

진공청소기의 구성에 따라 컴포트 핸들
을 흡입관 또는 파워유닛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탈착 버튼을 누르고 컴포트 핸들을 위
로 당겨 분리합니다.
파워유닛과 흡입관 연결

 컴포트 핸들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흡입관 커넥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밀어넣습니다(좌측 상세 이미지).

진공청소기의 구성에 따라 흡입관을 파
워유닛 위 또는 아래에 배치할 수 있습니
다.

 먼지통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컴포트
핸들을 밀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파
워유닛 커넥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밀어넣습니다(우측 상세 이미지).
 두 부분을 분리하려면 컴포트 핸들 앞
쪽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로 진공청
소기를 끕니다.

 먼지통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흡입관을
밀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파워유닛
커넥터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밀어넣습
니다(좌측 상세 이미지).
 파워유닛 커넥터를 딸깍 소리가 날 때
까지 흡입관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밀
어넣습니다(우측 상세 이미지).
14

 각 부분을 서로 분리하려면 탈착 버튼
을 누릅니다.
배터리 삽입

 배터리에서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라 딸깍 소리가 날 때
까지 배터리를 파워유닛에 밀어넣습니
다.

 해당 부분을 다시 분리하려면 배터리
양측에 있는 두 개의 탈착 버튼을 눌러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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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브러시 연결

일반 배터리 정보

진공청소기의 구성에 따라 파워유닛 커
넥터 또는 흡입관을 전동브러시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충전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된 상
태가 아닙니다.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완충합
니다. 약 4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됩니다.
배터리의 최대 전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파워유닛에서 최초로 배터리를 충
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배터리가 완충되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가 10 분 후에
꺼집니다.

 커넥터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전동
브러시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삽입합니
다.

 각 부분을 서로 분리하려면 전동브러
시에 있는 탈착 버튼을 누르고 전동브
러시에서 커넥터를 당겨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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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전력으로 완전히 모두 조립된 상태
에서 사용하는 경우 진공청소기는 최대
17 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파워유
닛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최저전력을 선
택하는 경우에는 최대 60 분을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벽걸이 거치대 없이)

배터리 충전(벽걸이 거치대 사용)

진공청소기는 똑바로 세운 상태로 보관
가능하며 바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
니다.

제공된 벽면 거치대에 진공청소기를 보
관 및 충전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벽에 제품을 거치하기 위해 전원 소켓
주변에 적절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
다.

 파워유닛을 전동브러시에 연결하여 진
공청소기의 안전한 지지대를 만들어줍
니다.
 전동브러시 커넥터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진공청소기를 앞쪽으로 밀어줍
니다.
 제공된 충전 케이블을 배터리 하단의
충전 소켓에 꽂으십시오.
 충전기를 전원 소켓에 꽂습니다.
그러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배터리 충전 상태 표
시기”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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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 거치대의 하단에 있는 탈착 버튼
을 누릅니다.

벽걸이 거치대
제공된 벽면 거치대에는 마운팅 플레이
트와 후면에 부착된 나사가 있습니다.
원하는 벽 위치에 마운팅 플레이트를 부
착합니다.
 나사를 분리합니다.

 벽면 거치대에서 마운팅 플레이트를
아래로 끌어내려 분리합니다.
마운팅 플레이트 부착
마운팅 플레이트 부착을 위해 플러그 2
개와 T20 TORX 나사 2개가 제공됩니다.
또한, 전동 스크루드라이버나 드릴(6mm
의 드릴링 직경)이 필요합니다.
진공청소기의 구성에 따라 마운팅 플레
이트의 하단 모서리와 바닥의 거리가
45 cm 또는 98 cm가 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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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브래킷에 충전 케이블 부착
케이블 칸은 벽면 브래킷의 하단에 있습
니다.

벽에 배선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벽면 브래킷의 하단에 있는 탈착 버튼
두 개를 모두 눌러 케이블 칸 커버를
분리합니다.

 마운팅 플레이트를 벽에 부착합니다.

 제공된 충전 케이블을 위쪽의 입구에
꽂습니다.
 충전 케이블을 가이드에 맞춰 놓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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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거치대 연결

 커버를 다시 장착하고 케이블 칸을 닫
습니다.
액세서리 홀더 연결
(필요한 경우)

 벽면 거치대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마운팅 플레이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삽입합니다.

액세서리 홀더는 3개의 액세서리 세트
보관을 위해 제공됩니다(“제공된 액세서
리사용” 참조).

 배터리가 장착된 완전히 조립된 진공
청소기의 파워유닛을 위에서부터 아래
로 벽면 거치대에 밀어넣습니다.
 액세서리 홀더를 벽면 거치대에 최대
한 안쪽으로 밀어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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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를 전원 소켓에 꽂습니다.
그러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충전 중)
배터리 충전 상태가 파워유닛에 표시됩
니다.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방전
되면 안전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로 인
해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는 파워유
닛의 충전을 시작한지 약 30~60 분 후
에 켜집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사용 중)
배터리 충전 상태가 파워유닛에 표시됩
니다.
충전 용량

디스플레이

약 100~70 %

상단, 중간 및 하단
조명에 불이 들어
옴

약 69~35 %

중간 및 하단 조명
에 불이 들어옴

충전 용량

디스플레이

약 34~11 %

약 0~34 %

하단 조명이 천천
히 깜박임

하단 조명에 불이
들어옴

약 10~0 %

약 35~69 %

하단 조명에 불이
들어오고 중간 조
명이 천천히 깜박
임

하단 조명이 천천
히 깜박임

약 70~90 %

중간과 하단 조명
에 불이 들어옴
상단 조명이 천천
히 깜박임

약 91~100 %

하단, 중간 및 상단
조명에 불이 들어
옴

배터리가 완충되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가 10 분 후에
꺼집니다.
컴포트 핸들의 켜기/끄기 스위치를 눌러
언제든 4초간 충전 상태를 표시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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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액세서리 사용

전동브러시 멀티 플로어 XXL
바닥재 제조사의 청소 및 관리 지침을
따르십시오.

 소파용 솔
덮개, 매트리스와 쿠션을 청소하기
위한 액세서리입니다.
 틈새솔
접힌 부분, 틈새 또는 모서리를 청
소하기 위한 액세서리입니다.
 먼지 브러시
걸레받이 , 곡선형 가구 또는 복잡
한 모양의 장식을 청소하기 위한 액
세서리입니다.
헤드는 회전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d 액세서리 홀더
3개의 액세서리 세트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홀더의 기호는 각 액세서리의 부착 위치
를 나타냅니다.
액세서리는 벽면 거치대에 장착할 수 있
습니다(“설치 및 연결” – “액세서리 홀더
연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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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브러시는 긁힘이 잘 생기지 않는 카
펫, 러그 및 단단한 바닥을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 흡입관은 카펫이 깔린 계단을 청소
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밀레는 여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한 다
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옵션 액
세서리” 참조).

전동 컴팩트 핸드 브러시
(모델별로 상이)
바닥재 제조사의 청소 및 관리 지침을
따르십시오.

 배터리를 두 번 충전하고 나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충전기 거치대에 밀
어넣습니다.
 플러그를 전원 소켓에 삽입합니다.
핸드브러시는 특히 소파와 카시트의 강
력 청소에 적합합니다.
팁: 흡입관은 소파 또는 카시트를 청소
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추가 배터리 및 충전기 거치대
(모델별로 상이)
추가 배터리를 사용하면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배 늘어납니
다.
처음 충전하기 전에 “설치 및 연결” –
“일반 배터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십
시오.

그러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가 왼쪽에 깜박입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설치 및 연결” – “배터리 충전 상
태 표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사용 후 충전기 거치
대에 바로 꽂으면 배터리가 식은 이후
에 충전을 시작합니다.
식히는 과정은 최대 60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충전기 거치대의 배터
리 충전 상태 표시기는 표시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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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전원 켜기 및 끄기
 배터리를 바로 충전한 경우 배터리의
충전 소켓에서 충전기를 빼냅니다.
 벽면 거치대에서 배터리를 충전한 경
우, 진공청소기를 벽면 거치대에서 분
리합니다.

중간 및 최대 전력에서는 바닥재 감지 기
능이 활성화됩니다.
전동브러시 전기 출력은 바닥재의 유형
에 따라 최적 수준으로 자동 조절되며 이
로 인해 작동 소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작업 구역 조명
(모델별로 상이)
진공청소기의 전동브러시에는 브릴리언
트라이트 조명이 장착되어 청소하려는
곳에 조명을 비출 수 있습니다.
청소 중 잠시 사용 중단을 위한 셀프스탠
딩 기능
(안전상 이유로 이 기능은 파워유닛이 진
공청소기 하단에 장착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의 하단에 파워유닛이 장착된
상태로 청소하는 경우, 제품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작동을 쉽게 멈출 수 있습니다.

 컴포트 핸들의 켜기/끄기 스위치를 누
릅니다.
흡입력 조절
흡입력을 바닥 종류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기 단계를 낮추면 전동브러
시를 조작하는데 힘이 덜 들어갑니다.
컴포트 핸들에서 선택할 수 있는 흡입력
세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최소 전력
가벼운 오염

2

중간 전력
일반 오염

최대

최대 전력
심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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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브러시 커넥터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진공청소기를 앞쪽으로 밀어줍
니다.
진공청소기는 안전하게 세워지며 전동브
러시는 스스로 꺼져 배터리를 절약합니
다.
전동브러시의 커넥터 잠금을 풀면 전동
브러시가 다시 켜집니다.

유지관리

 롤러브러시 회전으로 인한 부상 위
험.
회전하는 롤러 브러시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작업 및 청소를 시작하기 전
에는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꺼야 합니
다. 컴포트 핸들에 있는 켜기/끄기 스
위치를 사용하십시오.
교체 부품은 밀레 대리점이나 밀레 서
비스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먼지통 비우기
먼지통에 먼지가 max 표시까지 쌓이기
전에 먼지통을 비우십시오.

 먼지통을 위로 들어올려 분리합니다.
용기 안의 내용물은 일반적인 가정 먼
지만 포함되었다는 전제 하에 일반 가
정 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있습니다.
 먼지통을 쓰레기통 가까이에서 잡아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먼지통의 뚜껑을 화살표 방향으로 첫
번째 중단 지점까지 최대한 멀리 돌립
니다.
 먼지통의 뚜껑을 화살표 방향으로 다
음 중단 지점까지 최대한 멀리 돌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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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필터 청소
미세 먼지 필터는 먼지통에 위치해 있습
니다.
미세 먼지 필터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청
소하십시오.
 먼지통 분리.

먼지통의 하단에 있는 커버가 열리며 먼
지가 쏟아집니다.
 먼지통의 뚜껑을 다시 원위치로 돌립
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커버를 닫으십
시오.
 미세 먼지 필터를 위로 들어올려 분리
합니다.

 잘못된 청소로 인한 손상 위험.

이로 인해 미세 먼지 필터가 손상되어
청소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미세 먼지 필터 내부를 세척하지 마십
시오.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를 사
용해 필터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미세
먼지 필터를 브러시로 청소하지 마십
시오.

 가이드라인을 따라 먼지통을 밀고 딸
깍 소리가 날 때까지 파워유닛 커넥터
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미세 먼지 필터를 휴지통 위에서 들고
있습니다.
 고무처리된 하단 모서리로 미세 먼지
필터를 조심스럽게 칩니다.
 미세 먼지 필터를 살짝 돌리면서 모든
틈에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깨끗해지면 미세 먼지 필터를 먼지통
의 원위치에 다시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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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유닛 커넥터의 먼지통을 교체합니
다.
프리필터 청소
프리필터는 먼지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프리필터를 청소하십시오.
 먼지통 분리.
 미세 먼지 필터 분리.

 잘못된 청소로 인한 손상 위험.

이로 인해 프리필터가 손상되어 청소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해
필터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휴지통 위에서 프리필터를 조심스럽게
치면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팁: 가는 청소 브러시 같은 도구를 사용
해 프리필터의 내부를 꼼꼼히 청소합니
다.
모터 보호 필터는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
다. 모터 보호 필터는 프리필터 내부를
더욱 쉽게 청소하도록 분리할 수 있습니
다.
 프리필터 청소 후 모터 보호 필터를 다
시 프리필터에 안전하게 부착하고 원
위치에 부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최대한 시계방향으로 돌려 모터 보호
필터를 잠급니다.

 휴지통 위에서 먼지통을 비우고 프리
필터를 위로 들어올려 분리합니다.

 먼지통에 있는 프리 필터를 교체하십
시오.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모터 보호 필터
의 잠금을 해제하고 위로 들어올려 분
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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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브러시/핸드브러시 청소
(핸드브러시 가용성은 모델별로 상이)

 이를 위해 두 부분의 가이드라인에 맞
춰 먼지통 뚜껑을 원위치로 돌립니다.
 원위치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먼지
통 하단의 커버를 닫습니다.
 미세 먼지 필터를 교체합니다.
 파워유닛의 먼지통을 교체합니다.
먼지통 청소

 진동청소기 커넥터에서 전동브러시/핸
드브러시를 분리합니다.
실과 머리카락을 제거합니다
 전동브러시/핸드브러시를 평평하고 깨
끗한 표면에 거꾸로 놓습니다.

필요한 경우 먼지통을 청소하십시오.
 먼지통 분리.
 휴지통 위에서 먼지통을 비우고 프리
필터를 위로 들어올려 분리합니다.
 물과 중성 세척액을 사용하여 먼지통
을 세척하십시오.
 먼지통을 완전히 건조하십시오.
 먼지통에 있는 프리 필터를 교체하십
시오.
 파워유닛의 먼지통을 교체합니다.
 롤러 브러시 주변에 붙은 실이나 버리
카락을 가위로 잘라냅니다. 가위를 가
이딩하기 위해 가이드 트랙에 롤러 브
러시를 이동시킵니다.
그다음 진동청소기를 켜서 실과 머리카
락을 빨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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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브러시 분리
(핸드브러시에서는 불가)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물을 제거하고 전
동브러시의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롤러
브러시를 전동 브러시에서 분리할 수 있
습니다.

 전동브러시의 측면 커버를 분리해
 기호가 보이도록 하십시오.
 커버를 최대한 높이 들어올리십시오.
 롤러 브러시를 분리합니다.
 롤러 브러시를 청소하고 전동브러시
안에 잘 지워지지 않는 먼지를 제거합
니다.
 전동브러시를 반대 순서로 다시 조립
합니다.
충전 배터리 교체
정품 밀레 AP01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
(HX LA)가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 있는 충전 배터리 처리 및
폐기에 관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경고
및 안전”, “환경 보호” 및 “설치 및 연
결”(“일반 배터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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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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브러시 회전으로 인한 부상 위험.

회전하는 롤러 브러시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두십시오. 컴포트 핸들
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를 사용하십시오.
문제

원인과 해결

청소 성능이 낮습니다.

먼지통이 가득 찼습니다.
 먼지통을 비우고 청소합니다.
전동브러시가 더럽거나 막혔습니다.
 롤러 브러시와 전동브러시 내부를 청소합니다(“유
지보수” – “전동브러시 청소” 참조).

청소 성능이 저하되었습니 미세 먼지 필터가 오염되었습니다.
다.
 미세 먼지 필터를 청소합니다(“유지관리” – “미세 먼
지 필터 청소” 참조).
프리필터가 오염되었습니다.
 프리필터를 청소합니다(“유지관리” – “프리필터 청
소” 참조).
전동브러시는 저절로 꺼집 전동브러시가 과부하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털이 긴
니다.
카펫과 같은 표면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를 끄고 낮은 흡입력으로 다시 켭니다.
컴포트 핸들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를 사용하십시
오.
사용 소음은 청소 중에 바
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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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력 수준에서 바닥재 감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전동브러시 전기 출력은 바닥재의 유형에 따라 최적 수
준으로 자동 조절됩니다.
 소음이 보통과 같습니다. 진공청소기가 제대로 작동
하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과 해결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켜도 삽입한 배터리가 없거나 잘못 삽입되어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를 삽입하거나 배터리가 어떻게 장착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설치 및 연결” – “배터리 삽입”
참조).
충전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사용 설명서에서 설명한 대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설치 및 연결” – “배터리 충전” 참조).
정품 밀레 배터리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정품 밀레 AP01 리튬 이온 배터리(HX LA)를 삽입합
니다.
충전기가 아직도 꽂혀 있습니다.
 배터리의 충전 소켓에서 충전기를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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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
 롤러브러시 회전으로 인한 부상 위험.

회전하는 롤러 브러시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두십시오. 컴포트 핸들
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를 사용하십시오.
파워유닛의 배터리 충전 상태 표시기에 짧게 깜박이는 조명과 함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문제

원인과 해결

하단 조명이 빠르게 깜박
입니다

내부 시스템 오류
 배터리를 제거하고 10 초간 기다린 후 다시 삽입하
고 충전합니다.

하단 및 중간 조명이 빠르
게 깜박임

“배터리 과열” 오류
 진공청소기를 다시 켜기 전에 약 30 분간 기다립니
다.

중간 및 상단 조명이 빠르
게 깜박임

“배터리 인식 불가” 오류
 정품 밀레 AP01 리튬 이온 배터리(HX LA)를 삽입합
니다.

상단 조명이 빠르게 깜박
임

“컴포트 핸들 인식 불가” 오류
 컴포트 핸들을 분리하고 다시 연결합니다(“설치 및
연결” – “컴포트 핸들 연결” 참조).
 배터리를 제거하고 10 초간 기다린 후 다시 삽입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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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롤러브러시 회전으로 인한 부상 위
험.
회전하는 롤러 브러시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청소하기 전에 진동청소기를 끕니다.
컴포트 핸들에 있는 켜기/끄기 스위치
를 사용하십시오.
진공청소기 및 액세서리

 전원 전압으로 인한 감전 위험.

충전기에 습기가 들어가면 감전의 위
험이 있습니다.
충전기가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유지관리” 섹션의 먼지통에 대한 특별
청소 지침을 따르십시오.
진공청소기 및 모든 플라스틱 액세서리
는 플라스틱에 적합한 세제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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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하지 않은 세척제로 인한 손

상.
모든 표면은 긁힘에 취약합니다. 부적
합한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외부 표면
이 변질되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연마성 세척제, 유리 세척제, 다용도
세척제 또는 유성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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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매 가능한 액세서리
바닥재 제조사의 청소 및 관리 지침을
따르십시오.
포장에 “ORIGINAL Miele” 로고가 있는
정품 밀레 액세서리만 사용할 것을 권
장합니다. 이러한 제품만 진공청소기
최적 성능 및 최상의 청소 결과를 보장
할 수 있습니다.
“ORIGINAL Miele” 로고가 없는 액세서
리로 인한 문제 및 손상은 진공청소기
보장에 의해 보상되지 않습니다.

매트리스용솔 (SMD 10)
덮개, 매트리스, 쿠션, 커튼, 커버 등을 청
소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틈새솔, 300 mm (SFD 10)
접힌 부분, 틈색 및 모서리를 청소하기
위한 긴 틈새 노즐이 있습니다.
틈새솔, 560 mm (SFD 20)
닿기 어려운 곳을 청소하기 위한 유연한
틈새솔이 있습니다.
추가 배터리 AP01 (HX LA)

액세서리 구입

두 배 이상의 시간 동안 진공 청소기 사
용 가능.

정품 밀레 액세서리는 밀레 온라인몰, 밀
레 고객 서비스 부서 및 밀레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거치대 LS03 (HX LS)

정품 밀레 액세서리를 포장의
“ORIGINAL Miele” 로고로 구분할 수 있
습니다.

특정 모델에는 하나 이상의 다음 액세
서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전동 컴팩트 핸드 브러시 (HX SEB)
소파와 카시트의 강력 청소용.
라디에이터솔 (SHB 30)
라디에이터, 좁은 선반 및 틈새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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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별도로 추가 배터리 충전용, 즉
제품이 사용 중일 때.

호주, 뉴질랜드 전기 연결
모든 작업은 현행 국가 및 지역 안전 규
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적합한 자격과 역
량을 갖춘 사람만 수행해야 합니다. 전압
및 정격 부하는 진공청소기 아래에 있는
데이터 플레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이 정보가 가정용 주전원 공급장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기기는
230 V/50 Hz AC 단상 연결을 위한 주전
원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테스트 표시
AS/NZS CISPR
14.1을 준수하는

전기 안전
RCM 마크
전기 통제

■ (주)밀레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59 밀레하우스 빌딩 (135-907)
■ 전화: (02)3451-9451~2

■ 팩스: (02)3451-9453

■ 홈페이지: www.miele.co.kr

■ 온라인 쇼핑몰: shop.miele.co.kr

■ A/S 신청: 전국 1577-1597 (가까운 대리점으로 연결)
■ 본 제품은 수입 완제품으로 공급이 일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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