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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추출구 청소
중앙 추출구의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는
손으로만 청소합니다.

ĺ 제품 도어를 엽니다.

커피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보세요
ĺ 추출 장치를 다시 조립하십시오.

ĺ 투입 장치를 중앙 추출구에 밀어 넣고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를 교체하십시오.
ĺ 메시지를 확인하고 OK를 누릅니다.

혼합기를 분리했을 때, 혼합기의
손잡이 위치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ĺ 흐르는 온수를 이용하여 손으로 혼합기를
세척하십시오.

기기 물때 제거

원두 시스템

설정  | 원두 종류에서

원두 종류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원두 유형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때 제거 프로그램에는 물때 제거 세제가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에 기기 물때 제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원두 종류를 지정하지 않으면 커피 음료를
준비할 때 원하는 원두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안내창이 뜹니다.

ĺ OK를 누릅니다.

혼합기 분리 및 손으로 세척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혼합기는 온수를 사용해 손으로만
세척하십시오. 세척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ĺ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안내에 따릅니다.

원두 종류 이름 재설정
미리 이름이 설정된 3 개의 원두통이
다음과 같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ĺ 제품의 도어를 열고 물통을 꺼냅니다.

커피원두 종류
타입 A

ĺ 필터에 남은 커피를 닦아내십시오(화살표
참조).

ĺ 중앙 추출구의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를
분리하고 청소합니다.

ĺ 혼합기 손잡이 아래에 있는 버튼 
을 누르고 동시에 핸들을 앞쪽 으로
돌립니다.

ĺ 혼합기를 다시 커피머신 내부에
넣으십시오.

ĺ 혼합기를 잠그십시오. 혼합기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른 채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잠그십시오.
ĺ 도어를 닫으십시오.

ĺ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추가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ĺ 우유관을 추출 장치에서 분리합니다 .
추출 장치를 아래로 당겨
분리하십시오 .

헹굼이 완료되면 프로세스가 끝납니다.

타입 B

타입 C

ĺ 혼합기 내의 깔때기 모양 부분을
건조시키십시오.
ĺ 커피머신 내부를 조심스럽게
청소하십시오.

ĺ 물통은 미지근한 물로 기호 까지
채우십시오.

ĺ

ĺ 물에 물때 제거 세제를 투하합니다.

이름 변경을

선택합니다.

ĺ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ĺ 물통을 다시 커피머신에 넣습니다.

ĺ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추가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원두 지정
ĺ

디스플레이에 물통을 헹구고 깨끗한 물을 물때
제거 기호 까지 채우십시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지정 변경을

선택합니다.

최소 1 개 또는 그 이상의 프로필과 최소
1 개의 커피 음료를 설정한 경우 먼저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ĺ 물통을 분리하고 깨끗한 물로
헹구십시오. 깨끗한 물을 물통의 물때
제거 기호 까지 채우십시오.

ĺ 필요한 대로 지정을 변경하고 OK를
누릅니다.

팁: 모든 음료를 선택하면 모든 커피 음료가
강조되며 원하지 않는 커피를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각 음료에 대해 개별적으로 커피 양과
브루잉 온도, 프리브루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ĺ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
음료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ĺ
ĺ

음료 변경을

누르고 음료를 선택합니다.

음료 파라미터를

터치합니다.

커피 양, 브루잉(추출) 온도 또는 프리브루잉(
사전적심)이나 원두 종류를 선택합니다.

ĺ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고 OK를
터치합니다.

ĺ OK를 다시 터치하여 변경된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모든 커피, 뜨거운 물, 차에 대한 음료량과
우유가 들어간 음료에 대한 물과 우유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ĺ 중앙 추출구 아래에 컵을 두십시오.
ĺ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
음료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ĺ

음료량(한 잔)을

누릅니다.

음료가 완성되고 최소 추출량에
도달하자마자 디스플레이에 저장이
표시됩니다.

ĺ 원하는 양이 추출되었을 때 저장을
누르십시오.
우유 또는 온수가 들어가는 커피의 음료량
변경 시, 음료를 만드는 동안 음료를
구성하는 재료가 하나씩 저장됩니다.

고성능 모드

ĺ 모든 부품을 깨끗하게 세척하십시오.
젖은 천으로 중앙 추출구 표면을
닦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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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을 변경해야 할 경우의 설정

공장 기본 설정을 본인의 선호 사항에
맞게 변경해 커피머신을 맞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  | 고성능 모드에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모드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다릅니다.

다음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에코 모드: 에너지 절약 모드입니다.

– 사용시마다: 음료가 추출될 때마다 밀레
프로필로 되돌아갑니다.

언어 

프로필에서 음료 생성 및 편집

– 독일어 | ... 기타 언어

– 바리스타 모드: 에스프레소와 커피
음료에 최적화된 모드입니다.
– 라떼 모드: 우유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음료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행사와 같이 가끔씩 커피머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위한 파티
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 설명서
참조).

프로필

1 개의 프로필을 생성하고 나면 팝업
메뉴를 통해 프로필의 명칭 변경, 삭제 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프로필 생성하기
ĺ

프로필을

선택 후 프로필 생성을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에 편집창이 열립니다.
ĺ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 수동: 다른 프로필을 선택할 때까지
선택된 프로필이 활성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공장 기본 설정은 이탤릭체로
표시됩니다.

기존 음료에 기반해 새로운 음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는 최대 9 가지의
음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시간

ĺ 먼저 다음과 같이 원하는 프로필로
이동하십시오: 프로필을 터치하고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ĺ

음료 생성을

– 디스플레이: 켜기 | 끄기 | 야간 조명
– 시계 디스플레이: 아날로그 | 디지털
– 시계 형식: 24 시간 | 12 시간(오전/
오후)

누르고 음료를 선택합니다.

ĺ 음료량 또는 음료 기호 사항을
변경합니다.

– 설정
팁: 디스플레이 상단 우측의 시간을
누르면 바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시작되며 각 재료의 양을 원하는
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ĺ 새로운 음료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날짜

일부 음료를 생성하고 나면 팝업 메뉴에서
입력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시계 유형 | 디지털 설정이 선택된
경우 날짜가 표시됩니다.
시간

프로필이 생성됩니다. 이제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태 디스플레이
– 메인 메뉴 | 음료 | 프로필 | MyMiele

프로필 편집
1 개의 프로필을 생성하고 나면 팝업
메뉴를 통해 프로필의 명칭 변경, 삭제 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청소 및 관리

ĺ 먼저 혼합기를 옆으로 당기고  앞으로
당겨 빼냅니다 . 혼합기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

음료 파라미터

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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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음료량

같은 종류의 원두를 동시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원두통에 채우는 경우(예를 들어 한
가지 원두만 사용하는 경우) 완전히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헹굼이 완료되면 물때 제거 프로세스가
끝납니다.

ĺ 추출 장치를 잡아 당겨 3 개의 부품으로
분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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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보세요

청소 및 관리

fold here

커피머신이 켜졌을 때 표시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타이머
– 기기 타이머: 켜지는 시간: | 꺼지는
시간: | (0:20) 이후 꺼짐
– 티타이머: 자동 | 수동
– 유지관리 타이머
음량
– 신호음
– 키패드 소리

fold here

디스플레이

원두 종류

– 밝기

– 유형 A, B 및 C: 이름 변경 | 지정 변경

– 디스플레이 색상: 밝음 | 어두움
– 퀵터치: 켜기 | 끄기

동작 센서

조명

– 조명 켜기: 제품 켜짐(켜기 | 끄기) |
제품 꺼짐(켜기 | 끄기)

커피머신이 켜진 경우에 한해
 센서를 사용해 언제든 조명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이 꺼진 경우 원할 때마다
조명을 켜거나 끌 수 있지만 다음
설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시간 | 디스플레이 | 켜기 또는 야간 조명(
시간 표시됨)
– 디스플레이 | 퀵터치 | 켜기

고도
0–250 m, 251–500 m, ...
고성능 모드
– 에코 모드 | 바리스타 모드 | 라떼
모드 | 파티 모드
파티 모드는 또한, 가끔씩 커피머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위한
고성능 모드입니다(사용 설명서 참조).
물 경도
기본값으로 21 °dH 설정.
자동 세척
– 켜기 | 끄기

– MyMiele

– 켜기 | 끄기
시스템 잠금이 활성화되면 타이머와
동작 센서가 켜지는 시간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설정 | 비활성화/활성화 | 연결 상태 |
신규 설정

– 켜기 | 끄기

커피머신
빠른 시작 안내

시스템 잠금 

Miele@home

신선한 물(CVA 7845)

유지관리 타이머는 새벽 2 시로
초기화됩니다.

– 확인 신호음: 켜기 | 끄기

– 음료 잔 수(음료량 | 총 커피 | ...)

– 남은 양(카트리지)

언어, 시간, 날짜, 음료잔 수, Miele@
home 설정, 프로필 및 해당 음료는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 제품 전원 켜기: 켜기 | 끄기

정보
– 유지관리 프로그램 이전까지 음료 잔
수: 기기 물때 제거 | 혼합기 그리스
제거

공장 기본 설정

– 원격 제어(켜기 | 끄기)
– 수퍼비전: 수퍼비전 디스플레이(켜기 |
끄기), 대기모드 디스플레이(켜기 |
끄기), 제품 목록
– 원격업데이트(켜기 | 끄기)
일부 메뉴 옵션은 Miele@home
이 설정되어 있고 커피머신이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국가 및 모델별 상이)
소프트웨어 버전
밀레 서비스 부서용
법적 정보

이 간단 사용 설명서는 제품과 함께 제공된 사용설명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커피머신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고 경고 및 안전 지침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오픈 소스 라이선스
쇼룸
– 데모 모드: 켜기 | 끄기
공장 기본 설정
– 제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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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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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디스플레이

커피 음료

 Miele

– 리스트레토는 진하게
농축된 에스프레소입니다.
리스트레토의 커피원두 양은
에스프레소와 같지만 물이
매우 조금 들어갑니다.

12:00


에스프레소

리스트레토


메뉴 선택/
들어가기
이동
메뉴 나가기
숫자 입력


커피



– 커피는 물의 양이
에스프레소보다 많습니다.

프로필



– 롱 커피는 커피에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커피입니다.

ĺ 디스플레이에서 원하는 입력값 또는 값을 터치합니다.
ĺ 화면을 스와이프하십시오. 터치 디스플레이에 손가락을 대고 원하는 방향으로 밀면
됩니다.
ĺ 를 누릅니다. 또는, 메뉴 경로에 있는 상위 레벨 메뉴 이름을 터치하십시오.
OK를 누르지 않으면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롤러를 스와이프하고 터치하거나 숫자 키패드를 통해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롤러:

ĺ 원하는 값이 중앙에 주황색으로 표시될 때까지 롤러를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OK로
확인합니다.

이름은 키보드를 사용해 입력합니다. 짧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까페라떼는 뜨거운 우유와
에스프레소가 들어갑니다.

ĺ

도움말 표시

저장을

누르십시오.

특정 메뉴로 이동하면 음료 구성 등 팝업 메뉴가 표시됩니다.

ĺ 예를 들어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음료의 이름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ĺ 컨텍스트 메뉴를 닫으려면 메뉴창 바깥에 있는 영역을 터치하면 됩니다.

ĺ 특정 기능에 대한 컨텍스트별 도움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ĺ

도움말을

눌러 문자와 사진으로 된 정보를 표시하십시오.

fold here

– 에스프레소 마끼아또는
에스프레소 위에 적은 양의
우유 거품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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ĺ

ĺ 커피머신에 물통을 다시 밀어넣고 기기
도어를 닫습니다.

정지

특히 더 향이 진하고 강한 커피를 즐기고
싶으시면 더블샷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이 경우, 더 많은 원두가 그라인딩되고
브루잉 시간이 절반 정도로 짧아집니다.

원두통에는 로스팅된 원두만
넣으십시오.

ĺ 커피가 만들어지는 동안 을 누릅니다.

ĺ 제품 도어를 엽니다.

두 잔 추출

두 컵을 동시에 채우려면:

ĺ 중앙 추출구의 각 커피 배출구 아래에

– 뜨거운 물
– 따뜻한 물

 중앙 추출구 (조명 포함, 높이 조절됨)
 그라인더 설정

ĺ 원두통을 당겨 꺼내고 뚜껑을 엽니다.

 원두통(유형 B)

ĺ 원두통에 원두를 채우십시오 뚜껑을 다시
닫아 밀봉하십시오.

 팬 배출구
 물통

ĺ 원두통을 커피머신에 끝까지
밀어넣습니다.

 뚜껑이 있는 물받이
 혼합기

ĺ 도어를 닫으십시오.

 물통

 유지관리 용기

 세척 및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용기(
어댑터 포함, 국가 및 모델별 상이)
 물받이

fold here

ĺ 중앙 추출구에 크기가 충분한 용기를
두십시오.

ĺ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안내에 따릅니다.

ĺ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우유통을
커피머신에 밀어 넣습니다.

사용설명서에 있는 세척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읽고 따르십시오.
커피머신을 주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청소하십시오.

전문가 모드에서는 음료를 만드는 동안
원두 종류를 임시로 지정하고 음료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풀다운
메뉴: 전문가 모드가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설정은 저장되지 않으며 현재 음료에만
적용됩니다.

fold here

컵을 두십시오.

권장
세척 주기

무엇을 세척/유지관리해야 합니까?

매일
(하루 사용 마감 시)

– 우유통과 뚜껑

– 물받이 커버

ĺ 화면의 상단 모서리를 터치하고 풀다운
메뉴를 엽니다.

– 물받이와 찌꺼기통

ĺ 현재 음료에 사용할 원하는 원두를 담은
원두통을 선택합니다.

주1회
(심하게 오염된 경우 더 자주
세척)

ĺ 메뉴창을 닫으려면 상단으로 다시
드래그합니다.

– 컵 테두리 센서
– 내부 공간
– 물받이
– 기기 전면

음료량은 개별적으로 음료를 만들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 만들기

– 중앙 추출구

– 혼합기

음료량 변경

이제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우유 밸브
– 물통

원두통 지정

ĺ 이제 음료를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다양한 종류의 차에 따라
최적의 온도로 가열됩니다.

한 달에 한 번

– 원두통

필요 시/디스플레이에 안내가
나타난 후

– 우유관
– 혼합기 기름때 제거
– 기기 물때 제거

ĺ 티 필터 또는 티백을 찻잔에 놓습니다.

추출 중

ĺ 중앙 추출구 아래에 찻잔을 두십시오.

ĺ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찻잎 또는 티백을
제거합니다.

 우유 밸브

– 모든 종류의 차를 위한 티포트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온수가 컵으로 배출됩니다.

 원두통(유형 A 및 유형 C)

– 커피포트

포트 준비

전문가 모드

손이나 식기세척기로 세척

ĺ 디스플레이에서 티 종류를 선택합니다.

내관

(3–8 잔 선택 가능)

포트 기능을 이용하여 커피 또는 차 여러
잔을 자동으로 연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1 리터). 최대 8 잔을 만들 수
있습니다.

ĺ 원하는 잔 수를 선택합니다(3 잔부터
8 잔까지).

또는 취소를 누릅니다.

더블샷

포트 기능

ĺ 원하는 포트 기능 선택:

음료 취소

원두통 채우기

기타 음료

포트 기능

– 이탈리안 카푸치노에는
카푸치노와 똑같은 비율의
우유 거품과 에스프레소가
들어갑니다. 차이점은
에스프레소가 먼저 들어간
후 우유 거품이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우유통

우유는 우유통에서 냉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유통은 냉장고에 넣어두십시오. 좋은
우유거품은 차가운 우유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 10 °C).

ĺ 음료를 선택하십시오.

ĺ 물통을 신선하고 차가운 수돗물로 “최대”
표시까지 채우십시오.

 물받이 커버

우유통 사용법

ĺ 중앙 추출구 아래에 컵을 두십시오.
ĺ 물통을 앞으로 잡아 당겨 빼내십시오.

 중앙 추출구 (조명 포함, 높이 조절됨)

– 차이라떼

ĺ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유효한 값을 선택하면 OK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화살표를
사용해 마지막으로 입력한 숫자를 삭제하십시오.
ĺ 원하는 글자 또는 알파벳을 누릅니다.

 도어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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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차

– 라떼 마끼아또는 뜨거운
우유와 우유거품, 에스프레소
각 1/3이 들어갑니다.

ĺ OK로 확인합니다.

 센서 버튼 

청소 및 관리

ĺ 우유통의 윗 테두리 아래 최고 2 cm까지
우유를 채웁니다.

8

– 과일차

– 카푸치노는 약 2/3
의 우유거품과 1/3의
에스프레소가 들어갑니다.

ĺ 숫자 키패드가 나타날 때까지 중앙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값을 터치한 채로 계속
누릅니다.

컨텍스트 메뉴
표시

– 뜨거운 우유

ĺ 제품 도어를 엽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 녹차

우유가 포함된 커피 음료

음료 만들기

물통 채우기

 “뒤로” 센서 버튼 

fold here

음료 만들기

 동작 센서

– 동양차
– 허브차

사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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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스타트 센서 

– 백차

– 카페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와 뜨거운
물을 동일한 비율로 넣은
커피입니다. 에스프레소가
먼저 만들어진 후 온수가 컵에
배출됩니다.

6

 시각 인터페이스(밀레 서비스
테크니션 전용)

(각 차를 우리기에 최적 온도의
뜨거운 물)

– 우유 거품

숫자 키패드:

문자 입력

– 롱 블랙은 뜨거운 물에 2 잔의
에스프레소를 부어 만듭니다.

4 5

 켜기/끄기 버튼 

– 까페오레는 프랑스식의
커피로서 커피와 우유 거품이
– 에스프레소는 위에 크레마라고
들어갑니다. 까페오레는 보통
하는 헤이즐넛 빛깔의 진한
볼에 담아 마십니다.
갈색 거품이 올라간 진한 향을
가진 커피입니다.
차 음료

롱커피

1 2 3

외관

– 플랫 화이트는 특별한 종류의
카푸치노로서 강한 커피
향을 위해 우유 거품보다
더 많은 양의 에스프레소가
들어갑니다.

작동/음료 살펴보기



설명

fold here

ĺ 디지털 숫자표시를 터지하고 원하는 대로
표시등(작은 삼각형)을 조절합니다.

팁: 차를 만들 때 티타이머 기능을 사용해
남은 시간 알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사용 설명서 참조).

다음 품목은 손으로만 세척하십시오.

다음은 식기세척기에서 세척 가능:

– 중앙 추출구의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 물받이, 물받이 뚜껑, 찌꺼기통

– 혼합기

– 물받이 커버

– 원두통과 뚜껑

– 중앙 추출구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제외)
– 우유통과 뚜껑
– 컵 테두리 센서

ĺ 을 누릅니다.

– 물받이

ĺ 음료를 선택하십시오.

– 유지관리 용기
– 물통

음료 만들기

음료 살펴보기

fold here

커피머신 가이드/사용 준비

작동

fold here

fold here

fold here

CVA 7840, CVA 7845

fol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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