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및 설치 설명서
빌트인 커피머신

사고나 제품 손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설치하고 처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본 설명서를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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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포장재의 처리

폐가전제품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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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제품에는 잘못 다루거나 폐기할 경
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으나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반
드시 필요한 물질과 부품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폐가전제품을 가정 내 일반 쓰레
기와 함께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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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기 세척제 및 물때 제거제 카
트리지 폐기
사용한 혼합기 세척제 및 물때 제거제 카
트리지는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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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내 폐가전 수거/재활용 센터를
이용하여 폐가전제품을 처리하세요. 폐
기를 위해 제품을 보관할 경우 어린이에
게 위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재활용
을 위해 플라스틱 부품을 종류별로 구분
할 수 있도록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는 국
제표준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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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 지침
이 커피머신은 규정된 모든 안전 요건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부적절
한 사용은 사용자의 부상이나 실질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
다.
커피머신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읽어주십시오. 설명
서에는 안전, 설치,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부상과 커피머신의 손상 모두를 예
방할 수 있습니다.
IEC 60335-1 표준에 따라, 밀레는 이 커피머신의 설치에 대한 지침
및 안전 지침과 경고 항목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분명하게 강권합
니다.
밀레는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상 또는 손상을 책임
지지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다음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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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 지침
올바른 용도
 이 커피머신은 가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커피머신은 실외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커피머신은 2000 m 이상의 고도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본 제품은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라떼 마키아토, 차 등을 만드는 가
정용 기기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커피머신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능력이 감퇴되었거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사용 시 타인의 감독을 받거나 안전한 사용법을
배우고 잘못된 작동 시 발생하는 결과를 이해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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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 지침
아동 안전
 추출구 화상 위험
어린이의 피부는 성인 피부보다 고온에 민감합니다.
아동이 커피머신의 뜨거운 표면을 만지거나 신체 부위를 추출구 아
래에 넣지 않도록 하십시오.

 커피머신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8 세 미만 어린이는 계속 감독을 받지 않는 한 커피머신에서 멀리 떨
어져 있어야 합니다.

 8 세 이상의 어린이는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은
경우에만 감독을 받지 않고 커피머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세 이상의 어린이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알고 있어
야 합니다.

 커피머신 근처에 있는 아동을 감독하고 커피머신으로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절대 어린이가 커피머신을 세척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8 세 이상이 되어야만 세척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성인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커피와 에스프레소는 아동이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
하십시오.

 질식 위험! 어린이가 장난을 치다가 포장재(예: 비닐 포장)에 걸려 넘
어지거나 머리에 포장재를 뒤집어 쓰면 질식될 수 있습니다. 포장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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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 지침
기술 안전
 설치나 수리 작업은 밀레 공인 기술자만 진행해야 합니다. 무단 또
는 잘못된 설치나 수리 작업은 사용자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
다.

 손상된 커피머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을 설치하기 전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손상된 커피머신을 사용
하지 마십시오.

 커피머신의 손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커피머신을 전원에 연결하
기 전에 데이터 플레이트 상의 연결 데이터(전압 및 주파수)가 주택 전
원공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자격을 갖춘 기술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커피머신의 전기 안전은 올바르게 접지를 한 경우에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 표준 안전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확실히 모르
시겠다면 자격을 갖춘 전기기술자의 전기 설치 테스트를 받으십시오.

 커피머신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작동은 주전원 공급장치에 연결
된 경우에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을 멀티 소켓 어댑터나 연장선으로 제공되는 주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며 제품에 필요
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커피 머신을 고정되지 않은 장소(예: 선박)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
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 커피머신은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을 다른 제품 위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전체 너비의 막힌
선반이 중간에 있어야 합니다(적합한 빌트인 플레이트/워밍 드로어와
결합한 경우는 제외).

 커피머신은 대기온도가 +16 °C에서 +38 °C 사이인 실내에서만 사
용하십시오.

 최소 설치 높이인 850 mm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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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 지침
 닫힌 문 뒤에 열과 습기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커피머신은 닫
힌 캐비넷 도어 뒤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는 커피머신 및/또는 가구
장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 작업 중에는 커피머신의 전원 공급을 차단해야 합니다.
 커피 머신 A/S 보증 기간 동안 수리는 밀레 공식 서비스 기술자에게
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A/S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
다.

 밀레는 정품 밀레 교체 부품을 이용한 경우에만 커피머신의 안전을
보증합니다. 결함 부품은 밀레 정품 교체 부품으로만 교체해야 합니다.

 커피머신의 외부 케이스를 절대 열지 마십시오. 전기 연결이나 부
품, 기계 부품을 개조할 경우, 사용자에게 매우 위험하며 작동 결함 또
는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품 밀레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미승인 부품을 사용한 경우 보
증, 성능 및/또는 제품에 대한 책임 청구는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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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 지침
올바른 사용
 추출구 화상 위험
배출되는 액체와 증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뜨거운 액체와 증기가 배출될 때에는 추출구 아래에 가까이 가지 마
십시오.
뜨거운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노즐에서 뜨거운 액체나 증기가 튈 수 있습니다. 중앙 추출구가 깨끗
하고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도어를 열기 전에 도어의 물받이에서 용기를 제거하십시오.
물받이의 물도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물받이를 비울 때 주의하십
시오.
 눈 상해 위험.
조명을 직접 바라보거나 광학 장치를 이용하여 보지 마십시오.

 물과 관련하여 다음에 주의하십시오.
– 수질은 커피머신을 사용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식수 요건에 적합해
야 합니다.
– 차가운 물만 물통에 담으십시오. 뜨거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 다른
액체는 커피머신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물을 매일 갈아 박테리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 탄산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원두통에는 로스팅된 원두만 넣으십시오. 원두통 내부에 첨가제가
함유된 원두나 원두가루를 넣지 마십시오.

 원두통에는 어떠한 종류의 액체도 넣지 마십시오.
 로스팅되지 않은 녹색 원두나 녹색 원두가 포함된 원두 혼합물을 이
용하지 마십시오. 녹색 원두는 매우 단단하고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라인딩을 시작하면 커피머신 그라인더가 바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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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 지침
 카라멜이나 설탕, 기타 단맛이 나는 액체로 처리한 원두를 이용하
지 마십시오. 설탕은 커피머신을 손상시킵니다.

 카페인 함유 원두로 음료를 추출한 후 디카페인 원두를 사용하는 경
우 그라인더나 혼합기 안에 카페인 함유 원두의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원두를 사용한 첫 번째 커피 음료는 버리십시오.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우유만 이용하십시오. 우유의 첨가제는 일
반적으로 설탕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유관에 달라붙습니다.

 우유를 이용할 경우, 저온살균하십시오.
 차를 만들 때는 포장에 있는 다음 안내를 따르십시오.
 중앙 추출구 아래에는 인화성 알코올 혼합물을 두지 마십시오. 불꽃
이 플라스틱 부품에 옮겨 붙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경첩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머신 도어가 열려있을 때는 전면
에 물체를 걸어두지 마십시오.

 커피머신은 세척용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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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안전 지침
청소 및 관리
 커피머신과 우유통을 매일, 특히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세척하십
시오.

 우유 시스템의 모든 부품은 정기적으로 철저히 청소해야 합니다. 우
유는 세척을 잘못할 경우 빠르게 번지는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자동 물때 제거와 세척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유관과 혼합기
세척 및 물때 제거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실행
해야 합니다. 커피머신을 적절히 세척하거나 물때를 제거하지 않아, 또
는 잘못된 혼합기 세척제/물때 제거제나 적합하지 않은 용액 농도를
사용해 생긴 손상에 대해서는 밀레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커피머신을 스팀 클리너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스팀이 전기 부품
에 들어가 합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된 원두는 유기폐기물과 함께 폐기하거나 퇴비로 처리해야 합
니다. 싱크대에 버리면 막힐 수 있으므로 싱크대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14

경고 및 안전 지침
표면이 스테인리스 스틸인 커피머신: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 포스트잇이나 투명 접착 테이프, 마스킹 테
이프, 기타 접착제를 부착하지 마십시오. 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을
손상시키고 표면의 이물질 보호 코팅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 마감은 긁힘에 취약합니다. 자석도 긁힘을 일
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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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 가이드
외관
1 2 3

4 5

6

7

8
11

9

10

a 켜짐/꺼짐 버튼 
b 시각 인터페이스(밀레 서비스 테크니션 전용)
c 모바일스타트 센서 
d 동작 센서
e “뒤로”  센서
f 터치 디스플레이
g “조명” 센서 
h 도어 핸들
i 중앙 추출구 (조명 포함, 높이 조절됨)
j 물받이 커버
k 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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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 가이드
내관

a 원두통(Type A 및 Type C)
b 우유 밸브
c 중앙 추출구 (조명 포함, 높이 조절됨)
d 그라인더 설정
e 원두통(Type B)
f 팬 배출구
g 물통
h 물받이와 뚜껑
i 혼합기
j 찌꺼기통
k 유지관리 용기
l 세척 및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용기(어댑터 포함, 국가 및 모델별 상이)
17

커피머신 가이드
m 물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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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터치 디스플레이
섬세한 터치 디스플레이는 펜같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로 긁힐 수 있습니
다.
손가락으로만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십시오.
터치 디스플레이는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Miele

12:00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커피


롱커피

프로필

메뉴 경로는 화면 맨 윗 줄 왼쪽에 나타납니다. 화면 맨 윗 줄의 메뉴 이름을 터치하
면 디스플레이가 해당 메뉴로 전환됩니다. 시작 화면으로 전환하려면 를 터치합니
다.
시간은 화면 맨 윗 줄의 우측에 표시됩니다. 티타이머 와 같은 추가 기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메뉴와 메뉴 옵션은 중앙에 나타납니다. 디스플레이를 손가락으로 밀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꼬리말에 나타나는 옵션은 선택한 메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더블샷 , 저장 또
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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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작동 옵션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은 선택한 색상에 따라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터치할 때마다 해당 문자(단어 및/또는 기호)가 주황색으로 점
등됩니다.
메뉴 옵션 선택
 디스플레이에서 원하는 필드 또는 값을 터치합니다.
스크롤 탐색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에 손가락을 대고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
다.
하단에 있는 바에 현재 메뉴에서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메뉴 나가기
  센서를 누릅니다. 또는, 메뉴 경로에 있는 상위 레벨 메뉴 이름을 터치하십시
오.
OK로 확인하지 않은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팁: 연속으로  센서를 세 번 터치하면 음료 메뉴로 이동합니다.
롤러로 숫자 입력
 원하는 값이 중앙에 주황색으로 표시될 때까지 롤러를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OK
를 누릅니다.
숫자 키패드를 사용한 숫자 입력
 숫자 키패드가 나타날 때까지 중앙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값을 터치한 채로 계속
누릅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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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유효한 값을 선택하면 OK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화살
표를 사용해 마지막으로 입력한 숫자를 삭제하십시오.
 OK를 누릅니다.
이름 입력
문자는 키보드를 사용해 입력합니다. 짧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글자 또는 알파벳을 누릅니다.
팁:  화살표를 사용해 마지막으로 입력한 문자를 삭제하십시오.


저장를

누릅니다.

팝업 메뉴 표시
특정 메뉴로 이동하면 음료 구성 등 팝업 메뉴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음료의 이름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팝업 메뉴를 닫으려면 메뉴창 바깥에 있는 영역을 터치하면 됩니다.
입력값 이동
음료 메뉴의 입력값 순서는 사용자 프로필 및 MyMiele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입력값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을)를

선택합니다.

입력값 주변에 주황색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손을 떼지 않고 선택한 입력값을 누른 상태로 필요한 위치로 이동
합니다.
도움말
특정 기능에 대한 상황별 도움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줄에 도움말
(이)가 나타납니다.


도움말(을)를



닫기(을)를

터치해 문자와 사진으로 된 정보를 표시하십시오.

터치해 이전 메뉴로 돌아가십시오.

풀다운 메뉴
풀다운 메뉴를 통해 원두통의 위치 표시 및 전문가 모드(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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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손가락으로 화면 상단의 주황색 줄을 터치하고 아래로 밀어 내리십시오.
선택된 설정은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풀다운 메뉴를 닫으려면 상단으로 다시 드래그하거나 메뉴창 바깥에 있는 영역을
터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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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디스플레이의 기호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음료 기호 등 기호뿐 아니라 문자도 표시합니다. 일부가 아래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호

설명


이 기호는 추가 정보와 커피머신 사용에 대한 조언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OK를 선택해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이 기호는 “설정” 메뉴 및 “언어” 메뉴 옵션을 나타냅니다.



시스템 잠금이 활성화된 경우 기호가 나타납니다. 작동이 잠
겼습니다.



시간 표시에 대한 켜짐시간 타이머 및 세팅이 활성화된 경우,
커피머신이 켜지기 23:59 시간 전에 이 기호와 원하는 켜짐 시
간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설정 – 타이머” 참조).



우유관 세척



이 기호는 제품에 대한 물때 제거 시 나타납니다.
(이 기호는 물통: 이 표시까지 채우기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이 기호와 오류 코드가 나타납니다.



커피머신에 Miele@home이 활성화된 경우, 이 기호는 연결 강
도를 나타내는 WiFi 연결 품질/상태를 나타냅니다.



유지관리 프로그램 도중에 이 기호가 나타납니다.
(물통에도 이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 표시까지 물을
채우세요).






커피머신에 Miele@home이 설정되어 있고 원격 제어 | 켜짐 설
정을 선택한 경우 “원격 제어” 기호가 나타납니다.



커피머신에 Miele@home이 설정되어 있고 SuperVision | 수퍼비
전 디스플레이 | 켜짐 설정을 선택한 경우 “수퍼비전” 기호가 나
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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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le@home
커피머신에는 통합 WiFi 모듈이 장착되
어 있습니다.
사용하려면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WiFi 네트워크
– Miele@mobile 앱
– Miele@mobile 앱에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을 가정의 WiFi 네트워크에 연
결하면 Miele@mobile 앱이 연결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커피머신이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앱을 사용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커피머신의 작동 상황 정보 불러오기
– 커피머신 설정 변경
– 커피머신 원격 제어
커피머신을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전원이 꺼진 후에도 에너지 소비량이 증
가합니다.
커피머신을 최종 위치에 설치하기 전,
WiFi 네트워크의 신호 강도가 충분히
강한지 확인합니다.

WiFi 연결 가능 여부
WiFi에 연결하면 다른 기기와 주파수 대
역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전자레인지
와 무선 장난감 등). 이로 인해 가끔 연결
이 끊기거나 전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의 가용 여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Miele@home 이용 가능 여부
Miele@mobile 앱의 이용 가능 여부는 해
당 국가의 Miele@home 서비스 이용 가
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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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Miele@hom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는
www.miel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Miele@mobile 앱
®

Miele@mobile 앱은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Store™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서비스 제공여부 상이).

처음 사용하기 전
처음 사용하기 전
 커피머신을 전원 공급장치에 연결하십
시오.
 커피머신을 빌트인으로 설치하십시오.
 커피머신에서 안내문을 제거하십시오.
 물받이 커버에서 보호용 호일을 떼어
내십시오.
물과 원두를 넣기 전에 장치를 깨끗이
청소하십시오(“청소 및 관리”)참조.
 커피머신을 청소하십시오(“청소 및 관
리” 참조).
커피머신을 처음으로 설치할 때는 다음
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국가 및 모델별
상이) :
– 밀레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국가 및
모델별 상이)
– 밀레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국가 및 모
델별 상이)

처음 켜기
 꺼짐/켜짐 버튼을 터치합니다.
디스플레이 언어 및 국가 선택
국가 선택은 12 또는 24시간 형식 등 시
간 표시 형식뿐 아니라 단위 표시 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원하는 디스플레이 언어를 선택합니
다.
 국가를 선택합니다.

팁: 나중에도 커피머신에 Miele@home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너띄기을
선택하십시오.
 커피머신을 설치하려는 장소에서 WiFi
네트워크 신호 강도가 충분한지 확인
하십시오.


계속를

누릅니다.

 원하는 연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커피머신 디스플레이와 Miele@mobile
앱에 나온 안내를 따르십시오.
연결 성공

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눌러 최초 설정을 진행하십시

계속를

오.
날짜 설정
 현재 날짜를 설정하고 OK를 터치합니
다.
시간 설정
 현재 시간을 입력하고 OK를 터치합니
다.
커피머신이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Miele@mobile 앱에 로그인된 경
우, 시간은 Miele@mobile 앱에 있는 국
가 설정에 따라 동기화됩니다.
물경도 수준 설정
필요한 경우, 지역 수도 공급업체에 문
의하여 지역 물경도 범위를 확인하십시
오.
자세한 정보는 “설정 – 물 경도”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Miele@home)
커피머신을 가정용 WiFi 네트워크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시작하면 디스플레
이에 다음이 표시됩니다: 밀레@홈을 설정
하시겠습니까?

 현지 물 경도(°dH)를 입력한 다음 OK
로 확인하십시오.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 설정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 정보가 디스플레
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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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용하기 전
 OK를 누릅니다.
팁: 도움말(을)를 터치해 그림이 포함된 안
내를 표시합니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 장착
이제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 장착 안내
가 표시됩니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 홀더를 잡아
당겨 빼냅니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를 포장에서
벗긴 뒤, 나사 캡을 돌려 제거합니다.
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를 홀더에 거
꾸로 돌려넣습니다.
 좌측 편에 있는 유지관리 용기를 분리
합니다.

 홀더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장착될 때까
지 홀더와 카트리지를 커피머신에 넣
습니다.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장착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의 포장을 제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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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용하기 전
작동모드 선택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설정 – 고성능 모드” 참조).
– 에코모드: 에너지 절약 모드입니다.
– 커피모드: 이 모드는 커피 그대로를 즐
기기 위해 최적화된 모드입니다.
– 우유모드: 이 모드에서는 빠르게 우유
기반 음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홀더를 앞으로
잡아당깁니다.

이제 커피머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원두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를 장착하고 위
로 끝까지 밀어 올립니다.

원두 시스템 설정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홀더를 제 위치
로 밀어 넣습니다.
 커피머신에 유지관리 용기를 다시 장
착하고 도어를 닫습니다.
이후 머신이 꺼지고 나면 물때 제거제 카
트리지에 물이 채워집니다.
커피머신이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
리십시오. 강제로 끄면 안 됩니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 및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가 장착되면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에 대해 설정한 현재 시작 시간이 나
타납니다.

커피머신을 설정하고 나면 원두 시스템
설정을 위한 안내가 표시됩니다. 커피머
신에서는 첫 원두를 채울 때와 원두통 이
름 설정을 도와드립니다.


예

를 터치하십시오.

아니오을

선택하면 원두 시스템 설정을
위한 도움말이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
다.
원두통 채우기
커피머신 상단 좌측 및 우측에는 2 개의
원두통 드로어가 있습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시작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타
이머를 터치하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
십시오.
 OK를 누릅니다.
나중에도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에 대
한 시작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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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용하기 전
– 같은 종류의 원두를 동시에 2 또
는 3 개의 원두통에 채우는 경우(예를
들어 한 가지 원두만 사용하는 경우)
완전히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
십시오.
디스플레이에 원두통에 원두 종류를 지정하
시겠습니까?(이)가 나타나고 Type A(이)가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예

를 터치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편집창이 열립니다.
 원두통을 당겨 꺼내고 뚜껑을 엽니다.
 원두통에 로스팅된 원두를 채우십시
오.
 원두통에 뚜껑을 다시 덮으십시오.
 원두통을 커피머신에 끝까지 밀어넣습
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팁: 각 원두의 종류를 메모해 놓으십시
오.
원두통을 채운 후에는 원두 종류의 이름
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두 종류 이름 입력
미리 이름이 설정된 3 개의 원두통이 다
음과 같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커피원두 종류
Type A

Type B

Type C

원두통의 이름을 재설정할 경우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짧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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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두통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을)를 터치합니다.
 이제 나머지 2 개의 원두통에도 이름
을 입력하십시오.
(이)까 디스플레이의 타이
틀 바에 표시됩니다.
<종류 XY> 배치

원두 지정
이제 각 음료에 원두를 지정해야 합니다.
선택한 음료는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됩
니다.
 이제 이 원두로 추출할 음료를 선택하
십시오. 선택 사항을 확인 후 OK를 누
릅니다.
다음 종류의 원두를 지정할 차례입니다.
지정되지 않은 커피 음료가 표시됩니다.
 이 원두로 추출해야 할 음료를 선택하
십시오. OK를 누릅니다.
선택하지 않은 모든 나머지 음료는 세 번
째 유형의 원두로 지정됩니다.
이제 원두 시스템 설정이 끝났으며 음료
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팁: 모든 음료(을)를 터치해 모든 음료를
선택합니다. 원치 않는 음료는 선택을 해
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
음료에 원두를 지정하지 않으면 커피
음료를 준비할 때 원하는 원두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안내창이 뜹니다.
공장 테스트 절차로 인해 발생한 잔여
물을 혼합기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
도록, 커피머신 최초 사용시 추출된 첫
두 잔은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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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 시스템
커피 또는 에스프레소는 한 잔에 맞게 신
선하게 그라인딩된 통원두를 사용해 만
들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두나
한 가지 원두를 채울 수 있는 3 개의 원두
통이 있습니다. 각 커피 음료에 원두 종
류를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밀레 프로필과 커피 음료에 원두 종
류를 다르게 지정해서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작동으로 인한 그라인더 손
상 위험.
원두통에 액체, 원두가루 또는 설탕,
캬라멜 또는 비슷한 것으로 처리한 원
두와 같이 적합하지 않은 내용물이 채
워져 있을 경우 커피머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스팅되지 않은 녹색 원두나 녹
색 원두가 포함된 원두 혼합물은 그라
인더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녹색 원
두는 매우 단단하고 수분이 남아 있습
니다. 이로 인해 그라인딩을 시작하면
커피머신 그라인더가 바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원두통에는 로스팅된 커피만 넣으십
시오.
카페인 함유 원두로 음료를 추출한 후
디카페인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 그라
인더나 혼합기 안에 카페인 함유 원두
의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원두를 채운 직후 추출하는
음료에 카페인이 함유된 소량의 잔여
원두가 들어갈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
오.

원두 시스템 설정 변경(원두의 종
류)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센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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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다음 원두의 종
선택하십시오..

기기 설정(을)를
류(을)를

원두통의 위치 표시가 나타납니다.

커피원두 종류
Type A

Type B

Type C
 원두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원두 종류의 이름이나 음료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팁: 커피 음료에 다른 원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파라미터 변경”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파라미터 – 원두 종류” 참
조).
원두 종류 이름 재설정


이름 변경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편집창이 열립니다.
원두 종류의 이름을 재설정할 경우 다음
에 유의하십시오:
– 짧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종류의 원두를 동시에 2 또
는 3 개의 원두통에 채우는 경우(예를
들어 한 가지 원두만 사용하는 경우)
완전히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
십시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를 터
치합니다.
똑같은 이름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 이름을 설정한 원
두 종류에 커피 음료를 지정해야 합니
다.

원두 시스템
원두 지정 변경
밀레 기본 프로필과 더불어 커피 음료
에 대한 추가 사용자 프로필을 생성하
는 경우 원두 종류는 각 프로필의 음료
에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변경를

누릅니다.

1 개 또는 그 이상의 프로필과 최소 1 개
의 커피 음료를 설정한 경우 먼저 프로필
을 선택합니다.
 원두 종류를 지정하고자 하는 프로필
을 선택합니다.
모든 커피 음료가 나열됩니다. 이미 지정
된 음료는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필요한 대로 지정을 변경하고 OK를 누
릅니다.
팁: 모든 음료(을)를 터치해 모든 음료를
선택합니다. 원치 않는 음료는 선택을 해
제할 수 있습니다.
원두 종류를 지정하지 않으면 커피 음
료를 준비할 때 원하는 원두 종류가 무
엇인지 확인하는 안내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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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 채우기
 오염된 물로 인한 건강 위험.
물통에 너무 오래 담겨있던 물에 박테
리아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 위
험이 됩니다.
물통의 물은 매일 갈아주십시오.

 잘못된 작동으로 인한 손상 위험.
뜨거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 또는 기타
액체와 같은 적합하지 않은 액체는 커
피머신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탄산수는 커피머신에 너무 많은 석회
를 남기게 됩니다.
차가운 물만 물통에 담으십시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물통을 앞으로 잡아 당겨 빼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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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을 신선하고 차가운 수돗물로 “최
대” 표시까지 채우십시오.
 커피머신에 물통을 밀어넣고 도어를
닫습니다.

전원 켜기 및 끄기
커피머신 켜기

오랫동안 꺼두는 경우

 꺼짐/켜짐 버튼을 터치합니다.

휴가 등의 이유로 장시간 커피머신을 사
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주의하십시오:

커피머신이 가열되고 배관을 헹굽니다.
중앙 추출구에서 온수가 나옵니다.
이제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이 이미 작동 온도에 도달한
경우 헹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받이와 찌꺼기통, 물통을 비우십시
오.
 혼합기와 커피머신 내부를 포함한 모
든 부품을 잘 세척하십시오.
 커피머신 전원을 끄십시오.

커피머신 끄기
 꺼짐/켜짐 버튼을 터치합니다.
커피를 추출한 후 커피머신은 자동으로
커피관을 헹군 후 전원이 꺼집니다.
음료를 추출하거나 유지관리 과정이 진
행 중인 경우, 커피머신에 습기가 차게
됩니다. 커피머신 내부 팬은 내부의 습
기를 내보냅니다. 음료를 추출하거나
커피머신이 꺼진 후에는 환풍기가 최대
30 분 동안 돌아갑니다. 이때 소음이 들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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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구 조절
중앙 추출구는 수동으로 조절할 수 없
습니다.
음료를 만들기 전에 중앙 추출구는 아래
로 이동하며 컵 센서는 사용하는 컵이나
잔의 높이에 알맞은 높이에서 이동을 정
지합니다.
커피머신의 전원이 꺼지면 중앙 추출구
는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중앙 추
출구는 유지관리 용기의 높이나 하단 유
지관리 위치로 이동합니다.
도어를 열기 전에 중앙 추출구가 상단
이나 중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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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만들기
 추출구 화상 위험
배출되는 액체와 증기는 매우 뜨거우
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액체와 증기가 배출될 때에는
추출구 아래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뜨거운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 까페라떼는 뜨거운 우유와 에스프레소
가 들어갑니다.
– 카푸치노 이탈리아노는 카푸치노와 똑
같은 비율의 우유 거품과 에스프레소
가 들어갑니다. 차이점은 에스프레소
가 먼저 들어간 후 우유 거품이 추가된
다는 점입니다.

우유 포함/미포함 커피 음료 만들
기

– 에스프레소 마끼아또는 에스프레소 위
에 적은 양의 우유 거품이 올라갑니다.

다음과 같은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플랫 화이트는 특별한 종류의 카푸치
노로서 강한 커피 향을 위해 우유 거품
보다 더 많은 양의 에스프레소가 들어
갑니다.

– 리스트레토는 진하게 농축된 에스프레
소입니다. 리스트레토의 커피원두 양
은 에스프레소와 같지만 물이 매우 조
금 들어갑니다.
– 에스프레소는 위에 크레마라고 하는
헤이즐넛 빛깔의 진한 갈색 거품이 올
라간 진한 향을 가진 커피입니다.
에스프레소를 만들 때는 에스프레소
로스팅 원두를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
니다.

– 까페오레는 프랑스식의 커피로서 커피
와 우유 거품이 들어갑니다. 까페오레
는 보통 볼에 담아 마십니다.
뜨거운 우유 또는 우유거품도 만들 수 있
습니다.

– 커피는 물의 양과 원두 로스팅의 측면
에서 에스프레소와 다릅니다.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로스
팅의 원두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롱 커피는 일반 커피에 비해 물이 훨씬
많이 들어간 커피입니다.
– 롱 블랙 이 음료는 뜨거운 물에 2잔의
에스프레소를 부어 만듭니다.
– 카페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와 온수
를 동일한 비율로 넣은 커피입니다. 에
스프레소가 먼저 만들어진 후 온수가
컵에 배출됩니다.
– 카푸치노에는 약 2/3 의 우유 거품과
1/3 의 에스프레소가 들어갑니다.
– 라떼 마끼아또는 뜨거운 우유와 우유
거품, 에스프레소가 각 1/3 씩 들어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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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만들기
우유 만들기
가당 우유 또는 우유 대체물(예: 두유)
은 우유관과 나머지 배관을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액체의 찌꺼기
는 우유가 준비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
습니다.
사용하는 우유에는 첨가물이 없어야
합니다.
저온 살균된 우유만 사용하십시오.
팁: 단백질 함량이 약 3 % 이상인 차가운
우유 (< 10 °C)를 이용하면 완벽한 우유
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지방 함량을 기준으로 우유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유(지방 3,5 %
이상)를 이용하면 저지방 우유보다 우유
거품이 좀 더 크리미해집니다.
우유통
우유는 우유통에서 냉각되지 않습니
다. 높은 품질의 우유 거품을 위해 항
상 차가운 우유(< 10 °C)를 사용하십
시오.

a 뚜껑
b 센서
c 우유 흡입관
d 유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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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통 채우기 및 삽입
 우유통의 윗 테두리 아래 최고 2 cm까
지 우유를 채웁니다. 우유통의 뚜껑을
닫아 밀봉합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우유통을 커피
머신에 밀어 넣습니다.
팁: 우유통은 두 손으로 분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음료 만들기
커피 만들기

더블샷
특히 더 향이 진하고 강한 커피를 즐기고
싶으시면 더블샷  기능을 선택하십시
오. 이 경우, 더 많은 원두가 그라인딩되
고 브루잉 과정이 절반 정도만 완료됩니
다. 짧은 추출 시간은 원치 않는 향과 떫
은 화합물이 적게 추출됨을 의미합니다.
더블샷은 “리스트레토”와 “롱 블랙”을 제
외한 모든 음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 추출구 아래에 잔을 두십시오.
 커피 음료를 선택하십시오.
준비가 시작되고 중앙 추출구에서 잔으
로 커피가 추출됩니다.

음료 취소


멈춤

또는 취소(을)를 누릅니다.

더블샷 커피  만들기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  기호가 나
타납니다.
 음료를 만들기 직전 또는 직후에
 기호를 터치합니다.
추출이 시작되고 디스플레이에  기호
가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2 잔에
해당하는 원두가 그라인딩되고 브루잉됩
니다.

두 잔 추출 
두 잔의 양을 한 컵에, 또는 두 컵에 동시
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

 중앙 추출구의 각 커피 배출구 아래에
컵을 두십시오.
 음료를 만들기 직전 또는 직후에  기
호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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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만들기
추출이 시작되고 디스플레이에  기호
가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원하는
음료 두 잔이 추출됩니다.

커피포트
기능을 이용하여 커피 여러 잔
을 자동으로 연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1 리터).
커피포트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팁: 커피포트 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원두
통과 물통에 원두와 물이 충분한지 확인
하십시오.
 중앙 추출구에 크기가 충분한 용기를
두십시오.


커피포트(을)를

선택합니다.

팁: 음료 메뉴 끝에서 커피포트(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잔 수를 선택합니다(3잔부터 8
잔까지).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안내에 따릅니
다.
각 잔의 커피는 개별적으로 제조 추출됩
니다. 디스플레이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준비 과정은 언제든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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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누릅니다.

음료 만들기
차
이 커피머신은 상업용 또는 과학적 목
적으로 제조되지 않았습니다. 설정된
온도는 예상치이며 주변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 일본차(은)는 고품질의 녹차로서 정교
하고 신선하며 “녹음의” 맛을 자아냅
니다.
추출 온도: 약 65 °C, 우리는 시간:
약 1,5 분
– 백차(은)는 여린 찻잎만 사용해 만들어
매우 부드럽게 처리한 녹차입니다. 화
이트 티(백차)는 특히나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추출 온도: 약 70 °C, 우리는 시간:
약2분
– 그린티(녹차)(은)는 찻잎에서 녹색이
우러납니다. 찻잎은 생산 지역에 따라
로스팅 또는 스팀 처리가 됩니다. 녹차
는 몇 차례 우려낼 수 있습니다.
추출 온도: 약 80 °C, 우리는 시간:
약 2,5 분
– 블랙티(은)는 찻잎에서 짙은 색상과 특
징적인 맛이 우러납니다. 홍차는 약간
의 레몬 또는 우유와 함께 즐길 수 있
습니다.
추출 온도: 약 97 °C, 우리는 시간:
약3분
– 차이라떼(은)는 전통 아유르베다 약초
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통 인도의 향신
료 및 우유가 함유된 홍차입니다. 우유
는 향신료의 맛을 누그러뜨리고 맛을
더욱 풍미롭게 합니다.
추출 온도: 약 97 °C, 우리는 시간:
약3분

– 허브티(은)는 마른 잎이나 신선한 부분
으로 만든 향이 우러나는 음료입니다.
추출 온도: 약 97 °C, 우리는 시간:
약8분
– 과일티(은)는 말린 과일 및/또는 장미
열매와 같은 식물의 한 부분으로 만든
차입니다. 어떤 식물을 사용했는지, 그
리고 어떻게 블렌딩했는지에 따라 차
의 맛이 달라집니다. 많은 과일 차도
맛을 첨가했습니다.
추출 온도: 약 97 °C, 우리는 시간:
약8분
차 종류에 따라 사전 설정 온도가 결정됩
니다.
각각의 추출 온도는 해당하는 차에 따라
밀레에서 권장하는 온도입니다.
각각의 차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온
도는 우리는 시간을 지정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파라미터 – 우리는 시간” 참
조). 온도를 약 2 °C 증가해도 눈에 띄는
차이가 생깁니다.
통잎, 블렌드 차 또는 티백을 사용 여부
는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다릅니다.
차를 만들 때는 차 포장지에 있는 안내
를 따르십시오.
필요한 차의 양은 차의 종류마다 다릅니
다. 항상 포장지에 있는 제조사 또는 판
매업체의 권장사항을 따르십시오. 차의
종류와 잔의 크기에 따라 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음료량” 참조).
티타이머
차를 만들 때 티타이머 기능을 사용해 남
은 시간 알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
택한 차의 종류에 따라 차를 우리는 사전
설정 시간이 있습니다. 차를 우리는 사전
설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최대
14:59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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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만들기
2 개의 티타이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
며 각기 다른 시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
다. 티타이머는 디스플레이 상단 우측에
서 차 우리는 시간과 함께 표시됩니다.
차를 우리는 시간을 카운트다운 할 때 커
피머신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차를 우리는 시간이 끝나면 신호음이
나고  기호에 불이 깜박입니다.
티타이머 설정
다음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시작: 물이 추출되고 나면 티타이
머(이)가 바로 시작됩니다.

제안된 시간과 함께 편집창이 열립니다.
 필요한 경우 차 우리는 시간을 변경하
고 OK를 누릅니다.
차를 우리는 시간이 끝나면 신호음이 나
고  기호에 불이 깜박입니다.
 찻잎 또는 티백을 제거합니다.
티포트
티포트 기능을 통해 많은 양의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최대 1 리터). 선택한 차의
종류는 사전 설정 온도를 결정합니다.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 수동 시작: 물이 추출되고 나면 티타이
머을 시작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팁: 티포트 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물통에
물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중앙 추출구에 크기가 충분한 용기를
두십시오.

  센서를 누릅니다.


기기 설정

| 타이머 | 티타이머(을)를 선택

합니다.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티포트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원하는 잔 수를 선택합니다(3잔부터 8
잔까지).
준비 과정은 언제든 정지할 수 있습니다.

차 만들기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통잎을 티 필터에 담거나 티백을 포장
지에서 꺼냅니다.



취소를

누릅니다.

미지근한 물 또는 온수 배출
다음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티 필터 또는 티백을 찻잔에 놓습니다.

– 약 90 °C의 온수

 중앙 추출구 아래에 찻잔을 두십시오.

– 약 65 °C의 미지근한 물

 디스플레이에서 차 유형을 선택합니
다.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온수가 컵으로 배출됩니다.
| 자동 시작(을)를 선택하면 온수
가 추출된 이후 차 우리는 시간에 대한
남은 시간 알림이 시작됩니다.
티타이머

수동 티타이머 시작


티타이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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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릅니다.

 중앙 추출구 아래에 적절한 용기를 두
십시오.
 미지근한 물이나 온수 중에 선택합니
다.
추출이 시작됩니다.

전문가 모드
전문가 모드에서는 음료를 만드는 동안
원두 종류를 임시로 지정하고 음료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저장되지 않
으며 현재 음료에만 적용됩니다.

추출이 시작됩니다. 음료가 배출되는 동
안 개별적으로 뜨거운 우유, 우유 거품
및 라떼 마끼아또용 에스프레소 등의 음
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모드 활성화 및 비활성화
전문가 모드는 화면 상단 모서리의 풀다
운 메뉴에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 상단의 가운데 부분
을 터치하고 아래로 밀어 내려 전문가
모드를 엽니다.
원두통의 위치 표시가 나타납니다.


전문가 모드를

추출 중

 바를 터지하고 필요시 표시등(작은 삼
각형)을 조절합니다.

누릅니다.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
되면 전문가 모드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전문가 모드(이)가

 풀다운 메뉴를 닫으려면 메뉴창을 상
단으로 다시 드래그하거나 풀다운 메
뉴 바깥에 있는 화면 영역을 터치하면
됩니다.

전문가 모드: 원두 임시 지정
 화면의 상단 모서리를 터치하고 전문가
모드 풀다운 메뉴를 엽니다.
 현재 음료에 사용할 원하는 원두를 담
은 원두통을 선택합니다.
 메뉴창을 닫으려면 상단으로 다시 드
래그합니다.
 원하는 경우 음료 메뉴로 전환합니다.
 이제 음료를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전문가 모드: 음료량 변경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더블샷 또는 두 잔 추출 을 선택하
면 전문가 모드는 음료량 변경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음료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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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 설정
원두를 올바르게 갈면, 커피나 에스프레
소는 좋은 크레마와 함께 골고루 컵에 흘
러 들어갑니다.
크레마는 고른 헤이즐넛 갈색을 띄고 있
어야 합니다.

 물통을 빼내세요.

선택한 그라인더 설정은 모든 커피 음
료에 이용됩니다.
커피 그라인더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너무 굵게 분쇄된 것
입니다.
– 에스프레소나 커피가 컵에 너무 빨리
흘러들어가는 경우
– 크레마가 아주 흐리고 고르지 않은 경
우
고운 그라인더 설정
다음과 같은 경우, 너무 곱게 분쇄된 것
입니다.
– 에스프레소나 커피가 컵에 매우 천천
히 흘러들어가는 경우
– 크레마가 진갈색인 경우
굵은 그라인더 설정
한 번에 그라인더 설정을 하나씩만 조
정하십시오.
원두를 다시 갈기 위해 새 음료를 만들
기 시작하십시오. 그라인더 설정을 다
시 한 번에 하나씩 조정하십시오.

분쇄 정도 조절
분쇄 정도를 조절하는 슬라이드 조절장
치는 물통 뒤 상단 좌측에 있습니다.
그라인더는 모든 원두 종류에 대해 설
정되어 있습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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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더를 최대 한 칸 앞쪽 설정으로
밀거나(고운 분쇄) 한 칸 뒤쪽 설정으로
미십시오(굵은 분쇄).
 물통을 교체하십시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커피를 한 잔 추출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그라인더 설정을 추가로 조
절합니다.

파라미터
파라미터 표시 및 변경
각 음료에 대해 다음 파라미터를 개별적
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커피 양을 늘려 더 많은 커피를 분쇄하고
브루잉하십시오.
다음의 경우 커피 양이 너무 많습니다.
– 에스프레소나 커피가 컵에 매우 천천
히 흘러들어가는 경우

– 원두 종류
– 커피 양

– 크레마가 진갈색인 경우

– 브루잉 온도

– 에스프레소나 커피 맛이 쓴 경우

– 프리브루잉
찻물, 따뜻한 물(온수), 뜨거운 물(열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커피 양을 줄여 더 적은 커피를 분쇄하고
브루잉하십시오.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브루잉 온도

 해당하는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 음료의 이름을 계속 누르고 있
으면 됩니다.

이상적인 브루잉 온도는



설정단위(을)를

설정단위

선택합니다.

메뉴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현재 설정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대로 설정을 변경합니다.

분쇄량
커피머신은 컵당 7,5–12,5 g의 원두를 분
쇄 및 브루잉할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을
수록 커피는 진해집니다.
커피 양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음의 경우 커피 양이 너무 적습니다.
– 에스프레소 또는 커피가 컵에 너무 빨
리 흘러들어가는 경우
– 크레마가 아주 흐리고 고르지 않은 경
우

– 사용된 커피 종류,
– 에스프레소 또는 커피 이용 여부,
– 사용 지역의 기압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팁: 모든 종류의 커피가 고온에 견디지는
못합니다. 일부 커피는 고온에 민감하여
크레마나 맛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찻물, 따뜻한 물(온수), 뜨거운 물(열수)의
온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프리브루잉 (Pre-brewing)
프리브루잉 기능을 켜면, 적은 양의 온수
가 분쇄된 커피원두에 뿌려집니다. 그 다
음, 나머지 물이 적셔진 커피가루에 고압
으로 뿌려집니다. 이는 커피의 향을 극대
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자는 프리브루잉 시간을 짧거나 길
게 설정하거나 « 프리브루잉 »을 모두 해
제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은 « 프리브루잉 » 기능이 꺼진
상태로 공급됩니다.

– 에스프레소나 커피의 양이 부족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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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원두의 종류
이 커피 음료에 어떤 종류의 원두가 사용
되는지 표시하거나 지정된 원두통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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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량 (한 잔)
커피향은 사용된 커피의 종류 및 물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자는 컵의 사이즈와 커피의 종류에
맞게 모든 커피 음료, 차에 대한 물의 양
과 온수의 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
용하는 커피의 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유가 포함된 커피 음료의 경우, 개인적
인 취향에 맞게 우유나 우유 거품의 양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우유와
우유거품 양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음료량은 언제나 현재 프로필에
저장됩니다. 현재 프로필의 이름은 디
스플레이 좌측 상단에 나타납니다.
음료를 만드는 중에 물통이 비면, 커피
머신은 음료량 설정을 중지합니다. 음
료량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중앙 추출구 아래에 원하는 잔을 두십
시오.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 음
료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음료 양를

누릅니다.

이제 음료가 만들어집니다. 음료가 완성
되고 최소 배출량에 도달하자마자 디스
플레이에 저장(이)가 표시됩니다.
 컵이 원하는 수위로 채워지면 저장을
누르십시오.
최대 음료량에 도달하면 준비 과정이
멈추고 가능한 최대 음료량이 저장됩니
다.
우유 또는 온수가 들어가는 커피의 음료
량 변경 시, 음료를 만드는 동안 음료를
구성하는 재료가 하나씩 저장됩니다.
이제 해당 음료를 선택할 때마다 설정된
재료와 음료량으로 추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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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초기화
개별 음료 또는 모든 음료에 대한 음료량
과 파라미터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초기
화할 수 있습니다.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 음
료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재설정(을)를

선택하고 예를 누릅니다.

음료량과 파라미터가 공장 기본 설정으
로 초기화됩니다. 지정된 원두 종류는 저
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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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밀레 음료 메뉴(밀레 프로필)에 추가하여
다양한 취향과 기호에 맞는 개별 프로필
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에 따라: 음료가 추출될 때마다 밀
레 프로필로 되돌아갑니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프로필 내에서 모든 음료에 대해 개별적
으로 음료량과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
습니다.
현재 프로필의 이름은 디스플레이 좌측
상단에 나타납니다.

프로필 생성하기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프로필를

프로필



누릅니다.

메뉴가 나타납니다.

프로필 생성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편집창이 열립니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를 터
치합니다.
프로필이 생성됩니다. 이제 음료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프로필: 음료 생성 및 편
집” 참조).

프로필 편집
프로필을 생성하고 나면 팝업 메뉴를 통
해 프로필의 명칭 변경, 삭제 또는 이동
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
까지 프로필 이름을 계속 누르고 있으
면 됩니다.
 필요한 대로 입력값을 편집하십시오.

프로필을 변경해야 할 경우의 설
정
다음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동 시작: 다른 프로필을 선택할 때까
지 선택된 프로필이 활성화 상태를 유
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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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음료 생성 및 편집
자주 만드는 음료를 개인 설정과 함께 프
로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참
조).
음료의 이름을 바꾸고 원하지 않는 음료
를 프로필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프
로필에는 최대 9 가지의 음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음료 생성
기존 음료에 기반해 새로운 음료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원하는 프로필로 이
동하십시오: 프로필(을)를 터치하고 프
로필을 선택합니다.
프로필의 이름이 디스플레이 좌측 상단
에 나타납니다.


음료 메뉴 생성를

누릅니다.

 이제 음료를 선택합니다.
 이 음료에 대한 음료량 또는 음료 파라
미터를 변경합니다.
준비가 시작되며 각 재료의 양을 원하는
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음료에 대한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를 터치합니다.
새로 생성된 음료가 프로필에 나타납니
다.

입력값 이름 재설정, 이동 또는 삭
제
일부 음료를 생성하고 나면 팝업 메뉴에
서 입력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성된 음료와 원하는 프로필이 디
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까지 음료의 이
름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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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대로 입력값을 편집하십시오.

MyMiele
MyMiele 화면에서 자주 만드는 음료, 프
로필의 음료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표
시할 수 있습니다.
팁: 화면을 시작할 때 MyMiele에서 입력
한 메뉴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 화면 시작”).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마이밀레를

누릅니다.

이제 MyMiel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MyMiele: 입력값 추가


항목 입력를

누릅니다.

이제 다음 메뉴에서 입력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음료
– 프로필
– 유지관리
 입력값을 선택합니다.
 OK를 누릅니다.
선택한 옵션이 포함된 상자가 나타납니
다. 이는 옵션이 어떤 메뉴에 속하는지도
보여줍니다.
MyMiele: 입력값 삭제 또는 이동
일부 입력값을 생성하고 나면 MyMiele
화면의 팝업 메뉴를 통해 입력값을 이동
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팝업 메뉴가 나타날 때
까지 원하는 입력값을 계속 누르고 있
으면 됩니다.
 필요한 대로 입력값을 이동하거나 삭
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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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스타트
모바일스타트를 통해 Miele@mobile
앱으로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에 Miele@home이 설치된 경
우에만 모바일스타트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추출구 화상 위험
커피머신을 감독 없이 사용하는 상태
에서 액체 또는 증기가 배출되는 경우
중앙 추출구에 신체 부위를 대거나 뜨
거운 부품을 만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
습니다.
감독 없이 기기를 작동하는 경우 특히
어린이를 포함해 누구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바일스타트 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는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커피머신이 켜졌을 때 중앙
추출구 아래에 있는 컵이 헹굼용 물로
채워지지 않도록 배관은 사전 예열되지
않습니다.
우유는 우유통에서 냉각되지 않습니다.
앱을 사용해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만
들고자 하는 경우 우유가 충분히 차가
운지(< 10 °C) 확인하십시오.
커피머신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는 앱을 통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커피
머신을 통한 작동이 우선합니다.
원격으로 음료를 만들려면, 모바일스타
트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커피머신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을 의미합니다.
– 물통이 충분히 차있는 상태입니다.
– 원두통에 충분한 원두가 들어있습니
다.
– 물받이와 찌꺼기통이 비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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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머신이 마지막으로 꺼지기 전에
우유를 사용한 경우 우유관은 전원을
끄기 전에 미리 헹궈야 합니다.
– 우유를 준비하는 경우, 우유통이 연결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유 온도에 유의
하십시오.
– 충분히 큰 빈 컵을 중앙 추출구 밑에
놓아야 합니다.
모바일스타트는 24시간 이후 비활성화
됩니다.
모바일스타트로 음료를 만드는 경우
신호음 및 시각 신호를 통해 음료 배출
알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호는 변
경하거나 끌 수 있습니다.

모바일스타트 켜기 및 끄기
모바일스타트를 사용하려면 원격 제어
옵션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센서를 누릅니다.
 센서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앱으로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안내를 따르십시오.

설정
공장 기본 설정을 본인의 선호 사항에 맞
게 변경해 커피머신을 맞춤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설정 표시 및 변경

시계 유형
시간 형식은 커피머신이 꺼져 있을 때 아
날로그(시계) 또는 디지털 (시간:분 & 날
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시계 형식

  센서를 누릅니다.

– 24시간 표시(24 h)



– 12시간 표시(12 h (오전/오후))

기기 설정(을)를

선택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설정

 설정을 변경합니다.

시간과 분 단위를 설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OK로 변경 사항을 확인합
니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설
정은 사용 설명서 별도 섹션에 설명되
어 있습니다.
설정

팁: 설정 메뉴로 이동하지 않고 시간을 설
정하는 단축 경로: 디스플레이 우측 상단
의 시간을 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커피머신이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Miele@mobile 앱에 로그인된 경
우, 시간은 Miele@mobile 앱에 있는 국
가 설정에 따라 동기화됩니다.

언어
모든 디스플레이 텍스트를 위한 언어(및
해당 언어의 국가별 설정)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팁: 실수로 언어를 잘못 선택했다면 깃
발 기호 를 통해 “언어” 옵션을 다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디스플레이(시계 표시)
커피머신이 꺼져 있을 때 디스플레이의
시간 표시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 켜짐: 시간이 항상 디스플레이에 표시
됩니다.
– 꺼짐: 시간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날짜
날짜를 설정합니다.
날짜는 다음 설정을 선택해야만 나타납
니다: 시간 | 시계 타입 | 디지털 시계.

시작 화면
커피머신이 켜져 있을 때 어떤 화면이 나
타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yMiele를 사용해 맞춤 메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MyMiele” 참조).
다음번에 커피머신의 전원을 켜면 새로
운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음료 메뉴가 시작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야간 조명: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전
5 시~오후 11 시 사이에만 시간이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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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타이머
기기 타이머
주말(토 및 일요일) 및/또는 평일(월 - 금요
일)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일(을)를 선택해 매일
동일한 타이머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팁: 화면이 꺼져 타이머를 설정할 수 없
는 경우 켜짐(을)를 터치해 타이머를 조절
하십시오.
타이머 기능을 저장 및 활성화하려면 전
체 수락(을)를 선택하십시오.
타이머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전체 전원
끄기(을)를 선택하십시오.
통해 타이머를 개별적으로 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 --.
삭제(을)를

(켜짐시간)에 전원을 켭니다
아침식사 시간과 같은 특정 시간에 커피
머신 전원이 켜집니다.
시스템 잠금을 활성화한 경우, 필요한
시각에 커피머신 전원이 켜지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타이머 설정이 비활성화됩니다.
커피머신이 아무 음료도 추출되지 않은
채 설정된 시간에 세 번 자동으로 켜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중지됩니다. 이
를 통해 휴가 기간 동안과 같이 필요하지
않을 때 커피머신이 켜지는 것을 방지합
니다.
하지만 설정된 시간은 메모리에 유지되
며 이후 수동으로 커피머신을 켜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전원이 꺼진 동안 시간이 표시되도록 설
정하고(액정판 표시 | 켜짐 또는 야간 조명)
시간이 디지털 형식으로 표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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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타입 | 디지털 시계),  기호와 원하
는 전원 켜짐 시간이 23:59 시간 전에 디
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꺼짐시간)에 전원이 꺼집니다
커피머신이 특정한 시간에 꺼집니다.
(자동꺼짐설정) 이후에 전원이 꺼집니다
센서를 누르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커피머신 전원이 꺼집니다.
기본값으로 커피머신은 20 분 후에 꺼
집니다.
이를 20 분과 9 시간 사이의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 타이머 기능
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커피머신은 마지
막으로 설정한 시간 이후에 꺼집니다.
전체 전원 끄기(을)를

유지보수 타이머
유지관리 타이머에서 자동 유지관리 프
로그램에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활성화 및 헹굼 단
계가 포함되면 최대 2,5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이 때문에 자리
를 비우는 저녁 시간 또는 특정 낮 시간
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토 및 일요일) 및/또는 평일(월 - 금요
일)에 대해 각기 다른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티타이머
차를 만들 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티타
이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음료 만들기
– 티타이머” 참조).

음량
막대그래프를 사용해 부저의 음량 및 키
패드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디스플레이

고도

밝기

커피머신을 높은 고도에 설치한 경우 낮
은 기압으로 인해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끓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온도에서 추출
될 수 있도록 현지 고도를 커피머신에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는 7세그먼트 바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색상
디스플레이에 밝은 색상 또는 어두운 색
상을 선택하십시오.
QuickTouch
이 설정을 사용해 커피머신이 꺼져 있고
디스플레이에 시간이 표시될 때  센서
와 동작 센서의 반응 여부를 설정하십시
오(시간 | 액정판 표시 | 켜짐 또는 야간 조
명).

조명

커피머신이 켜진 경우에 한해  센서
를 사용해 언제든 조명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이 꺼진 경우 원할 때마다 조
명을 켜거나 끌 수 있지만 다음 설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시간

| 액정판 표시 | 켜짐 또는 야간 조
표시)

명(시간

–

액정판

| QuickTouch | 켜짐

정보 (디스플레이 정보)
메뉴 옵션에서 추출한 음료의 잔 수
와 카트리지 레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가 장착된 경우).
정보

커피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
한 성능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코
모드이 기본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에코모드
에코 모드는 에너지 절약 모드입니다. 시
스템은 사용자가 음료를 만들 때까지 가
열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커피모드

세그먼트 바를 사용해 밝기 강도를 설정
하십시오.

–

작동모드

성능 모드는 커피 그대로를 즐기기 위해
최적화된 모드입니다. 사용자는 커피머
신이 가열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기다릴
필요 없이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에코 모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우유모드
이 성능 모드는 우유를 준비하기 위해 최
적화된 모드입니다. 더욱 빠르게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에코 모드와 바리스타 모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파티모드
이 성능 모드는 가족 행사와 같이 가끔씩
커피머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위해 구성된 모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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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예정된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커피머신을 끄기 전에 물받
이를 비우고 물통을 채워넣으십시오.
수차례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난 후에
는 특히 우유관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
니다. 직접 커피머신의 물때 제거 및
혼합기의 기름때 제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도 수준은 21 °dH이 기본으로 설정되
어 있습니다.
물 경도
°dH

mmol/l

칼슘 함량
mg/l Ca

2+

설정
or

ppm (mg Ca

2+

/l)

1

0.2

7

1

2

0.4

14

2

파티 모드에 대한 다음 정보를 참고하십
시오.

3

0.5

21

3

4

0.7

29

4

– 일반 배관은 훨씬 덜 자주 또는 전혀
헹구어지지 않습니다. 우유관은 우유
가 마지막으로 추출된 후 약 1 시간까
지는 헹구어지지 않습니다.

5

0.9

36

5

6

1.1

43

6

7

1.3

50

7

8

1.4

57

8

– 청소 상태 메시지 또는 청소 안내는 이
후에 커피머신을 켜기 전까지는 나타
나지 않습니다.

9

1.6

64

9

10

1.9

71

10

11

2.0

79

11

12

2.2

86

12

13

2.3

93

13

14

2.5

100

14

15

2.7

107

15

16

2.9

114

16

17

3.1

121

17

18

3.2

129

18

19

3.4

136

19

20

3.6

143

20

필요한 경우, 지역 수도 공급업체에 문의
하여 지역 물경도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21

3.8

150

21

22

4.0

157

22

미네랄 워터와 같이 병에 들은 식수를 사
용하는 경우, 칼슘 함량에 따라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칼슘 함량은 병에 붙은 라
2+
2+
벨에 mg/l Ca 또는 ppm(mg Ca /l) 단
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3

4.1

164

23

24

4.3

171

24

25

4.5

179

25

26

4.7

186

26

27

4.9

193

27

28

5.0

200

28

및 자동꺼짐설정 타이머가 비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를 누
르고 6 시간 이후에 커피머신이 꺼집
니다.

–

꺼짐시간

– 컵 조명은 커피머신이 켜져 있는 한 최
대 밝기로 계속 켜진 상태를 유지합니
다.

물 경도
지역 물경도에 맞게 커피머신을 설정하
여 커피머신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손상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탄산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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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물 경도
°dH

mmol/l

칼슘 함량
mg/l Ca

2+

설정
or

ppm (mg Ca

– 기기 켜짐: 시작 화면이 표시됩니다.
동작 센서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

/l)

29

5.2

207

29

30

5.4

214

30

31

5.6

221

31

32

5.8

229

32

33

5.9

236

33

34

6.1

243

34

35

6.3

250

35

시스템 잠금 

36

6.5

257

36

37–45

6.6–8.0

258–321

37–45

46–60

8.2–10.7

322–429

46–60

커피머신을 잠금으로써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가 없도록 합니다.

61–70

10.9–
12.5

430–500

61–70

팁: 물의 경도가 >21 °dH (3,7 mmol/l)인
2+
경우, 병에 들은 식수(< 150 mg/l Ca )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커피머신
의 물때 제거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사용하는 물때 제거제가 줄어들기 때문
에 환경적인 영향도 줄어들게 됩니다.

센서컨트롤

커피머신이 꺼져 있을 때도 동작 센서
가 반응하게 하려면 QuickTouch뿐 아
니라(액정판 | QuickTouch | 켜짐)도 활성
화하십시오.
시스템 잠금이 활성화되면 동작 센서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시스템 잠금이 활성화되면 켜짐시간 타
이머에 대한 설정이 비활성화됩니다.
커피머신은 설정한 시간에 켜지지 않거
나 사용자의 접근에 반응하지 않습니
다.
시스템 잠금 임시 비활성화 
 디스플레이를 6 초간 터치하십시오.
시스템 잠금은 이후에 커피머신이 켜질
때 다시 활성화됩니다.

Miele@home
다음 옵션이 Miele@home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작 센서는 터치 디스플레이에 손이나
신체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다음
기능을 개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
다:
– 조명 켜짐: 커피머신을 켜고 끌 때 조
명이 들어와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
니다.

– 설정: 이 옵션은 커피머신이 이전에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된 적이 없거나
네트워크 구성이 초기화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 비활성화*/작동*: WiFi 네트워크에 대
한 설정이 유지되지만 네트워크는 켜
지거나 꺼집니다.

– 알림 부저: 예를 들어 메시지 물통을 채
운 다음 제자리에 넣으세요.등이 표시될
때 신호음이 나지 않습니다.
55

설정
– 연결상태*: WiFi 연결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기호는 연결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기기 목록

– 새로 설치*: 현재 WiFi 네트워크에 대
한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WiFi 연결이
처음부터 다시 설정됩니다.

연결된 가전에 대해 수퍼비전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특정 가전에 대해 수퍼
비전을 끄는 경우에도 이 가전에 대해 발
생하는 모든 오류가 표시됩니다.

* 이 메뉴 옵션은 Miele@home이 설정되
어 있고 커피머신이 WiFi 네트워크에 연
결(해당되는 경우)된 경우에만 나타납니
다.

원격 제어
커피머신이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원격 제어 옵션이 나타납니다.
원격 제어가 켜진 경우 예를 들면
Miele@mobile 앱에서 커피머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음료를
만들려면 모바일 스타트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원격 제어 기능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
니다.

수퍼비전
수퍼비전 옵션은 커피머신이 WiFi 네트
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수퍼비전을 통해 Miele@home 시스템에
서 다른 제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수퍼비전 디스플레이
수퍼비전이 켜지면(SuperVision | 켜짐), 디
스플레이에  기호가 나타납니다.
대기 모드 디스플레이
수퍼비전은 시간 표시 기능이 켜진 경우
대기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
기 설정 | 시간 | 액정판 표시 | 켜짐 또는 야
간 조명).

56

Miele@home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가전
이 나타납니다.

연결된 가전에 대해 신호음을 켜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원격업데이트(RemoteUpdate)
원격 업데이트 메뉴는 Miele@home 사
용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에만 표
시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격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커피머신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에 대한 업데이트가 존재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다.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
동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방식으로 커피머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밀레에서는 업데이트 설치를
권장합니다.
활성화/비활성화
원격 업데이트 기능은 기본으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준비되면 자
동으로 다운로드되지만 업데이트 실행은
수동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지
않으려면 원격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하시
기 바랍니다.
원격 업데이트 실행
업데이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정보는
Miele@mobile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설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커피머신 디스플레이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를 즉시 시작하거나 나중에 설
치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을 다시 켜면
업데이트 재알림이 나타납니다.
만약 업데이트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원
격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하시기 바랍니
다.
업데이트에는 몇 분이 소요됩니다.
원격 업데이트 기능과 관련해서는 다음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업데이트가 설치되면 설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업데이트 중에는 커피머신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업데이
트가 중단되고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밀레 고
객 서비스 센터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 데모모드 기능은 커
피머신을 매장이나 전시장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모드에서
는 커피머신에 조명은 들어오지만 음료
를 준비하거나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실
행할 수 없습니다.

전시장 전용 프로그램

공장 기본 설정값
커피머신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MyMiele는 별도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
다.
다음 항목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 추출되는 음료의 수와 커피머신 상
태(물때 제거, 혼합기 기름때 제거
필요 시까지 추출되는 음료량)
– 언어
– 시간과 날짜
– 프로필 및 관련 음료 (음료에 대한
원두 종류 지정이 초기화됨)
– Miele@home
유지보수 타이머(은)는 2:00 h로 초기화
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 메뉴 옵션은 밀레 서
비스 부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정에서 사용 시 이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
니다.

법적 정보
이 메뉴 옵션에는 사용한 오픈 소스 라이
센스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전시장 프로그램(데모 모드)
가정에서 사용시 이 설정을 활성화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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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불충분한 세척으로 인한 건강 위험.
커피머신 내부의 열기 및 습기로 인해 커피 찌꺼에 곰팡이가 슬거나 우유 찌꺼기
가 상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을 주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청소하십시오.

세척 주기 살펴보기
권장 주기

무엇을 세척/유지관리해야 합니까?

매일
(하루 사용 마감 시)

우유통과 뚜껑
우유 밸브
물통
물받이 커버
물받이와 찌꺼기통

일주일에 한 번
(심하게 오염된 경우 더 자주)

중앙 추출구
컵 테두리 센서
내부
혼합기
물받이
커피머신 전면

한 달에 한 번

원두통

필요 시/디스플레이에 안내가 나타난 후

우유관(우유관 세척제 사용)
혼합기 기름때 제거(혼합기 세척제 사용)
커피머신 물때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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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손이나 식기세척기로 세척
혼합기는 식기세척기 사용에 안전하
지 않습니다.
흐르는 온수를 이용하여 손으로만 혼
합기를 세척하십시오. 세척액이나 기
타 세척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다음 부품은 손으로만 세척해야 합니다:
– 스테인리스 스틸 중앙 추출구 커버
– 혼합기
– 원두통과 뚜껑

 너무 높은 식기세척기 온도로 인한
손상 위험.
식기세척기에서 55 °C를 초과하는 온
도로 세척할 경우 부품이 손상(예: 휨)
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에서 사용 가능한 부품에
대해서는 최대 온도가 55°C인 식기세
척기 프로그램만 선택하십시오.
당근, 토마토 및 케첩에 포함된 천연 염
색제로 인해 식기세척기의 플라스틱 부
품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
한 변색은 부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다음 부품은 식기세척기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물받이, 뚜껑과 찌꺼기통
– 물받이 커버
– 중앙 추출구(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제
외)
– 우유통과 뚜껑
– 컵 센서
– 물받이
– 유지관리 용기
–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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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뜨거운 부품이나 액체로 인한 화상

– 용제형 세척제

위험.
작동 중에는 부품이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부품을 만지는 것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출되는
액체와 증기는 매우 뜨거우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액체와 증기가 배출될 때에는
추출구 아래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청소를 하기 전에 항상 커피머신을 냉
각시키십시오.
물받이의 물도 매우 뜨거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석회제거제를 포함한 세척제(커피머신
전면 세척에 부적합)

 습기 침투로 인한 손상 위험.

– 연마성 세척제와 이용했던 수세미, 브
러시, 스펀지 등과 같은 단단한 연마성
브러시나 스펀지

스팀 세척 기기의 스팀이 전기 부품에
유입되어 단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을 스팀 클리너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사용된 커피가루에는 금방 곰팡이가 생
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커피머신을 청
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 잔여물이
상하고 우유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세척제
부적합한 세척제와 접촉할 경우 외부
표면이 변질되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
다. 모든 표면은 긁힘에 취약합니다.
특정 환경에서 유리 표면의 긁힘은 파
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척제 잔여물을 즉시 제거하십
시오. 커피머신과 주변 표면이 손상되
지 않도록 물때제거제가 흐르거나 튀
면 바로 제거하십시오.
외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다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소다, 암모니아, 산 또는 염화물이 포
함된 세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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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스 스틸 세척제
– 식기세척기 클리너(커피머신 전면 세
척에 부적합)
– 유리 세척제
– 세라믹 쿡탑 세척제
– 오븐 세척제
– 가루 클리너 및 크림 클리너와 같은 연
마성 세척제

– 멜라민 청소 블록
– 날카로운 금속 스크래퍼
– 철수세미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수세
미

청소 및 관리
물받이와 찌꺼기통 세척
 뜨거운 부품이나 액체로 인한 화상
위험.
작동 중에는 부품이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부품을 만지는 것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출되는
액체와 증기는 매우 뜨거우며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관 헹굼 과정이 끝나면, 잠시 기다렸
다가 물받이를 분리하십시오.
물받이의 물도 매우 뜨거울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뜨거운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커피머신에서 물받이와 찌꺼기통을 꺼
내십시오.
 물받이에서 찌꺼기통을 꺼내 비우십시
오.
찌꺼기통에는 헹굼 기능으로 인한 소량
의 물과 커피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
습니다.
물받이 분해

불쾌한 냄새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
록 물받이와 찌꺼기통을 매일 세척하
십시오.
물받이 및/또는 찌꺼기통이 가득 차서 비
워야 하는 경우, 디스플레이에 안내가 표
시됩니다. 물받이 및 찌꺼기통을 비우십
시오. 물받이를 비울 때 뚜껑을 열 필요
는 없습니다.

주황색 클립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팁: 물받이가 심하게 오염된 경우 식기세
척기에 넣기 전에 브러시로 닦아주십시
오.

 물받이 뚜껑 여는 방법: 양쪽에서 주황
색 클립을 바깥쪽으로 눌러 뚜껑을 여
십시오. 뚜껑을 분리하십시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물받이와 찌꺼기통은 식기세척기로 세
척하거나 온수와 소량의 세척액을 이
용하여 손으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품을 잘 말립니다.
 커피머신 내부에 물받이가 장착된 부
분 아래를 세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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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접촉부 세척

 접촉부(금속 디스크)와 틈새를 브러시
등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청소하십시
오. 모든 부품을 잘 말립니다.
접촉부가 축축하거나 더러울 경우 물받
이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주 1회 접촉부와 주변 영역을 확인하십
시오.

 찌꺼기통을 뚜껑 위에 놓으십시오.
 물받이와 찌꺼기통을 커피머신 내부에
다시 밀어 넣으십시오. 커피머신 도어
를 닫습니다.

물받이 커버 세척

물받이 재조립

 다음과 같이 물받이 뚜껑을 장착하십
시오: 접촉부 옆에 있는 러그 밑에 뚜
껑을 밀어넣고 양쪽의 걸쇠가 딸깍 소
리를 내며 제자리에 고정 될 때까지 뚜
껑에 압력을 가하십시오.

 물받이 뚜껑 분리 방법: 뒤쪽 모서리에
압력을 주어 뚜껑이 앞쪽으로 튀어나
오게 하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물받이 커버는 식기세척기로 세척하거
나 미지근한 물과 약간의 세척액을 이
용하여 손으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물받이 뚜껑을 말립니다.
 물받이 뚜껑을 다시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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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물통 청소
매일 물통을 미지근한 물과 약간의 세척
액을 사용해 손으로 세척합니다. 물통은
식기세척기에서 주 1회 세척할 수 있습
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를 제외하고 중앙
추출구의 모든 부품은 식기세척기로 최
소 주 1회 세척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
해 커피 찌꺼기와 우유 잔여물을 효과적
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물통을 빼내세요.
 물통을 깨끗한 물로 헹구어 잔여 세제
를 제거합니다. 물통 외부를 건조시킵
니다.

 중앙 추출구의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
를 앞으로 잡아 당겨 분리합니다. 그다
음 세척합니다.

 물통이 위치한 표면을 세척하고 건조
하십시오.
 신선하고 차가운 수돗물로 물통을 채
우십시오.
 물통을 커피머신 끝부분에 저항이 느
껴질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자동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물통이 적당
히 채워져있고 올바르게 장착되어있을
때에만 작동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중앙 추출구 청소

 다음과 같이 우유관을 추출 장치에서
분리합니다: 탭을 왼쪽으로 당깁니
다.

온수와 소량의 세척액만을 이용하여
손으로 중앙 추출구의 스테인리스 스
틸 커버를 세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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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추출 장치를 잡아 당겨 Y피스, 추출구
와 홀더 등 3 개의 부품으로 분해합니
다.
 모든 부품을 깨끗하게 세척하십시오.

우유관 연결 부품을 분리하지 마십시
오. 필요한 경우 청소 브러시로 연결 부
품을 세척하십시오.

 젖은 천으로 중앙 추출구 주위를 닦으
십시오.
중앙 추출구 재조립
개별 부품을 미리 물에 적신 경우 배출장
치를 더 쉽게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 서로 확실히 연결되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추출 장치의 측면을 잡아 아래로 당겨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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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 장치를 다시 조립하십시오. 추출
구가 홀더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강하
게 누릅니다.

청소 및 관리
 추출 장치를 커피머신에 넣고 우유관
에 연결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를 다시 장착하
십시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커피 분출구에 커버를 끼우세요.

이 디스플

레이에 표시됩니다.

우유통과 뚜껑 세척
우유통은 사용한 후 매일 분리하여 청소
해야 합니다.
뚜껑과 우유통 모두 식기세척기로 세척
하거나 미지근한 물과 약간의 세척액을
이용하여 손으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우유통을 분리해 비웁니다.

 OK를 누릅니다.

컵 테두리 센서 세척
컵 테두리 센서는 중앙 추출구 아래에 위
치해 있습니다.
컵 테두리 센서는 최소 주 1회(이물질이
많은 경우 더 자주 세척) 세척합니다.

 우유관을 뚜껑에서 흐르는 물에 헹구
고 뚜껑을 식기세척기에 넣습니다.
 연결 부품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 경
우, 청소 브러시로 연결 부품을 세척하
십시오.
 우유통을 세척합니다.
 두 개의 리테이너를 같이 누르십시오
(화살표 참조).

 모든 부품을 건조하고 우유통을 재조
립합니다.

컵 테두리 센서가 해제됩니다.
 컵 테두리 센서는 식기세척기로 세척
하거나 미지근한 물과 약간의 세척액
을 이용하여 손으로 세척할 수 있습니
다.
 컵 테두리 센서를 다시 장착하려면 아
래에서 중앙 추출구 홀더 쪽으로 누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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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커피머신에서 젖은 천으로 우유통 홀
더를 닦습니다.

우유 밸브 세척
날카로운 모서리나 유사한 물체로 인
해 우유 밸브 씰이 손상될 수 있습니
다.
날카로운 물체(칼 등)를 사용해 우유
밸브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원두통 세척
 잘못된 사용 및 세척으로 인한 손
상 위험.
원두통을 액체에 담그면 고장날 수 있
습니다. 분해하게 되면 부품이 부러지
거나 재조립 후 메커니즘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두통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원두통을 비눗물과 같은 액체에 담그
지 마십시오.
원두는 원두통 벽에 쌓여 원두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원두통을 부드러
운 천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원두통의 뚜껑을 따뜻한 물
과 소량의 세척액을 사용해 손으로 세척
할 수 있습니다. 뚜껑은 원두통에 다시
장착하기 전에 꼼꼼히 건조하십시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우유 밸브는 원두통 하단 좌측에 있습니
다.

 커피머신에서 좌측과 우측의 원두통을
빼냅니다.

그냥 건조시키면 우유 잔여물이 스테인
리스 스틸 볼트에서 딱딱해질 수 있습니
다. 딱딱해진 잔여물은 떼어내기가 어렵
습니다. 따라서 우유를 준비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머신 내부의 원두통을 빼낸 안쪽
을 청소합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축축한 천/극세사 천으로 우유 밸브를
청소하십시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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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필요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원두
통 내부에서 커피 찌꺼기를 제거하십시
오.
 뚜껑을 분리하고 원두통을 비웁니다.

청소 및 관리
혼합기 분리 및 세척
혼합기에서 움직이는 부품은 기름칠
이 되어 있습니다. 세척제 및 세척액은
혼합기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흐르는 온수를 이용하여 손으로만 혼
합기를 세척하십시오. 세척액이나 기
타 세척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혼합기는 주 1회 분리하여 세척하십시
오. 혼합기 아래의 공간도 주 1회 청소합
니다.
원두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부품을 제
거하지 마십시오(화살표 참조).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물통을 빼내세요.

 약간 축축한 천을 사용해 원두통을 손
으로 닦아내십시오. 원두통에 로스팅
된 원두를 채우기 전에 모든 부품을 조
심스럽게 건조하십시오.
 뚜껑을 다시 장착하고 통을 커피머신
내부에 밀어 넣습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혼합기 손잡이 아래에 있는 버튼 을
누르고 동시에 핸들을 왼쪽 으로 돌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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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관리
 먼저 혼합기를 옆으로 당기고  앞쪽
으로 기울여  앞으로 당겨 빼냅니
다.
혼합기를 꺼낼 수 없거나 꺼내기 어렵다
면 혼합기가 올바른 위치에서 벗어난 것
입니다 (“문제 해결 가이드” 참조).
혼합기를 분리했을 때, 혼합기의 손잡
이 위치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혼합기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혼합기는 세척액이나 기타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고 흐르는 온수로 직접 손
세척하십시오.

 혼합기 손잡이 아래 버튼을 누른 상
태로 핸들을 뒤쪽 으로 돌리십시오.
팁: 혼합기 핸들을 돌릴 수 없는 경우 혼
합기 측면을 눌러주십시오.
 물통을 커피머신에 장착합니다.
혼합기를 분리 및 삽입하는 과정으로 인
해 분쇄 원두가 물받이에 떨어질 수 있습
니다.
 물받이를 분리하고 뚜껑을 청소합니
다.

 필터에서 커피 잔여물을 닦아내십시
오. 필터 한 개는 깔때기 안에 있습니
다. 다른 필터는 깔때기 왼쪽에 있습니
다.
 다음에 커피를 만들 때 커피가루가 달
라붙지 않도록 깔때기를 건조시키십시
오.
 커피머신 내부 세척 필요시 진공청소
기를 이용하여 마른 커피가루를 제거
하십시오.
혼합기 교체
 다음과 같이 역순으로 진행하세요: 혼
합기를 약간 기울여서 다시 커피머신
내부로 밀어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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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머신에 물받이를 밀어넣고 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커피머신 내부, 도어와 물받이를
세척하십시오.
일반 청소 과정의 일부로서 커피머신의
내부와 전면을 청소하십시오. 예를 들어
물통을 분리하게 되면 이때 물통 아래 부
분을 함께 청소해주세요.

청소 및 관리
커피머신 전면 청소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커
피머신 표면이 변질되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 전면에 있는 오염물질은 바
로 청소하십시오.
디스플레이 뒤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
록 하십시오.
수동 물때 제거 후 커피머신 전면을 청
소하십시오. 가능하면 물때제거제가
흐르자마자 바로 닦아내십시오.
물받이는 커피머신 도어 내부 하단에 있
습니다.
정기적으로 물받이를 분리해 비우십시
오. 물받이는 식기세척기로 세척해도 안
전합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물받이를 분리하여 세척합니다.
 머신 내부에서 다음 부품을 분리하십
시오.

팁: 조절 판넬을 청소하기 전에 실수로
작동되지 않도록 머신 도어를 열어 두십
시오.
 깨끗하고 약간 축축한 천/극세사 천으
로 커피머신 전면을 청소하십시오. 청
소 후에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 표면
을 닦아 말리십시오.
팁: 밀레 극세사 천을 사용해 전면을 청
소할 수도 있습니다.

– 물통
– 물받이
– 유지관리 용기
– 혼합기
– 원두통
팁: 필요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마른
커피가루를 제거하십시오.
 깨끗하고 약간 축축한 천/극세사 천으
로 커피머신 내부와 도어 내부를 손으
로 청소하십시오. 청소 후에는 부드러
운 천을 사용해 내부와 머신 도어를 닦
아 말리십시오.
 물받이를 포함한 모든 부품을 다시 장
착합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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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프로그램: 우유관 세척

커피머신에 포함된 유지관리 프로그램:

밀레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 또는 우유
관 세척제(소형 스틱 분말 세척제)로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국
가 및 모델별 상이)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약 20 분 동안 진행됩니다.

– 커피머신 헹굼
– 우유관 헹굼
– 우유관 세척*
– 혼합기 기름때 제거*
– 커피머신 물때 제거*
* 세척 및/또는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고 자동 세척을 끈 경우, 유
지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해야 합니
다.
머신을 사용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물의
경도에 따라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를 장
착한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커피머신 배
관의 물때 제거를 직접 해야 함에 유의하
십시오.
유지관리 메뉴 열기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센서를 누릅니다.


유지관리(을)를

선택합니다.

이제 원하는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 헹굼

자동 세척을 켜고 바로 사용 가능한 혼
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를 장착한 경우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우
유관 세척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됩
니다. (국가 및 모델별 상이)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를 이용한 우유
관 세척(국가 및 모델별 상이)
자동 세척 기능 사용과 더불어 사용 빈도
가 잦은 경우 우유관을 세척하는 등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시작할 수도 있습
니다.
유지관리



메뉴가 표시됩니다.

우유관 세척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안내에 따릅니
다.
우유관 세척을 위한 세척제(스틱)로 우유
관 세척
자동 세척이 꺼진 경우 우유관은 일주일
에 한 번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커피 음료를 만들면 커피머신은 커피를
추출한 후 자동으로 커피관을 헹구고 전
원이 꺼집니다. 기기 헹굼 기능을 수동으
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최적의 세척 결과를 원하시면 우유관 세
척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우유관 세척제는 차후 손상을 방지합니
다.

우유관 헹굼

각 세척 과정에 대해 우유관을 위한 세척
제 스틱 2 개가 필요합니다.

우유가 들어간 음료를 만들면 커피머신
은 몇 분 후 자동으로 우유관을 헹굽니
다. 우유관 헹굼 기능을 수동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밀레 우유관 세척제는 밀레 웹샵이나 밀
레 매장(상세한 연락처는 이 책자의 마지
막 부분을 참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모델별로 구매 가능 여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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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관을 세척하세요.가

디스플레이에 표

시됩니다.
세척 절차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절차
가 끝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OK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안내에 따릅니
다.
디스플레이에 물통의  표시까지 기기 세
척 세제를 녹인 미지근한 물을 채운 다음 제
자리에 넣으세요.가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세척액 준비

 디스플레이에서 안내하는 경우 깨끗한
물로 물통을 깨끗이 헹굽니다. 물통에
어떠한 세척제도 남아있지 않은지 확
인하십시오. 물통을 신선한 수돗물로
채우십시오.
디스플레이에 프로그램 종료(이)가 나타나
면 세척 과정이 종료됩니다.

혼합기 물때 제거 및 내부 세척
커피의 천연 오일 함량에 따라 혼합기가
상당히 빨리 막힐 수 있습니다. 커피의
향을 유지하고 커피머신이 문제없이 작
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기름을 제거
해야 합니다.
물통에 우유관용 세척제 넣습니다. 유지
관리 프로그램은 약 20 분 동안 진행됩니
다.
자동 세척을 켜고 바로 사용 가능한 혼
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를 장착한 경우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혼
합기 기름때 제거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국가 및 모델별 상이)

 물통을  표시까지 미지근한 물로 채
운 후 세척액을 휘젓습니다.
혼합율 지시사항을 주의하여 따르십
시오. 물통에 물을 너무 적게 채워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척이 완료
되지 않습니다.

밀레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를 장착하
지 않은 경우 200 잔 추출 후 디스플레이
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혼합기의
기름때를 제거하세요..
 OK를 누릅니다.
이 메시지는 혼합기의 물때 제거가 완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표시됩니다.
혼합기 기름때 제거
유지관리

 커피머신에 있는 물통을 교체하고 머
신 도어를 닫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안내에 따릅니
다.

메뉴가 표시됩니다.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취소할 수 없습니
다. 절차가 끝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혼합기 기름때 제거를

누릅니다.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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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안내에 따릅니
다.
물통과 혼합기를 제거하세요. 손으로 혼합기
를 헹구고 기기 내부를 청소하세요.

이 디스

플레이에 표시됩니다.
혼합기 및 내부 세척
혼합기에서 움직이는 부품은 기름칠
이 되어 있습니다. 세척제 및 세척액은
혼합기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흐르는 온수를 이용하여 손으로만 혼
합기를 세척하십시오. 세척액이나 기
타 세척제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좋은 커피 맛을 유지하고 기기의 세균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주 1회 혼합기
를 분리한 후 흐르는 물로 세척하십시
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물통을 빼내세요.

 먼저 혼합기를 옆으로 당기고  앞쪽
으로 기울여  앞으로 당겨 빼냅니
다.
혼합기를 꺼낼 수 없거나 꺼내기 어렵다
면 혼합기가 올바른 위치에서 벗어난 것
입니다 (“문제 해결 가이드” 참조).
혼합기를 분리했을 때, 혼합기의 손잡
이 위치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혼합기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혼합기는 세척액이나 기타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고 흐르는 온수로 직접 손
세척하십시오.

 혼합기 손잡이 아래에 있는 버튼 을
누르고 동시에 핸들을 왼쪽 으로 돌
립니다.
 필터에서 커피 잔여물을 닦아내십시
오. 하나의 필터는 깔때기 안쪽에, 다
른 하나는 깔때기 왼쪽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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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인해 분쇄
원두가 물받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통과 물받이(및 물통)를 커피머신에
다시 밀어넣습니다.

 물받이를 분리하고 뚜껑을 청소합니
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커피머신 내부 세척 필요시 진공청소
기를 이용하여 마른 커피가루를 제거
하십시오.
혼합기에 세척제 투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추가 지시사항
을 따르십시오.
음료 메뉴가 나타나면 청소 과정이 완료
된 것입니다.

커피머신 물때제거
흘러나온 물때 제거 용액으로 인한 손
상 위험.
민감한 표면 및/또는 자연 바닥재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때제거제가 흐르면 바로 닦아내십
시오.

 혼합기 세척제를 혼합기 (화살표) 에 넣
으십시오. (*밀레 혼합기 세척제 판매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
 태블릿 세척제가 포함된 혼합기를 커
피머신에 밀어 넣습니다.

커피머신을 사용하면 석회가 쌓입니다.
커피머신의 물때제거 주기는 지역 내 물
경도에 따라 다릅니다. 석회는 정기적으
로 제거해야 합니다.
커피머신은 물때제거 프로세스를 안내합
니다. 물받이 비우기나 물통 채우기 등
여러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
다.
물때제거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과
정은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자동 물때 제거를 활성화한 경우라도 커
피머신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기 물때 제거 유지관리 프로그램으로 직
접 배관의 물때를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
다.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디스플레이에서는 커피머신의 물때
제거 필요성을 알립니다.

 혼합기 손잡이 아래 버튼을 누른 상
태로 핸들을 뒤쪽 으로 돌리십시오.

화면에 물때 제거까지 남은 사용 횟수:
50 이 표시됩니다. 이때 디스플레이는 물
때 제거 진행이 필수적인 시점까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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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더 많은 음료를 추출할 수 있는지 표
시합니다. 이 숫자는 음료를 추출할 때마
다 나타납니다.
 OK를 누릅니다.
남은 잔 수가 0이 되면 커피머신이 잠깁
니다.
물때 제거 프로그램을 예정된 시간에 실
행하길 원치 않는 경우 커피머신 전원을
끄면 됩니다. 하지만 물때 제거를 수행
할 때까지 음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안내된 물때제거 진행
기기 물때 제거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

다.

 물통에 미지근한 물을  표시까지 채
웁니다.
 물에 물때 제거 태블릿 투하합니다.

물때 제거 절차가 시작되면 중간에 취
소할 수 없습니다. 절차가 끝까지 완료
되어야 합니다.
 OK를 누릅니다.

혼합율 지시사항을 주의하여 따르십
시오. 물통에 물을 너무 많이 채우거나
적게 채워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물때
제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취소됩니
다.

절차가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안내에 따릅니
다.

물때 제거 진행

디스플레이에 물통의  표시까지 물때 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추가 지시사항
을 따르십시오.

거 세제를 녹인 미지근한 물을 채운 다음 제
자리에 넣으세요.가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물때제거액 만들기
시트르산 및/또는 염소와 같이 바람직
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다른 물때제
거제는 커피머신을 손상시킬 수 있습
니다. 또한 물때제거액의 농도가 적절
하지 않으면 필요한 물때제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물때 제거를 위해서는 물때 제거 세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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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통을 다시 커피머신에 넣습니다.

물통을 헹군 다음 물을 다시 채우세요.가

디

스플레이에 표시되었을 때:
 물통을 분리하고 깨끗한 물로 헹구십
시오. 물통에 물때 제거액이 남지 않았
는지 확인하십시오. 물통을  표시까
지 신선한 수돗물로 채우십시오.
음료 메뉴가 나타나면 물때 제거 과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
흘러나온 세척 및 물때 제거 용액으로
인한 손상 위험.
민감한 표면 및/또는 자연 바닥재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척 및 물때 제거 용액이 흐르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커피머신을 끄기 전에
유지관리 용기를 중앙 추출구 아래에
놓는 것입니다.
흘러나온 세척 및 물때 제거 용액을 닦
아냅니다.
이미 물로 채워진 물때 제거제 카트리
지를 처리할 때는 물때 제거 용액이 민
감한 표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커피머신에는 우유관과 혼합기의 세척
및 머신의 물때 제거를 위한 자동 유지관
리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밀레 세척 및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는 커피머신에 장착해야 합니다.(국가 및
모델별 상이) 두 가지 유형의 유지관리 프
로그램 모두를 같은 날에 실행하는 경우
자동 세척은 자동 물때 제거 이전에 수행
합니다(총 시간: 약 2,5 시간).
세척 및 물때 제거 시작 시간은 유지관리
타이머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은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자동
물때 제거를 수행할 날짜를 결정합니다.
자동 세척 시 우유관이 세척되거나 혼합
기의 기름때가 제거됩니다. 커피머신은
또한 이제까지 만든 음료의 잔수와 유형
에 따라 자동 세척을 위한 세척 용액 농
도와 세척 프로그램 유형을 결정합니다.
음료를 만들지 않은 경우 자동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동 세척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세척
제와 물을 섞은 용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용액을 커피머신 배관으로 펌핑합니

다. 배관이 헹궈지고 모든 세척액은 제거
됩니다. 그러면 커피머신으로 음료를 만
들 수 있습니다.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 시에는 머신이
꺼진 경우에도 자주 다양한 소음(예: 헹구
는 소리)이 들립니다.

유지관리 프로그램 작동 전과 도
중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십시
오:
커피머신은 사용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
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용 준비된 세척 및 물때 제거제 카트
리지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
및 모델별 상이)
– 유지관리 프로그램 도중에는 커피머신
의 전원 공급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 물받이, 혼합기 및 중앙 추출구를 삽입
해야 합니다.
– 물통을 삽입하고 최소  표시까지 물
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 전원을 끄기 전에 디스플레이에 나타
난 지시사항(예: 물받이와 찌꺼기통을 비
우고 기기에 다시 장착하세요.)을 수행해
야 합니다.
–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머신 도어는 닫
힙니다.
– 커피머신 전원이 꺼집니다.

자동 세척
지난 24 시간 이내에 우유가 들어간 음료
를 만든 경우 우유관이 세척됩니다. 혼합
기는 약 25 잔의 커피 음료를 만든 후 세
척됩니다.
우유 시스템과 혼합 시스템 모두를 세척
해야 하는 경우 자동 세척은 약 25 분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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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세척 켜기 및 끄기
커피머신 설정 과정의 일부로서 자동 세
척을 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자동 세척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센서를 누릅니다.


선택한 다음 자동 세척
(을)를 선택하십시오.
기기 설정(을)를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
다.
자동 세척이 켜진 상태에서 커피 음료
및/또는 우유가 이미 추출된 경우 일회
성으로 커피머신을 직접 세척해야 합니
다. 이는 우유 잔여물과 커피 오일을 제
거하며 카운터를 초기화합니다.

밀레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국
가 및 모델별 상이)
자동 세척을 위해서는 밀레 혼합기 세
척제 카트리지만 사용하십시오. 이 커
피머신의 사용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제품입니다.
밀레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는 머신
에 장착한 후 약 1 년의 수명이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1년 수명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가 장착된 날짜입니
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를 다른 액체
또는 물질로 채우지 마십시오.
밀레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는 우유 잔
여물과 커피 오일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
한 세척제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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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는 커피머
신 사용 빈도에 따라 최대 3 개월간의 자
동 세척 동안 지속됩니다. 직접 세척을
자주 하거나 많은 양의 음료를 만들면 그
에 따라 이 기간이 짧아집니다.
| 정보 | 레벨 (선반 높이) 아래의
세그먼트 바로 카트리지가 채워진 수준
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가 채워
진 수준이 감소하면 새 카트리지 준비를
알리는 여러 메시지가 정기적으로 나타
납니다.

기기 설정

첫 번째 메시지는 카트리지가 약 25 %
남아있을 때 나타납니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는 밀레 온라인
쇼핑몰 또는 밀레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
습니다(연락처 정보는 뒷면 참조, 국가 및
모델별 상이).
장착된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가 없
거나 장착된 카트리지가 비어있거나
만료된 경우, 우유관과 혼합기는 직접
세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세
척제가 필요합니다(“세척 및 관리 – 우
유관 세척” 및 “혼합기 기름때 제거”
참조).
머신을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커피머신
을 이동할 때도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
를 장착해둘 수 있습니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 교체
새 밀레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가 필
요합니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는
밀레 온라인 쇼핑몰 또는 밀레 매장에
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연락처 정보는
뒷면 참조, 국가 및 모델별 상이).
 커피머신 도어를 열고 유지관리 용기
를 분리합니다.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
 새 카트리지를 홀더에 거꾸로 돌려넣
습니다.
 홀더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장착될 때까
지 홀더와 카트리지를 커피머신에 넣
습니다.
 커피머신에 유지관리 용기를 다시 장
착하고 도어를 닫습니다.

 카트리지를 고정하고 있는 용기를 잡
아 당겨 둘 다 분리합니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를 홀더에서
돌려 빼냅니다. 사용한 카트리지는 가
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십시오.
세척제 잔여물이 홀더에 하얗게 말라붙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잔여물은 자동
세척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필요한 경우 축축한 천으로 닦아내
거나 홀더를 식기세척기에 넣어 잔여물
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새 카트리지의 포장을 제거하고 스크
루 캡을 빼냅니다. 캡은 더 이상 필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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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물때 제거
자동 물때 제거는 활성화 단계를 포함해
약 2 시간이 소요됩니다.
부품의 수명과 석회가 없는 환경을 보
장하기 위해 커피머신은 수시로 물때를
직접 제거해야 합니다. 세척 주기는 사
용 방식과 해당 지역의 물 경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의 우유
가 포함된 커피 음료를 만드는 경우 물
때 제거 태블릿으로 더 자주 물때를 제
거해야 합니다.

밀레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국가
및 모델별 상이)
자동 물때 제거 프로그램을 위한 밀레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만 사용하십시
오.
밀레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는 머신에
장착한 후 약 1 년의 수명이 있으며 최
초 사용 시 물이 채워져 있음에 유의하
십시오. 1년 수명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가 장착되고 물
이 채워진 날짜입니다.
이미 사용한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를
다른 밀레 커피머신에 장착하지 마십
시오. 커피머신에는 이 카트리지가 채
워진 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물
때 제거 효과는 불충분할 수 있으며 커
피머신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를 다른 액체 또
는 물질로 채우지 마십시오.
물때 제거제는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안
에 태블릿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카트리
지는 머신에 장착할 때 물을 채웁니다.
태블릿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석됩
니다.
밀레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는 커피머신
사용 빈도에 따라 최대 12 개월간의 자동
물때 제거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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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레벨 (선반 높이) 아래의
세그먼트 바로 카트리지가 채워진 수준
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가 채워
진 수준이 감소하면 새 카트리지 준비를
알리는 여러 메시지가 정기적으로 나타
납니다.

기기 설정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는 밀레 온라인 쇼
핑몰 또는 밀레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연락처 정보 뒷면 참조, 국가
및 모델별 상이).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가 장착되지 않
았거나 빈 카트리지가 장착되거나 만
료된 카트리지가 장착된 경우 머신은
기기 물때 제거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물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
해 적절한 물때 제거제가 필요합니다
(“세척 및 관리 – 머신 물때 제거” 참
조).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는 커피머신을 오
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장
착해둘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을 이동하
기 전에 카트리지를 분리합니다. 유의 사
항:
– 물을 채우고 나면 커피머신 외부에서
의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유통기한은
최대 3 주입니다.
– 머신은 조심스럽게 세운 상태로 이동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
십시오. 흔들리거나 뒤집어지면 카트
리지의 수명이 줄어들거나 카트리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카트리지는 똑바로 선 상태로 어두운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16~38 °C).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교체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분리
 커피머신 도어를 열고 유지관리 용기
를 분리합니다.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안내에 따릅니
다.
다음번에 커피머신을 끄면 머신이 헹궈
질 때 새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가 물로
채워집니다. 잦은 빈도로 카트리지에 물
이 채워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이 스스로 꺼질 때까지 기다
리십시오. 강제로 끄면 안 됩니다.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장착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구역을 어댑터로 막아둡니다.
 카트리지 홀더를 앞으로 잡아당깁니
다.
 카트리지를 분리합니다.

 카트리지 위치에 어댑터를 삽입합니
다.

유지관리 타이머
팁: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는 카트리지에
있는 캡으로 밀봉할 수 있습니다. 캡은
잡아당겨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는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
기하십시오.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 장착
 카트리지를 삽입하고 끝까지 위로 밀
어 올립니다.
 카트리지 홀더를 다시 밀어 넣고 유지
관리 용기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유지관리 타이머에서 자동 유지관리 프
로그램에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자동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실행에
약 2,5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하
십시오. 이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저녁
시간 또는 특정 낮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
이 좋습니다.
주말 및/또는 평일에 대해 각기 다른 시
작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타이머 설정
음료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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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
  센서를 누릅니다.


기기 설정(을)를



유지보수 타이머(을)를

선택한 다음 타이머(을)
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합니다.

 필요한 대로 설정을 변경하고 OK를 누
릅니다.
시작 시간이 저장됩니다. 이제 자동 유지
관리 프로그램이 매일 원하는 시간에 시
작됩니다.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 취소
활성화 단계 중에 자동 세척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세척을 두 번 취소하고 음료를 만
들 수 있습니다. 자동 세척이 세 번 연속
취소되는 경우 다음번에 커피머신이 켜
졌을 때 혼합기의 기름때를 제거하거나
우유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자동 물때 제거는 원하는 만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때 제거 태블릿
을 사용해 커피머신의 물때를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척 및 관리 – 머신
물때 제거” 참조).
 꺼짐/켜짐 버튼을 터치합니다.
남은 시간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자동 유지관리 취소


취소를

누릅니다.

세척 또는 물때 제거 용액이 배관에서 헹
궈집니다. 헹굼은 최대 5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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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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메시지
오류 메시지를 확인 후 OK를 눌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 후에도 디스
플레이에 메시지가 다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지시사항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런 후에도 디스플레이에 오류 메시지가 다시 표시되면 밀레 서비스로 문의하십시
오.
문제

원인과 해결

F1, F2,
F80, F82
F353, F354

내부 오류가 있습니다.
 커피머신의 전원을 끕니다. 커피머신이 다시 켜질
때까지 약 1 시간을 대기합니다.

F74, F77
F225, F226
F235, F353, F354

내부 오류가 있습니다.
 커피머신의 전원을 끕니다. 커피머신이 다시 켜질
때까지 약 2 분을 대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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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안내
문제

원인과 해결

F73 또는

혼합기 위치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없거나 혼합기가
오염되었습니다. 분쇄된 커피를 압축할 수 없습니다.
 혼합기를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혼합기를 분리할 수 있으면 흐르는 물에서 혼합기를
헹구십시오.

혼합기를 점검하세요.

 혼합기의 커피 추출장치를 올바른 위치로 누르십시
오(그림 참조).
 커피머신에 물통을 장착하고 도어를 닫습니다. 혼합
기를 삽입하지 마십시오. 커피머신 전원을 켜십시
오.
이를 통해 혼합기 모터가 초기화되고 시작 위치로 돌
아갑니다.
 디스플레이에 혼합기를 넣으세요.가 나타나면, 혼합
기를 커피머신 안에 다시 장착하십시오.
 혼합기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커피머신을 끄십시
오. 약 2 분 동안 기다린 후 다시 커피머신의 전원을
켜십시오.
수동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물통이 채워져있지 않거나 잘못 삽입되었습니다.
미완료 상태로 중지되고
 올바른 표시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이 디스플레이에 표시
물통에 표시된 기호는
됩니다: 제자리에 맞물릴 때
기기 물때 제거 및 우유관 세척:  유지관리 프로그램
까지 물통을 밀어넣으세요..
에 대해 필요한 물의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통을 해당 표시에 맞게 채우고 과정을 다시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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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안내
문제

원인과 해결

F233

컵 테두리 센서가 삽입되지 않았거나 잘못 삽입되었습
니다.
중앙 추출구가 위로 이동하고 컵 테두리 센서가 컵 등
과 부딪히면 컵 테두리 센서는 기준 위치를 잃게 됩니
다.
 OK를 누릅니다.
 컵 테두리 센서를 다시 장착하십시오.
다음번에 커피머신이 켜질 때가지 컵 테두리 감지는
비활성화된 상태로, 추출구는 상부 위치에 유지됩니
다. 다음번 전원이 켜진 후 작동 시 컵 테두리 감지가
다시 시작됩니다.

F 355, F 357–F 362

원두가 끼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두 시스
템은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머신 도어를 열고 커피머신에서 두 개의 원두통을
분리합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원두 시스템이 설정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안내에 따릅니다.

F 307

우유 밸브에 결함이 있습니다.
 우유 밸브를 분리하고 세척합니다 (“문제해결 가이
드” 장에서 “우유 밸브 세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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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안내
커피머신의 성능 이상
문제

원인과 해결

켜짐/꺼짐 버튼을 사용 켜짐/꺼짐 버튼을 충분히 길게 누르지 않았습니다.
해 커피머신을 켰을 때 디  켜짐/꺼짐 버튼을 터치한 채로 최소 3 초간 유지
스플레이는 어둡게 유지됩
합니다.
니다.
플러그가 소켓에 올바르게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플러그를 소켓에 삽입합니다.
커피머신, 전압 또는 기타 기기의 결함으로 인해 퓨즈
가 이탈하였습니다.
 벽면 소켓에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빼십시오.
 자격을 갖춘 전기기술자나 밀레 고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커피머신 전원을 켠 후 조
명이 꺼진 상태가 유지됩
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조명을 켭니다 (“설정 – 조명” 참조).

시간이 표시되지만  센
서와 동작 센서가 반응하
지 않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QuickTouch 기능이 꺼져 있습
니다. 액정판 | QuickTouch | 켜짐(을)를 선택해 커피머
신이 꺼진 상태에서도  센서와 동작 센서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조명에 오류가 있습니다.
 밀레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커피머신이 디스플레이 작 이는 오류입니다.
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꺼질 때까지 켜짐/꺼짐 버튼을 계
속 누르고 있으세요. 커피머신을 다시 켜세요.
커피머신의 전원이 갑자기 타이머로 설정한 꺼짐 시간이 되었습니다.
꺼집니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꺼짐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설정 – 타이머” 참조).
플러그가 소켓에 올바르게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플러그를 소켓에 삽입합니다.
센서가 터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커피머신을 더 이상 작동
시킬 수 없습니다.

내부 오류가 있습니다.
 커피머신을 전원 공급에서 분리하십시오.

준비하는 음료가 없거나
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커피머신이 꺼진 상태인데 음료를 추출하거나 커피머신이 꺼진 후에는 내부 환
도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 풍기가 최대 30 분 동안 돌아갑니다.
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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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안내
문제

원인과 해결

혼합기를 분리할 수 없습
니다.

혼합기가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혼합기의 핸들을 시작 위치로 다시 이
동하십시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커피머신 전원을 끄십시오.
 커피머신이 다시 켜질 때까지 약 1 분간 대기하십시
오.
이를 통해 혼합기 모터가 초기화되고 시작 위치로 돌
아갑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중앙 추출구 아래의 잔이
있는데도 음료 추출이 미
리 종료됩니다.

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컵 테두리 센서가 컵의 테두리와 접촉할 수 없을 정도
로 컵의 테두리가 큰 경우(예: 매우 큰 컵) 음료가 취소
됩니다. 다른 컵을 사용하거나 이미 있는 센서가 테두
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잔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타이머 설정이 활 시스템 잠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성화되어 있는데 커피머신  시스템 잠금을 비활성화합니다.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지
현재 요일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타이머 설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합니다.

켜짐시간

커피머신을 자동으로 켠 후에 세 번 연속으로 사용하
지 않았습니다 (휴일 모드).
 커피머신 전원을 켜고 음료를 추출하십시오.
커피머신은 자동 물때 제거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켜
짐시간 타이머와 함께 켜지지 않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닙니다. 다른 타이머 설정을 선택합니다.
온수나 차를 추출할 때 물
이 아닌 증기가 추출됩니
다.

잘못된 고도가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도 설정을 변경합니다 (기기 설정  고도).
 필요한 경우 음료를 위한 온도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음료 세부설정).

디스플레이를 알아보기 어 디스플레이 밝기가 너무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렵거나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설정을 변경합니다 (« 설정 » 참조).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왔 전시장에서 커피머신을 시연하는 데모 모드가 활성화
지만 커피머신이 가열되지 되었습니다.
않고 음료가 만들어지지
 데모 모드를 비활성화하십시오(“설정 – 데모 모드”
않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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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안내
자동 세척 및/또는 물때 제거 오류
문제

원인과 해결

전원을 켜고 난 후 자동 세
척 및/또는 물때 제거를 수
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물통, 물받이, 혼합기 또는 중앙 추출구 등 분리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장착해야 합니다.
물통은 최소 물때 제거 기호 까지 물로 채워야 합니
다.
머신 도어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OK를 누릅니다.
 다음 자동 세척 및/또는 물때 제거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커피머신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커피머신의 전원이 시작 시간에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동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커피머신의 전원이 꺼진 경
우에만 시작합니다.
 OK를 누릅니다.
 필요한 경우 시작 시간을 변경하십시오.

사용 준비가 완료된 물때
제거제 카트리지가 장착된
경우에도 기기 물때 제거
(이)가 나타납니다. 음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의 물 경도 및 사용 행동에 따라 커피머신은
종종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물때를 제거해야 합니
다.

커피머신이 켜진 경우 다
음 중 하나의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또는:

자동 세척은 두 번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음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밀레 물때 제거 태블릿이 필요합니다.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 커피머신의 물때를 제
거합니다 (“세척 및 관리 – 커피머신 물때 제거” 참
조).
커피머신이 계속해서 자동으로 우유관을 세척하고 혼
합기의 기름때를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커피머신이 자동 유지관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
니다 (“자동 세척 및 물때 제거” 참조).
 OK를 터치해 자동 세척을 시작합니다.
선택해 자동 세척을 끄는 경우, 직접 우유
관을 세척하고 혼합기의 기름때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척 및 관리” 참조). 이를 위해 우유관을 위한 세척제
와 혼합기 기름때 제거를 위한 태블릿이 필요합니다.
아니오(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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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안내
불만족스러운 결과
문제

원인과 해결

커피가 충분히 따뜻하지
않습니다.

컵이 예열되지 않았습니다.
컵이 작고 옆면이 두꺼울수록 예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수를 이용하여 컵을 예열하십시오.
브루잉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브루잉 온도를 높게 설정하십시오.
혼합기의 필터가 막혔습니다.
 혼합기를 분리하고 손으로 세척하십시오.
 혼합기의 기름을 제거하십시오.

커피 그라인더 소음이 평
상시보다 큽니다.

분쇄 중에 원두통이 비었습니다.
 원두통을 신선한 원두로 채우십시오.
플라스틱이나 돌과 같이 원두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즉시 커피머신 전원을 끄십시오. 밀레 서비스 센터
에 문의하십시오.

커피가 컵에 너무 빨리 흘
러들어갑니다.

커피를 너무 굵게 분쇄하였습니다.
 그라인더를 고운 그라인더 설정으로 설정하십시오
(« 그라인더 설정 » 참조).

커피가 컵에 조금씩만 흘
러들어갑니다.

커피를 너무 곱게 분쇄하였습니다.
 그라인더를 굵은 그라인더 설정으로 설정하십시오
(« 그라인더 설정 » 참조).

커피나 에스프레소의 크레 그라인더 설정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그라인더를 가는 설정이나 굵은 설정으로 설정하십
않습니다.
시오.
사용하는 커피 종류에 대한 브루잉 온도가 너무 높습
니다.
 낮은 브루잉 온도를 설정하십시오.
원두가 더이상 신선하지 않습니다.
 원두통에 신선한 원두를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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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맛이 약합니다. 찌 그라인더에 들어가는 원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
꺼기통에 있는 커피가루가 은 양의 원두가 브루잉됩니다.
질퍽하고 거칩니다.
다크 로스트를 사용하셨습니까?
다크 로스트 커피원두는 특히 기름기가 많습니다. 이
기름이 원두통 내부에 쌓여 원두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크기의 원두나 크기가 제각기 다른 원두 종류
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원두가 박혀 있거나 막혀서 “원두 브릿지”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진하고 더 기름이 많은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 원
두통을 더 자주 세척하십시오.
 매우 큰 크기의 원두나 크기가 제각기 다른 원두 종
류를 사용하는 경우 원두통을 연 뒤 살짝 흔들어 주
십시오.
 필요한 경우 다른 종류의 원두를 사용하십시오.
양쪽 추출구에서 커피가
고르게 추출되지 않습니
다. 우유를 데울 때 튈 수
있습니다.

중앙 추출구의 커피 찌꺼기가 추출을 막고 있습니다.
 중앙 추출구를 분리해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를 제외
하고 모든 부품을 식기세척기로 세척합니다.
세척 과정은 주 1회 수행해야 합니다.

우유거품이 균일하지 않습 우유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좋은 우유거품은 차가운
니다.
우유(10 °C 미만)로만 만들어집니다.
 우유통에서 우유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우유관이 막혔거나 우유 밸브가 오염되었습니다.
 “우유 밸브 세척”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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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음료가 중앙 추출구
에서 천천히 떨어지거나
흐릅니다.

커피머신을 너무 강도 높게 사용해 혼합기가 막혔습니
다. 또는 혼합기를 정기적으로 분리해 손으로 세척하
지 않았습니다.
 혼합기 세척제 카트리지가 장착된 경우 자동 세척(기
기 설정 | 자동 세척)(을)를 꺼보십시오.
 1 개의 세척 태블릿으로 혼합기 기름때 제거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세척 및 관리 – 혼합기 기
름때 제거 및 내부 세척” 참조).

 혼합기의 필터를 꼼꼼히 세척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
니다.
 필요한 경우 음료를 만들기 전에 자동 세척(을)를 켭
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유관 세척 및 혼합기 기름때 제거 유지관
리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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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밸브 세척
우유 준비 중에 다음 문제가 발생하는 경
우 우유 밸브가 막혔을 수 있습니다: 우
유 거품이 아닌 뜨거운 우유만 추출되거
나 우유가 튀거나 분사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유 밸브 커버를 다음과 같이 분리합
니다: 커퍼의 상단 우측 부분에 커버를
돌릴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 우유통 안의 우유가 차갑습니까
(< 10 °C)?
– 중앙 추출구와 우유통 뚜껑이 꼼꼼히
세척되었습니까?
– 중앙 추출구가 올바르게 장착되었습니
까?
– 우유관과 추출 장치가 안전하게 연결
되어 있습니까?
우유 추출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
우, 우유 밸브 세척에 설명된 단계에 따
르십시오.
우유 밸브 커버는 손으로만 세척해야
합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좌측 편에 있는 원두통과 유지관리 용
기를 분리합니다.
 중앙 추출구에서 스테인리스 커버를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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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유관을 중앙 추출구의 추출 장치
및 우유 밸브 홀더( 및 )에서 분리
합니다.
 우유 밸브를 중앙 추출구에 연결하는
우유관을 분리합니다.
 원형 호스에서 각진 금속 관을 분리합
니다. 흐르는 물에 호스를 꼼꼼히 헹굽
니다.
연결하는 부품을 호스에서 분리하지 마
십시오.

문제 해결 안내
 우유 밸브 홀더 좌측과 우측의 고정 장
치를 누르고 홀더를 앞쪽으로 당겨 분
리합니다.

 홀더와 실리콘 씰을 분리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볼트를 위로 당겨 꺼
냅니다.
 우유 밸브의 개별 부품을 식기세척기
에서 세척합니다.
팁: 전면에 우유 잔여물이 있는 경우 스
테인리스 스틸 볼트를 식기세척기에 넣
기 전에 약간의 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담궈놓습니다.
우유 밸브 장착
 스테인리스 스틸 볼트를 위에서 삽입
합니다.

 실리콘 씰을 우유 밸브 홀더에 삽입합
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홀더와 실리콘
씰을 제위치에 삽입합니다.

 각진 금속관과 긴 우유관을 함께 연결
합니다. 먼저 금속관 상단을 중앙 추출
구에 장착합니다. 검은색 연결 부품은
아래를 향해야 합니다.
 그다음 금속관의 하단 끝을 추출 장치
에 연결합니다.
 우유관을 좌측 및 우측의 우유 밸브에
삽입합니다.
 우유관이 하우징에 잘 장착되어 있고
커버를 쉽게 장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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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필요한 경우 우유관을 우측 연결 부
품에 반대로 돌려넣습니다.

 우유 밸브 커버를 다음과 같이 장착합
니다: 알맞게 장착될 때까지 상단 우측
모서리에 핀을 삽입하고 커버를 반대
로 돌립니다.
 좌측 원두통과 유지관리 용기를 커피
머신에 다시 밀어 넣습니다. 중앙 추출
구의 스테인리스 스틸 커버를 장착합
니다.
 커피머신 도어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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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서비스 / 보증: 한국
A/S 서비스

보증

사용자가 직접 교정할 수 없는 오류가 있
거나 장치에 보증이 적용될 경우 다음으
로 문의해주십시오.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2년간 보증됩니다.
보증 사용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
증서를 참조하시거나 밀레 서비스 센터
로 문의하십시오.

– Miele 대리점
또는
– Miele 서비스 센터
Miele 연락처는 본 책자 끝에 있습니다.
주의. 본 안내서에 설명된 바에 따라 해
결할 수 있었던 문제의 경우, 서비스 출
장시 출장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밀레에 문의하실 때는 커피머신의 모델
과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데이터 플레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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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연결
커피머신을 연결하기 전에 데이터 플레
이트에서 연결 데이터(전압 및 주파수)가
전원 공급장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커피머신의 손상 위험을 방지하려면 이
데이터와 일치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
은 경우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커피머신 내부에 위치한 데이터 플레이
트에 전압과 주파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가정용 주전원 공급장치와 일치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커피머신 손상 위
험을 예방하려면 이 데이터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퓨즈 정격에 따라야
합니다.
커피머신에는 주전원 공급 연결용 케이
블과 플러그가 제공됩니다.
소켓은 가능한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설치 후에 소켓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모든 극(pole)에 추가로 분리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합한 분리 방
법으로는 모든 극에 연결부 틈새가 최소
3 mm인 스위치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회로 차단기, 퓨즈 또는 콘택터
(EN 60335)가 포함됩니다.
커피머신을 전력에 연결되지 않은 인버
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장치는
태양광 시스템과 같이 자체적인 전원 공
급을 위해 사용됩니다. 전력 서지는 안전
절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커피머신은 “에너지 절약 플러그”로 알
려진 장치와 함께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
로 인하여 커피머신에 공급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 과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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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치수
키 큰 장에 설치
최소 설치 높이인 850 mm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수치는 mm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커피머신은 다른 밀레 빌트인 가전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사이에
전체 너비의 선반이 있어야 합니다. 커피머신을 다른 적합한 빌트인 플레이트/푸드
워밍 드로어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 제품 사이에 선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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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연결
모든 수치는 mm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 전원 케이블
b 이 지역에 전기 연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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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 설치
 잘못된 작동으로 인한 부상 위험.
설치되지 않은 머신은 안전하지 않으
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경우 커피머신을 작동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작동으로 인한 손상 위험.
주변 온도 범위를 지키지 않는 경우 커
피머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커피머신은 +16 °C~+38 °C의 주변 온
도 범위 내에서만 작동해야 합니다.
최소 설치 높이인 850 mm를 준수해
야 합니다.
좌측 원두통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120° 의 도어 열림 각도를 지켜야 합
니다.

팁: 커피머신을 놓을 설치공간의 높이에
공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연결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전기 공인 연결
“전기 연결”에 있는 안내에 따르십시
오.
 커피머신을 전원 공급장치에 연결하십
시오.
커피머신 배치 및 정렬
머신을 설치 공간에 배치할 때 전기 연
결부가 걸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커피머신을 설
치공간으로 밀어 넣습니다.
 커피머신의 높이를 확인하여 설치 공
간 중앙에 배치되었고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머신을 정
렬하십시오.
절대 도어 경첩을 조절해 커피머신을
정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유
통이 올바르게 장착되지 못해 우유 준
비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머신을 가구장에 나사로 고정
하십시오.
 커피머신 도어를 엽니다.

좌측 원두통을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도
어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벽(또는 유사한
것)과 커피머신 사이에 최소 299 mm의
간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최소 도어
열림 각도는 120°).
커피머신을 설치하려면 TX 20 스크루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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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에는 두 개의 TX20 (25 mm) 나
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나사를 사용하여 커피머신을
가구장의 측벽에 고정합니다. 손으로
두 개의 나사를 조입니다.

도어 열림 제한 장치 분리
더욱 큰 도어 열림 각도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커피머신 도어가 주위
벽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팁: 왼쪽 나사를 더욱 손쉽게 장착하려면
도어 열림 제한 장치를 제거하고 도어 열
림 각도를 약 170° 도로 늘릴 수 있습니
다(“도어 열림 제한 장치” 참조).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커피머신 도어가 주위 벽
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커피머신에 대한 기능 점검을 실시하
십시오.

도어 열림 제한 장치
커피머신의 도어 경첩에는 약 120° 로 도
어 열림 각도를 제한하는 도어 열림 제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커피머
신의 도어 열림 시 주변의 벽과 부딪혀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도어 열림 제한 장치는 분리하여 개방 각
도를 약 170°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두통 등을 더욱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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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루드라이버 등을 활용해서 경첩에
서 도어 열림 제한 장치를 분리하십시
오.
커피머신 도어 열림 각도가 이제 약 170°
로 증가되었습니다.

저작권 및 라이선스
밀레는 자체 소프트웨어와 제3자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하며, 이때 소프트웨어
에는 제품 작동 및 조절을 위해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
프트웨어의 구성요소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밀레와 제3자의 저작권을 반드
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배포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원에 포함된 오픈 소스 구성요소에 관한 정보는 해당 저작권
고지, 해당 시점에서 유효한 라이선스 약관 사본과 세부 정보, 해당 제품의 설정 | 법률
정보 |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참조하십시오. 본원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오픈 소스 라이
선스 약관의 책임 및 보증 조항은 각 권리를 보유한 당사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특히 제품에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 또는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1에 의거 저작권 보
유자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레는 각 제
품의 구매 또는 배송일로부터 최소 3년간 귀하 또는 제3자에게 데이터 저장매체(CDROM, DVD, USB 등)를 통해 제품에 포함된 기계 판독형 오픈 소스 구성요소 소스 코
드 사본 및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2 또는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
전 2.1 약관에 의거한 라이선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해당 소스 코드를 받으시려면 제
품 이름, 일련 번호, 구매일을 기재하여 이메일(info@miele.com) 또는 아래 주소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iele & Cie. KG
Open Source
GTZ/TIM
Carl-Miele-Straße 29
33332 Gütersloh
다음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 및 GNU 약소 일반 공
중 라이선스(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버전 2.1 약관에 의거 저작권 보유자에
대한 제한 보증에 유의하십시오.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f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nd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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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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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