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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 마시는 커피의 향 즐기기
오래 지속되는 성능을 위한 100% 세라믹 그라인더

세라믹 그라인더는 원두를 즉석에서 신선하게 분쇄합니다. 분쇄 시 열을 발생시키지 않

아 원두의 향미를 그대로 보존하여 최고의 풍미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딱 맞는 다양한 커피

간편하게 즐기는 1가지 음료

원하는 농도 조절 및 5단계 그라인더 설정

더블 컵 기능으로 동시에 두 컵 양 추출

개인 사용자 프로필 조정 및 보관

신선하게 즐기는 커피

최고의 커피 20,000잔 분량까지 사용 가능한 견고한 세라믹 그라인더

사용하는 원두에 관계 없이 언제나 완벽한 커피 농도를 제공합니다.

Thermoblock으로 유지되는 최적의 커피 온도

매일 간편하게 즐기는 커피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완전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컴팩트한 사이즈, 전면에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주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세척 및 석회질 제거 기능으로 편리하게 맛있는 커피를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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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1가지 음료

신선한 커피 원두로 즐기는 에스프레소 또는 커피

100% 세라믹 그라인더

당사의 그라인더는 100% 세라믹으로, 매우 튼튼하

고 정밀합니다. 덕분에 최소 20,000잔의 신선하고

향기로운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만의 커피 만들기

원하는 농도 조절 및 5단계 그라인더 설정

더블 컵

더블 컵 기능을 사용하여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누

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구스토 뻬르페토

구스토 뻬르페토는 자가 학습 기술로 커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두를 항상 추적합니다. 원두가 바뀐

것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추출 챔버의 커피와 물 양

을 조절하여 언제나 일정한 커피 맛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Thermoblock

Thermoblock 덕분에 완벽한 온도의 뜨거운 커피

와 카푸치노를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비결

은 빠른 속도로 달궈지는 가벼운 알루미늄과 스테

인리스 스틸 재질의 본체에 숨어 있습니다.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추출 그룹은 모든 전자동 커피 머신의 핵심으로, 정

기적인 세척이 필요합니다. 추출 그룹은 분리가 가

능하므로 수돗물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전면에서 모든 기능 사용 가능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작은 공

간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주방의 공간 차지를 걱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면에서 물과 찌꺼기 용기

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며 커

피를 간편하게 만들어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사용자 프로필

개인 취향에 딱 맞는 커피 농도를 저장하세요. 버튼

을 한 번만 눌러 완벽한 나만의 취향에 맞는 에스프

레소, 커피 및 다른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동 세척 및 석회질 제거

이 에스프레소 머신은 작동을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 커피 추출관을 물로 자동 세척하여 매번 신선하

고 맛 좋은 커피를 선사합니다. 정기적인 석회질 제

거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 머

신은 석회질 제거가 필요할 때 화면에 메시지를 표

시하고 제거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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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기술 사양

코드 길이: <100 cm

진동수: 60 Hz

전압: 220 V

찌꺼기 용기 용량: 8 개

물 탱크 용량: 1 개 L

커피 원두 용량: 180 g

색상 및 마감: 블랙

호환성:: BRITA Intenza

최대 컵 높이: 95 mm

제품 규격: 295 x 325 x 420 mm

찌꺼기 용기: 전면 액세스

중량: 7 kg

물 탱크: 전면 액세스

개인 맞춤 설정

아로마 강도 설정: 아니요

커피와 물의 혼합 비율: 조절식

분쇄 굵기 설정: 5

추출 전 아로마 조절: 아니요

사용자 프로필: 1 개

다른 기능

구스토 뻬르페토: 가능*

전원 스위치 버튼: 가능*

고속 히팅 시스템: 가능*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가능*

자동 세척 및 석회질 제거: 가능*

다양성

음료: 에스프레소

분말 커피 옵션: 아니요

더블 컵: 가능*

우유 더블 컵: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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