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
신

3100 series

 
7가지 종류의 커피를 추출

자동 우유 거품기

블랙

5단계로 조절 가능한 그라인더

 

HD8832/05

원하는 방식대로 만드는 원터치 커피
직관적 디스플레이 사용

100% 세라믹 그라인더 덕분에 신선한 원두에서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직관적 디스플레이를 통해 강도와 온도, 소요 시간을 손쉽게 선택하고 자동 우유

거품기로 뜨거운 우유 거품도 한번에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잘 어울리는 다양한 커피

원터치로 신선한 원두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

자동 우유 거품기를 이용해 원터치로 만드는 부드러운 우유 거품

신선하게 즐기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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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에 따라 분쇄 굵기 설정 가능

커피 농도를 선택해서 추출하는 맞춤형 커피

편리한 사용

직관적인 디스플레이로 더욱 간편해진 머신 작동법

컵에 따라 조절 가능한 커피 추출구

손쉬운 세척 및 유지관리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완전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자동 세척 과정 및 석회질 제거 프로그램

번거로움 없는 즐거움: 컴팩트한 디자인에 담긴 큰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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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원터치로 원두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기만 하면 신선하게 그

라인딩된 원두에서 한 번에 한 잔 또는 두 잔의 에

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우유 거품기

매끄러운 카푸치노도 이제 자동 우유 거품기로 쉽

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들이 "카푸치노토

레"라고도 부르는 이 우유 거품기는 우유팩이나 병

에서 우유를 직접 가져와 자동으로 거품을 낸 후 밖

으로 튀는 일 없이 컵에 우유를 일정한 흐름으로 따

라 냅니다.

100% 세라믹 그라인더

당사의 그라인더는 100% 세라믹으로, 매우 튼튼하

고 정밀합니다. 덕분에 최소 20,000잔의 신선하고

향기로운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절 가능한 분쇄 굵기 설정

5단계로 원두 분쇄 굵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취

향에 따라 원두를 곱게 분쇄하여 진하게 추출하는

단계에서부터 굵게 분쇄하여 연한 커피를 즐기는

단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커피 만들기

온도와 양, 농도를 선택하여 언제나 취향에 꼭 맞는

완벽한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 기능으

로 커피 양을 저장하여 매번 추출할 때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 터치만으로 좋아하는 컵에 최고

의 커피를 담아 즐겨보세요.

직관적인 디스플레이

이 직관적인 디스플레이에는 관련 정보가 모두 표

시되므로 머신과 손쉽게 상호작용하며 최상의 성

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의 버튼을 이용

하여 간편하게 원터치로 음료를 선택해 보세요.

조절식 커피 추출구

즐겨 사용하는 유리잔이나 컵의 크기에 상관 없이

커피 추출구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잔에 향

기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따뜻한 커피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커피 추출구는 15cm 높이의 라떼 마

끼아또 글래스에 바로 추출할 수 있는 높이까지 올

릴 수 있습니다.

큰 용량, 컴팩트한 디자인

컴팩트한 디자인이지만 대용량의 원두, 물, 찌꺼기

컨테이너로 리필의 번거로움 없이 더 오랫동안 간

편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한 전자동 머신

은 최대의 편리함과 최신 성능은 물론, 대용량의 물

탱크(1.8l)와 원두 컨테이너(250 g), 그리고 15잔까

지 추출할 수 있는 찌꺼기 컨테이너를 제공합니다.

완전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추출 그룹은 모든 전자동 커피 머신의 핵심으로서

매주 한 번씩 세척해야 합니다. 추출 그룹은 측면에

서 접근할 수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며 한 번만 누르

면 쉽게 분리되므로 편리하게 물로 헹궈서 세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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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디자인

색상: 블랙

마감

보일러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INOX)

물받이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본체 재질: 플라스틱

주입구 재질: 금속 및 플라스틱

물 탱크 재질: 플라스틱

원산지

원산지: 루마니아

일반 사양

커피 농도 설정: 5

사용 가능한 제품: 통원두 커피

동시 추출 가능한 잔 수: 2

음료마다 다른 설정: 커피 농도 조절 가능, 조절 가

능한 커피 추출량, 온도 조절 기능

쉬운 세척 및 유지관리: 자동 석회질 제거 과정, 자

동 헹굼 과정, 분리형 커피 추출 그룹

쉬운 사용 및 편리함: 디스플레이, 분리형 물받이,

분리형 물 탱크

분쇄 굵기 설정: 5

원터치 메뉴 수: 3

특수 기능: 자동 우유 거품기, 세라믹 그라인더, 뜨

거운 물 옵션, 추출 전 처리

온도 설정 가능: 3

보일러 종류: 스테인리스 스틸 보일러

디스플레이 유형: LCD

커피 음료: 에스프레소

서비스

2년 무상 보증

지속 가능성

ECO 설정

에너지 절약 추출: 1850 W

기술 사양

추출 시간(1잔): 45(에스프레소) ~ 100(롱커피) 초

원두 컨테이너 용량: 250 gr

찌꺼기 용기 용량: 15 개

물 탱크 용량: 1.8 L

코드 길이: 0.8 m

진동 횟수: 60 Hz

최대 컵 높이: 152 mm

펌프 압력: 15 바

전압: 230 V

보일러: 1

크기 및 무게

제품 규격(WxDxH): 215 x 429 x 330 mm

중량: 7.2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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