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ROPRESS®으로 뜨거운 커피 및 차가운 커피 내리기

플런저를 눌러서
체임버에서 꺼냅니다.

필터를 필터 캡에
넣어 둡니다.

필터 캡을 비틀어
체임버에 끼웁니다.

단단한 머그잔에 체임버를
세워 두고 둥글게 듬뿍 담은
1 숟갈의 고운 드립 그라인드
커피를 체임버에 담습니다.

흔들어 커피를
평평하게 합니다.

10
에스프레소 스타일:
있는 그대로 마십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물을 첨가하여
237 ml 머그잔을 채웁니다.

라떼:

체임버에 물을 2 까지
첨가하고, 뜨거운 커피
내리려면 80°C 물을
첨가하거나 차가운
커피 내리려면
수돗물을 첨가합니다.

뜨거운 커피 내리려면
약 10초 동안 휘젓고
차가운 커피 내리려면
약 1분 동안
휘젓습니다.

플런저를 끼우고, 플런저가
커피 분말에 닿을 때까지,
살며시 누르고, 저항을
느낄 때 멈춥니다.

필터 캡을 떼어내고,
플런저를 눌러서 사용한
커피를 배출하고 밀봉부를
씻습니다.

6. 체임버에 물을 1 까지
채웁니다.
10. 우유를 머그잔에 첨가하여
237 ml의 라떼를 만듭니다.

차가운 커피:
수돗물 또는 얼음물을
첨가하여 237 ml 머그잔에
차가운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내리기에 관한 유용한 조언, 보증 정보 및 안전 주의사항을 보려면 이면을 참조하십시오.
www.aeropress.com 에서 교체용 부품을 주문하십시오.

커피 내리기에 관한 유용한 조언
청소: 항상 커피를 내린 후 즉시 사용한 커피를 배출하고 AeroPress를 밀봉부가
죽 끝까지 눌려진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밀봉부는 압착을 받지
않고 더 오랜 수명이 유지됩니다.
워터 드립: 누르기 전에 소량의 액체가 똑똑 떨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많은
양의 액체가 너무 이르게 흘러내리는 경우, 커피 분말을 흔들어 평평하게 한
다음 물을 천천히 붓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량이
너무 이르게 흘러내리는 경우, 더 고운 커피 분말을 사용하십시오.
누르기 어려울 경우: 더 살며시 누르고, 공기 압력 “누름”이 반발하는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십시오. 그런 다음 압력이 느슨해지면 즉시 누르기를
계속합니다. 세게 누르면, 커피를 압착해서 흐름이 막힙니다. 더 오래 걸립니까?
살며시 누를 경우에도 너무 오래 걸리면, 약간 더 거친 그라인드를
사용하십시오.

다양한 종류의 그라인드: 곱게 간 드립 또는 에스프레소 그라인드를
사용하십시오. 에스프레소 그라인드는 숟갈을 여러 번 사용해야 하므로
누르는데 더 오래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약간 더 진한 맛을 냅니다.
대접하기: 손님이 오기 전에 에스프레소 스타일 커피를 여러 번 누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등의 주문에 따라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세척: 식기세척기의 제일 위쪽 선반에 놓고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체임버는 누를 때마다 깨끗하게 닦입니다. 밀봉부만 브러시로 닦거나
흐르는 물에 씻으십시오. 체임버가 줄곧 끈적거리면, 식초로 세척하십시오.
저희는 밀봉부를 플런저 끝에서 가끔 떼어 내어 따뜻한 물과 식기세척용 세제로
안쪽과 바깥쪽을 잘 세척하기를 권장합니다.

물 온도: 커피맛 감정단은 뜨거운 커피 내리기의 경우 80°C 물로 내린 커피를
압도적으로 선호했습니다. 1분 동안 휘젓는 경우 실온의 수도물로도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최대 3인분까지 커피를 내리는 방법

안전 주의사항

에스프레소 또는 라떼를 만들려면, 80°C 물을 라떼를 만들려면, 한 숟갈을 눌러 내린 커피에
숟갈의 번호와 동일한 번호의 체임버에
우유를 첨가하여 1인분 총량을 237 ml까지
채우고 10초 동안 휘젓습니다.
되게 합니다. 차가운 라떼를 즐기거나 그
라떼를 전자 레인지로 데웁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만들려면, 80°C 물을

주의하십시오. 뜨거운 액체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손으로 플런저를 수직으로 누르는 동안 머그잔과 AeroPress 체임버를 한
손으로 단단히 잡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말하십시오.
체임버의 밀봉부가 느슨한 경우에는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이
밀봉부 주위로 튀어나와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밀봉부가
마모되었습니다. aeropress.com을 방문하여 교체용 밀봉부를 주문하십시오.
절대로 깨지기 쉬운 컵이나 좁은 컵 안으로 누르지 마십시오. 단단한 머그잔을
사용하십시오.

에스프레소 농축액을 내립니다.
각 1인분을 만들려면 둥근 한 숟갈의 고운
드립 그라인드 커피를 AeroPress에 넣습니다.

숟갈의 번호와 동일한 번호의 체임버에
첨가하고 10초 동안 휘젓습니다.
수돗물로 차가운 커피를 내릴 수 있습니다.
숟갈의 번호보다 하나가 더 높은 번호의
채임버에 채우고 1분 동안 휘젓습니다.
차갑게 내린 커피는 유난히 부드럽고, 진한
맛을 냅니다.
살며시 누릅니다.

커피 농축액을 사용합니다.
커피 농축액을 에스프레소로서 곧바로
마십니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만들려면, 한 숟갈을 눌러
내린 커피에 물을 첨가하여 1인분 총량을
8온스(237 ml)까지 되게 합니다.
차가운 커피를 내리려면, 한 숟갈을 눌러 내린
커피에 물 또는 얼음물을 첨가하여 1인분
총량을 237 ml까지 되게 합니다.
커피 농축액을 다양한 청량 음료에도 첨가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깨져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커피 내리는 방법: 스티핑을 하는 동안 AeroPress를 뒤집어서 커피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커피 제조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워서 사용자가 뜨거운 액체에
데일 수 있습니다.

보증: AeroPress 커피 제조기는 공인 소매점으로부터 구매한 날부터 1년 동안
재질 및 작업기량의 하자에 대해 보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부품
플런저

체임버

필터 캡

종이 필터

숟갈

교반기

깔때기

이 설명서는 WWW.AEROPRESS.COM에서 10개 언어*
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터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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