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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ER SAFETY
When using electrical appliances, basic safety
precautions should always be followed, including
the following:
1. Read all instructions. Misuse of appliance may result
in personal injury.
2. To protect against risk of electrical shock, do not
put Blender in water or other liquid.
3. This appliance shall not be used by children.
4.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use by persons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unless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in a safe
way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and if the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5. Unplug from outlet when not in use, before putting
on or taking off parts, and before cleaning.
6. Avoid contact with moving parts.
7. Do not operate the Blender with a damaged cord or
plug or after appliance malfunctions, or is dropped
or damaged in any manner. Return appliance to the
nearest Authorized Service Center for examination,
repair or electrical or mechanical adjustment.
8. Do not use outdoors.
9. Do not let cord hang over edge of table or counter.
Keep the appliance and its cord out of reach of children.
10. Keep hands and utensils out of container while blending
to reduce the risk of severe injury to persons or damage
to the Blender. A scraper may be used but must be
used only when the Blender is not running.
11. Blade is sharp. Care should be taken when handling
the sharp cutting blades, emptying the pitcher and
during cleaning.
12. The use of attachments not recommended by
KitchenAid may cause a risk of injury to persons.
13. Always operate Blender with cover securely in place
and be sure to use only the Hot Foods function when
blending hot foods.

English

IMPORTANT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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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ER SAFETY

P
C

14. Be careful if hot liquid is poured into the appliance
as it can be ejected out of the appliance due to
a sudden steaming.
15. Flashing light indicates ready to operate - avoid
any contact with blades or moveable parts

SAVE THESE INSTRUCTIONS

This product is designed for household use only.
Electrical requirements
Wattage: 550 Watts
Voltage: 220-240 Volts
Frequency: 50/60 Hz
NOTE: If the plug does not fit in the outlet,
contact a qualified electrician. Do not modify
the plug in any way. Do not use an adapter.
Do not use an extension cord. If the power
supply cord is too short, have a qualified
electrician or serviceman install an outlet
near the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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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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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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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touch
control pad

Speed selection
buttons

Die-cast
met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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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ING THE BLENDER

O

Preparing the Blender for use
Before First Use
Before using your Blender for the first time,
wipe Blender base with a warm damp cloth,
then wipe clean with a damp cloth. Dry with
a soft cloth. Wash pitcher, lid, and ingredient
cup in warm, sudsy water (see “Care and
Cleaning” section). Rinse parts and wipe dry.

Tab

Slot

1

Align the pitcher tabs with the slots on
the base. The pitcher handle may be on
the right or left side of the blender base.

2

Rotate pitcher clockwise, approximately
1/8 turn until pitcher clicks into place.

3

Adjust the length of the Blender power
cord.

4

Securely attach lid to pitcher, making
sure the handle on the lid aligns with the
handle on the pitcher, as shown.

5

Before removing the pitcher from the
base, always press POWER ( ) to stop
the flashing lights and unplug the power
cord.

NOTE: When properly positioned, pitcher
will rest completely on Blender base. If not,
repeat steps 1 and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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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THE BLENDER
Using the Blender
While the Blender Power indicator light or
the PULSE ( ) mode indicator light is on:
- Do not interfere with blade movement.
- Do not remove pitcher lid.
Before operating the Blender, make sure
the pitcher is properly locked onto the
Blender base.

1

Before using the Blender, plug into a
grounded outlet, and press POWER
( ). The Power indicator light will
flash when ready.

English

Before Use

The Blender has four speeds: CHOP (

),
MIX ( ), PUREE ( ), and LIQUEFY (
It also features 3 special functions: HOT
FOODS ( ) CRUSH ICE ( ) and
PULSE ( ) mode.

2

).

Put ingredients in pitcher and firmly
secure lid around the entire opening
of the pitcher.

NOTE: The Blender will operate only
when pressing the POWER ( ) button
(Power LED will flash) before selecting
the desired speed.

3

Press POWER ( ). The Power
indicator light will flash when ready.
Then press desired speed button for
continuous operation at that speed.
The white indicator light by the selected
speed will stay lit. You may change
settings without stopping by pressing
a new speed butt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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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THE BLENDER

4

When finished, press POWER ( )
to stop the Blender, then press POWER
( ) a second time to turn off. Unplug
Blender before removing the pitcher.

6

Then lift the lid from the side to remove
completely from the pitcher.

O

5

To remove the lid, first use the loop
on the back of the lid to lift the lid and
break the seal.

Using the Hot Foods function
IMPORTANT: If blending hot foods or liquids – such as soups or sauces – be sure that
the lid is securely in place and use only the HOT FOODS ( ) function.

1

Before operating the Blender, make sure
the pitcher is properly positioned on
the base.

2

Put ingredients into the pitcher, and
securely attach lid to pitcher, making
sure the handle on the lid aligns with
the handle on the pitcher, as show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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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OPERATING THE BLENDER

3

Press POWER ( ), then press
the HOT FOODS ( ) button. The
indicator light above the Hot Foods
button will light up. The Hot Foods
feature starts at a low speed and slowly
ramps up to higher speeds over 90
seconds to avoid splashing of hot liquids.

4

When the Hot Foods function is
finished, the Blender will stop. Press the
POWER ( ) button to turn off. Unplug
Blender before removing the pitcher.

Using the Crush Ice function
Your Blender offers a CRUSH ICE ( ) function. When selected, the Blender will automatically
pulse for 30 seconds at staggered intervals at the optimal speed for crushing ice or other ingredients.

1

Before operating the Blender, make sure
the pitcher is properly positioned on
the base.

2

Put ingredients into the pitcher and
firmly place lid. Use up to 1/2 tray
of cubed ice.

3

Press POWER ( ), then press CRUSH
ICE ( ). The CRUSH ICE function is
a timed function.

4

When the timed function is finished, the
Blender will stop. Press POWER ( )
to turn off. Unplug Blender before
removing the pitcher.

TIP: Process up to 1/2 standard ice cube tray or 6 to 7 standard ice cubes at a time. Occasional
stirring with a spatula will be helpful only when Blender is off. The CRUSH ICE ( ) feature has
been optimized to crush and chop ice without adding any liquid ingredient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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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Pulse function
Your Blender offers a PULSE (

1

) function, which allows a “Pulse-at-any-speed” feature.

Before operating the Blender, make sure
the pitcher is properly positioned on
the base.

2

Put ingredients into the pitcher and
firmly place lid.

NOTE: PULSE ( )mode will not work with the
HOT FOODS ( ) or CRUSH ICE ( ) modes.

3

Press POWER ( ), then press
PULSE ( ). The indicator lights above
the Pulse button and all four speeds will
blink to indicate that all four speeds are
in the PULSE ( ) mode.

5

When finished, press POWER ( )
to turn off. Unplug Blender before
removing the pitcher.

4

Press and hold a speed button for
the desired length of time. Both the
speed button and PULSE ( ) mode
indicators will stay lit when pulsing.
Blending will stop when Pulse button
is released and the Pulse indicator
will resume blinking. To pulse again at
another speed, just press and hold the
desired speed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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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THE BLENDER

• The Blender pitcher ingredient cup can
be used to measure and add ingredients.
Remove cup and add ingredients at
CHOP ( ) or MIX ( ) speeds.
When operating at higher speeds with
a full pitcher or with hot contents, stop
the Blender and then add ingredients.
IMPORTANT: If blending hot foods or
liquids, be sure that the lid is securely in
place and use only the HOT FOODS ( )
function.

• The Soft Start blending feature
automatically starts the Blender at a
lower speed to draw ingredients into
the blades, then quickly increases to the
selected speed for optimal performance.
The Soft Start blending feature only
works when a speed is selected and
does not work with the PULSE ( )
mode or CRUSH ICE ( ) features.

English

Using the Blender pitcher ingredient cup and Soft Start
blending feature

Speed control guide
Speed

Item
Soup

HOT FOODS

Hot sauces (gravy,
white sauce)
Hot Drinks
Chopped fruits
Chopped vegetables

Meat salad for
sandwich filling

CHOP
Gravy

Pancake batter
Waffle batter

Salad dressing
Oatmeal

Savory crumb
topping
Sweet crumb topping
Smooth ricotta or
cottage cheese

Pureed fruit/Baby food
Pureed meat/Baby
food meat

PUREE

Pureed vegetables/
Baby food vegetables
Blended ice drink
Frozen yogurtbased drink

LIQUIFY

Dips
Cold fruit or vegetable
sauce

Fruit juice from
frozen concentrate
MIX

Pesto

Fruit-based drink (thin)

Fluffy gelatin for
pie/desserts

Grated hard cheese

Cheesecake
Mousse

Ice milk-based drink
Sherbet-based drink
Crushed Ice

Finely chopped
fresh vegetables

CRUSH ICE
Chopped fruits
PULSE

Finely chopped
fresh fruits

Chopped vegetables

Meat salad for
sandwich filling

Frozen chopped fruit
(defrost slightly until it
can be probed with a
knife tip)
Savory crumb topping
Sweet crumb t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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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GREAT RESULTS

T

Quick tips
• If you’re making beverages using ice,
start with CRUSH ICE ( ), then finish
with LIQUIFY ( ) in order to produce
a smoother texture.
• Ice directly from the freezer will crush
better than partially melted ice for snow.
• Smaller ice cubes can be chopped or
crushed faster than large ones.
• For many ingredient mixtures, start
the blending process at CHOP ( ) to
thoroughly combine the ingredients. Then
increase to a higher speed, as desired.

• If desired, remove center ingredient cup
of pitcher lid to add liquids or ice cubes
while the Blender is operating at
CHOP ( ) or MIX ( ) speeds.
• Stop the Blender before using utensils
in the pitcher. Use a rubber spatula to mix
ingredients only when the Blender is off.
Never use any utensil, including spatulas,
in the pitcher while the motor is running.

How to...
Dissolve flavored gelatin: Pour boiling
water into the pitcher; add gelatin. Blend
on HOT FOODS ( ) until gelatin is
dissolved, about 10 to 30 seconds. Add
other ingredients.
Make cookie, cracker, or bread crumbs:
Break cookies, crackers, or bread into pieces
about 4 cm in diameter. Place in pitcher. In
PULSE ( ) mode, cover and pulse a few
times, about 3 seconds each time, until
reaching desired consistency.
Make finer crumbs for pie and dessert
crusts: Break cookies, crackers, or bread
into pieces about 4 cm in diameter and place
in the pitcher. In PULSE ( ) mode, cover
and pulse a few times until reaching desired
consistency, about 20 to 30 seconds.
Chop fruits and vegetables: Put 2 cups
(475 mL) of fruit or vegetable chunks in
pitcher. In PULSE ( ) mode, cover and blend
at LIQUIFY( ) pulsing a few times, about
2 to 3 seconds each time, until reaching
desired consistency.
Puree fruits: Place 2 cups (475 mL)
canned or cooked fruit in pitcher. Add 2
to 4 tablespoons (30 to 60 mL) fruit juice
or water per cup (240 mL) of fruit. Cover
and blend at PUREE ( ) about 5 to
10 seconds.

Puree vegetables: Place 2 cups (475 mL)
canned or cooked vegetables in pitcher. Add
2 to 4 tablespoons (30 to 60 ml) broth,
water, or milk per cup (240 mL) of
vegetables. Cover and blend at PUREE ( )
about 10 to 20 seconds.
Puree meats: Place cooked, cubed, tender
meat in pitcher. Add 3 to 4 tablespoons
(45 to 60 mL) broth, water, or milk per
cup (240 mL) of meat. Cover and blend on
CHOP ( ) 10 seconds. Stop the Blender
and scrape sides of pitcher. Cover and blend
on PUREE ( ) 10 to 20 seconds longer.
Take lumps out of gravy: If sauce or
gravy becomes lumpy, place in the pitcher.
Cover and blend at MIX ( ) until smooth,
about 5 to 10 seconds.
Combine flour and liquid for thickening:
Place flour and liquid in pitcher. Cover and
blend at MIX ( ) until smooth, about 5 to
10 seconds.
Prepare white sauce: Place milk, flour, and
salt, if desired, in pitcher. Cover, and blend
at MIX ( ) until well-mixed, about 5 to
10 seconds. Pour into saucepan and cook
as usual.
Make smoothies: Place liquids and frozen
ingredients in pitcher first, then add other
ingredients on top. Cover and blend on
CRUSH ICE ( ) for 10 to 15 seconds,
then LIQUIFY ( ) for 10 to 15 seconds,
as desire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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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 pancake or waffle batter from
mix: Place mix and other ingredients in
pitcher. Cover and blend at MIX ( ) until
well-mixed, 10 to 20 seconds. Stop the
Blender and scrape sides of the pitcher
as needed.

Grate cheese: Cut very cold cheese into
1.5 cm cubes. Place up to 1/2 cup (120 mL)
cheese in the pitcher. Cover, and blend at
LIQUIFY ( ) about 5 to 10 seconds.
For hard cheeses, such as Parmesan, bring
to room temperature then blend at LIQUIFY
( ) for 10 to 15 seconds.

English

TIPS FOR GREAT RESULTS

CARE AND CLEANING
Cleaning the Blender
The Blender pitcher can be easily cleaned while still attached to the base, or individually.
• Clean the Blender thoroughly after every use.
• Do not immerse the Blender base or cord in water.
• Do not use abrasive cleansers or scouring pads.

1

To clean the Blender base, control
band, cord, lid, and ingredient cup:
Unplug the Blender before cleaning.
Wipe with a warm, damp cloth; wipe
clean with a damp cloth, and dry with
a soft cloth.

2

To clean the pitcher while attached
to the base: With the pitcher off of
the base, fill half full with warm (not
hot) water, and add 1 or 2 drops of
dishwashing liquid. Put the lid on the
pitcher and attach the pitcher to the
base, press the MIX ( )speed
setting, and run the Blender for 5 to
10 seconds. Remove the pitcher and
rinse with warm water.

IMPORTANT: Hand wash the lid and
ingredient cup for best results.

3

To clean pitcher individually: Wash
pitcher in dishwasher flipped upside
down. Or handwash with soapy water,
rinse, and wipe dr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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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IMPORTANT: The Blender will not operate at any speed unless the POWER (
is pressed first.

) button

Blender does not operate when a setting is selected

No indicator lights are lit.

All indicator lights are flashing at the
same time.

One indicator light is flashing alternately.

Check to see if the Blender is plugged
into a grounded outlet. If it is, press
POWER ( ); then unplug the Blender.
Plug it back in to the same outlet, and
Press POWER ( ). If the Blender still
does not work, check the fuse or circuit
breaker on the electrical circuit the
Blender is connected to and make sure
the circuit is closed.
If Blender is plugged in, but nothing
happens when POWER ( ) is pressed,
and all indicator lights are flashing, the
motor rotor may be locked. Press
POWER ( ); then unplug the Blender.
Plug it back in; then press POWER ( )
and select the desired speed.
If the Blender is plugged in, but will not
start and one light is flashing alternately
from all the other indicator lights, the
Blender may have a stuck key. Press
POWER ( ) to turn off the Blender;
then unplug the Blender. Plug the Blender
back in and press POWER ( ) to turn
back on to reset the stuck key.

Blender stops while blending

All indicator lights are flashing
at the same time.

All indicator lights are flashing alternately.

The Blender may be overloaded. If the
Blender becomes overloaded when
blending heavy ingredients, it will
automatically shut off to avoid damage
to the motor. Press POWER ( ) to
reset the Blender and unplug the power
cord. Remove the pitcher assembly from
the base and divide contents into smaller
batches. Adding liquid to the pitcher may
also reduce the load on the Blender.
The Blender may be jammed. If it is
jammed, the Blender will stop running to
avoid damage to the motor. Press POWER
( ) to reset the Blender and unplug the
power cord. Remove the pitcher assembly
from the base and, with a scraper, free
the blades by breaking-up or removing the
contents at the bottom of the pitcher.

If the problem cannot be fixed with the steps provided in this section, contact an authorized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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搅拌机安全指南
您和他人的安全都很重要。
本手册和机器上重要安全信息均已明示。敬请阅读并遵守各项安全事项。
此乃安全警示标志。
此标志乃警示您有导致您和他人伤亡的潜在风险。
 有安全注意事项后均标清了安全警示标志和标有“危险”
所
或“警告”字样。这些字的意思是:

危险

若不立即遵守说明书的操作规则，
您可能会丧命或严重伤残。

警告

若不遵守说明书的操作规则，
您会丧命或严重伤残。

一切安全信息均提醒您注意潜在危险，告诉您如何降低免受意外伤害之风险,
以及不遵守说明的后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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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 + SHIFT 点击更改复制
搅拌机安全指南

搅
C

重要安全措施
使用电器时，应始终遵守基本的安全预防措施，包括
以下各项：
1. 请阅读所有说明。家电使用不当可能会导致人身伤害。
2. 为避免触电，请勿将搅拌机置入水中或其他液体中。
3. 儿童不得使用本产品。
4. 本产品不适用于下列人士（包括儿童）使用：身体官能
或心智能力减损的人士，或缺乏相关经验和知识的人
士，除非有对他们安全负责并了解所涉及风险的人士在
一旁进行监督或指导，并以安全的方法使用本产品。
5. 机器未使用时，组装部件或卸除部件以及清洁之前，
将插头从插座上拔出。
6. 避免接触转动部件。
7. 不要用损坏的电线或插头，或在搅拌机发生故障后操
作搅拌机，否则会以任何方式造成性能下降或受损。
将电器送回最近的授权服务中心进行检查、维修或进
行电器与机械设备的调整。
8. 不要在户外使用。
9. 不要让电源线悬挂在桌子或柜台边缘。应将产品及其电
线放在儿童接触不到的地方。
10. 保持手和用具在搅拌时远离容器以避免给人造成严
重伤害或是损坏搅拌机。仅当搅拌机不运行时，
刮刀才可使用。
11. 本产品刀刃非常锋利。 在处理锋利的切削刀刃时、排
空搅拌杯时、以及清洗时应特别小心。
12. 若使用非 KitchenAid 推荐的附件可能会导致人
员受伤。
13. 始终在将搅拌机盖安全拧到位后方可进行操作，
并确保只使用“热的食物”功能搅拌热的食物。
14. 在将热的液体倒入相关家电时，要特别小心，因为突然
的蒸汽可能会使其从家电中喷射出来。
15. 闪光灯表示准备就绪 - 避免接触任何刀片或可转
动部件。

请保存这些说明
本产品仅为家用而设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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搅拌机安全指南
CMD + SHIFT 点击更改复制
电气要求

警告

瓦特:550 瓦
电压:220-240 伏
频率:50/60 赫兹

电击危险
将搅拌机插入接地插座。
请勿卸下接地插脚。

请勿使用延长电线。如果所提供的电源
线太短，请让合格电工或维修人员安装附
加插座。

汉语

注意:如果插头与插座不匹配，请联系合
格的电工。不得以任何方式更改插头。
请勿使用适配器。

请勿使用适配器。
请勿使用延长电线。
如果不遵守这些说明，会导致
死亡、火灾或电击。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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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
部件和功能
+ SHIFT 点击更改复制

组
C

带有原料
量杯的盖

不含双酚
搅拌杯

不锈
钢刀片

超净触摸
控制面板

速度选择
按钮

压铸
金属底座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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组装搅拌机
CMD + SHIFT 点击更改复制
准备使用搅拌机
第一次使用前
首次使用搅拌器之前，用热湿布擦拭搅
拌机底座，然后用湿布擦干净。再用
柔软的布擦干。用温热的起泡水清洗
搅拌杯、盖子和原料量杯(见“维护和
清洁”部分)。冲洗并擦干。

标签

1

将搅拌杯上的标签与底座上的卡槽
对齐。搅拌杯的手柄可能在底座的右
边或左边。

2

顺时针旋转搅拌杯，大约转1/8，
直至搅拌杯正好卡入到位。

3

调整搅拌机电源线的长度。

4

安全地盖上搅拌杯，确保盖子上的手
柄对齐搅拌杯上的手柄，如图所示。

5

将搅拌杯从底座移除之前，必须先

汉语

卡槽

按下“电源” ( ) 让灯停止闪烁，
再拔下电源线。

注意:正确放置后，搅拌杯将完全安置
在搅拌机的底座上。否则，请重复步骤
1 和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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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
操作搅拌机
+ SHIFT 点击更改复制

操
C

使用搅拌机
使用前
当搅拌机电源指示灯或是“瞬间”模式指
示灯开启时：
- 请勿干扰刀片的转动。
- 请勿移除搅拌杯盖。
在操作搅拌机之前，确保搅拌杯正确地锁
定在底座上。
搅拌机有四种速度:“切碎”( ),
“搅拌”( ),“捣泥”( ), 和
“打汁”( )。它还具有三种特殊功能:
“热的食物”( )“碎冰”( ) 和
“瞬间”( ) 模式。

1

在使用搅拌机之前，插入接地插座然
后按下“电源”开关 ( )。当准备
就绪时电源指示灯将闪烁。

2

将原料放在搅拌杯中，确保盖子全部
环绕住搅拌杯。

注意:搅拌机只有在按下电源 ( )
按钮(电源 LED 灯会闪烁)然后选择
所需的速度之后才会运转。

3

按下“电源”( )。当准备就绪时
电源指示灯将闪烁。然后按下需要的
速度按钮，以该速度继续操作。所选
速度的白色指示灯将常亮。你可以在
不停止的状态下按新的速度按钮来
更改设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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操作搅拌机
CMD + SHIFT 点击更改复制

结束后按下“电源”( ) 以停止
搅拌机，然后再次按下“电源”
( ) 来关闭电源。在移除搅拌杯
之前需拔下电源。

6

然后从一边提起盖子将其完全取下。

5

要取下盖子，首先使用盖子后面的环
孔提起盖子来打开密封。

汉语

4

使用“热的食物”功能
重要：如果是搅拌热的食物或液体 - 例如汤或酱汁 - 需确保盖子锁定到位并且只
使用“热的食物”( )功能。

1

在操作搅拌机之前，确保搅拌杯正确
地放置在底座上。

2

将原料放入搅拌杯，安全地盖上搅
拌杯，确保盖子上的手柄对齐
搅拌杯上的手柄，如图所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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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
操作搅拌机
+ SHIFT 点击更改复制

3

按下“电源”(

)，然后按下
“热的食物”( ) 按钮。“热的

操
C

4

食物”按钮上方的指示灯将点亮。
“热的食物”功能将以一个较低的
速度开始搅拌，然后在 90 秒后慢
慢提升到更高的速度，从而避免
溅洒出热的液体。

当“热的食物”功能结束时，搅拌
机将停止。按下“电源”( ) 按钮
将其关闭。在移除搅拌杯之前需拔
下电源。

使用“碎冰”功能
您的搅拌机提供了一个“碎冰”( ) 功能。选中后，搅拌机将自动地以 30 秒钟间隔跳
动的方式以最优的速度压碎冰块或其他原料。

1

在操作搅拌机之前，确保搅拌杯正
确地放置在底座上。

2

将原料放入搅拌杯中，紧实的盖上盖
子。最多使用 1/2 冰块盒中的的冰块。

3

按下“电源”(  )，然后按下
“碎冰”( )。“碎冰”功能
可以定时。

4

当定时功能结束时，搅拌机将停止
工作。按下“电源”( ) 来关闭。
在移除搅拌杯之前需拔下电源。

窍门:一次最多处理标准冰块盒的 1/2 或者是 6 - 7 个标准冰块。偶尔使用抹刀能帮助
搅拌，但仅在搅拌机关闭时使用。“碎冰”( ) 功能优化为可在不添加任何液体原料
的前提下粉碎和剁碎冰块。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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操作搅拌机
CMD + SHIFT 点击更改复制
使用“瞬间”功能

1

) 功能，即“以任何速度跳动搅拌”的功能。

在操作搅拌机之前，确保搅拌杯正确
地放置在底座上。

2

将原料放入搅拌杯中，紧实的盖上
盖子。

4

根据所需的时间按下按钮并按住不
动。搅拌时此速度按钮和“瞬间”
( )模式指标灯均保持常亮。
当释放“瞬间”按钮时将停止搅拌，
且“瞬间”指示灯将恢复闪烁。
需再次以另一速度进行瞬间搅拌，
只需按下并按住所需的速度按钮。

汉语

您的搅拌机带有“瞬间”(

注意:“瞬间”模式不会与“热的食物”
(  ) 或是“碎冰”( ) 模式一起工作。

3

按下“电源”( ), 然后按下
“瞬间”( )。“瞬间”按钮上方
的指示灯和所有四种速度的指示灯
将闪烁,表明所有四种速度均处于
“瞬间”( ) 模式。

5

结束时按下“电源”( ) 来关闭。
在移除搅拌杯之前需拔下电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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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
操作搅拌机
+ SHIFT 点击更改复制

最
C

使用搅拌机的搅拌杯、原料量杯和搅拌“缓启动”搅拌功能
• 搅拌杯的原料量杯可以用来测量和添加
原料。移除量杯并在“切碎”( ) 或
“搅拌”( ) 速度下添加原料。当以更
快的速度且搅拌杯已装满或是搅拌热的
材料时，需停止搅拌再添加原料。
重要：如果是搅拌热的食物或液体，
需确保盖子锁定到位并且只使用
“热的食物”( ) 功能。

• “缓启动”搅拌功能将自动以较慢的
速度启动搅拌机,从而将原料拉至刀片
处，之后再迅速加速至选定的速度，
以获得最佳效果。“缓启动”搅拌功能
仅在选定速度后才能使用，且不能与
“瞬间”模式 ( )或是“碎冰”( )
功能同时使用。

速度控制指南
速度

材料
汤汁

热的食物

热酱汁 (肉汤、
白汁沙司)
热饮
切碎的水果

剁碎

切碎的蔬菜

香蒜沙司

风味面包屑

蘸料

甜味面包屑

冷的水果或蔬菜酱
冷冻浓缩果汁

搅拌

作为三文治馅料的
肉沙拉

肉汁

沙拉酱
燕麦粥

煎饼面糊
华夫饼面糊

柔滑的意大利乳清
干酪或卡特基乳酪

果泥/婴儿食品
肉泥/婴儿肉类食品

捣泥

蔬菜泥/婴儿蔬菜
食品
混合冰饮料
冷冻的酸奶制的
饮料

打汁

水果制的饮料(稀薄)

用于制作馅饼/果冻
的松软明胶

已磨碎的硬奶酪

芝士蛋糕
慕斯

冰牛奶制的饮料
冰糕制的饮料
碎冰

剁得很碎的新鲜蔬菜

碎冰
切碎的水果
瞬间

剁得很碎的新鲜水果

切碎的蔬菜

作为三文治馅料的
肉沙拉

冷冻的切碎的水果
(稍微解冻，直至可
以用刀尖切动)
风味面包屑
甜味面包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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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佳效果的窍门
CMD + SHIFT 点击更改复制
快速窍门
• 若有需要，拿开搅拌杯中心的原料
量杯，当搅拌机以“剁碎”( )或
“搅拌”( )模式运转时添加液体
或冰块。
• 在使用搅拌杯中的用具之前需停止搅
拌机。只有当搅拌机停止时方可使用塑
料抹刀来混合原料。切勿在电机仍在
运转时使用任何用具，包括抹刀。

汉语

• 如果你要用冰制作饮料，先使用
“碎冰”( ), 然后用“打汁”
( ) 从而制成顺滑的口感。
• 直接从冰箱里取出的冰会比部分
融化的冰更好粉碎。
• 小冰块比大冰块更好切碎或粉碎。
• 对于多种成分的混合原料,使用
“剁碎”进行加工 ( ) 以完全混
合原料。然后根据所需提高到更
快的速度。

如何...
溶解调味明胶：把开水倒入搅拌杯，添加
明胶。使用“热的食物”模式( )直至明
胶被溶解，大约需 10 至 30 秒钟。添加其
他原料。
制作曲奇、饼干、或面包屑: 将曲奇、
饼干、或面包掰碎至直径约 4 厘米的小
块。放置搅拌杯中。用“瞬间”( )
模式，跳动搅拌几次，每次约 3 秒钟，
直至达到所需的稠度。
为馅饼和甜点面包皮制作细小的面包屑：
将曲奇、饼干、或面包掰碎至直径约 4 厘
米的小块并放置搅拌杯中。用“瞬间”
( ) 模式，跳动搅拌几次，直至变成
所需的稠度，大约 20 至 30 秒钟。
剁碎水果和蔬菜：将 2 杯(475 毫升)的块
状水果或蔬菜放入搅拌杯中。用“瞬间”
( ) 模式，并使用“打汁”( )的速度
跳动搅拌几次，每次约 2 至 3 秒钟，直至
达到所需的稠度。
果泥: 将 2 杯(475 毫升)的罐装或煮过
的水果放入搅拌杯中。每杯(240 毫升)
水果添加 2 - 4 汤匙(30 到 60 毫升)的果
汁或水。盖住并使用“捣泥”模式 ( )
大约 5 至10 秒钟。

蔬菜泥: 将 2 杯(475 毫升)的罐装或煮过的
蔬菜放入搅拌杯中。每杯(240 毫升)蔬菜
添加 2 - 4 汤匙(30 到 60 毫升)的汤、水或
牛奶。盖住并使用“捣泥”模式 ( ) 大
约 10 至 20 秒钟。
肉泥: 将煮熟的块状嫩肉放入搅拌杯中。
每杯(240 毫升)肉添加 3 - 4 汤匙
(45 到 60 毫升)的汤、水或牛奶。盖住
并使用“剁碎”模式 ( ) 大约 10 秒钟。
停止搅拌，刮一下搅拌杯的边缘。盖住
并使用“捣泥”模式 ( ) 搅拌大约
10 至 20 秒钟。
去掉肉汁中的结块: 如果酱汁或肉汁结
块，将其放入搅拌杯中。盖住并使用
“搅拌”模式 ( ) 直至顺滑，大约 5
至10 秒钟。
混合面粉和液体以增稠: 把面粉和液体放
入搅拌杯中。盖住并使用“搅拌”模式
( ) 直至顺滑，大约 5 至 10 秒钟。
准备白汁沙司: 把牛奶、面粉和盐(若有
需要)放入搅拌杯中。盖住并使用“搅拌”
模式 ( ) 直至均匀混合，大约 5 至 10 秒
钟。像往常一样倒入平底锅烹饪。  
制作冰沙: 首先将液体和冷冻成分放入
搅拌杯中，然后在上面添加其他原料。
盖住并使用“碎冰”模式 ( ) 搅拌
约 10 至15 秒钟，然后根据需要，使用
“打汁”模式 ( ) 约 10 至 15 秒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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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
最佳效果的窍门
+ SHIFT 点击更改复制
准备搅拌煎饼或华夫饼面糊: 将混合
物和其他原料放入搅拌杯中。盖住并
使用“搅拌”模式 ( ) 直至均匀混合，
大约 10 至20 秒钟。停止搅拌，根据
需要刮一下搅拌杯的边缘。

故
C
磨碎奶酪: 将冷奶酪切成 1.5 厘米的立方
块。最多放 1/2 杯(120 毫升)的奶酪在搅
拌杯中。盖住并使用“打汁”模式 ( )
大约 5 至 10 秒钟。对于较硬的奶酪，如
帕尔马干酪，加热至室温再使用“打汁”
模式 ( ) 搅拌大约 10 至 15 秒钟。

维护和清洁
清洁搅拌机
搅拌杯容易清洗，可置于底座上清洗也可单独清洗。
• 每次使用后需彻底清洁搅拌机。
• 请勿将搅拌机底座或电线浸泡在水中。
• 请勿使用磨蚀性清洁剂或清洁布。

1

清洁搅拌机底座、控制面板、电线、
杯盖和原料量杯: 在清洁搅拌机之前
需拔下电源。用热湿布擦拭；然后用
湿布擦干净，再用柔软的布擦干。

2

在搅拌杯放置在底座上时进行清洁：
当搅拌杯放置在底座上时，用温水
(不太热)装满半杯，并添加 1 到 2 滴
洗洁精。把杯盖盖上，然后连接搅拌
杯和底座，按下“搅拌”( ) 速度
设置，然后运转约 5 至 10 秒钟。移除
搅拌杯，再用温水洗净。

重要：最好是手洗杯盖和原料量杯。

3

单独清洗搅拌杯: 在洗碗机中颠倒放
置搅拌杯。或用肥皂水进行手洗，
漂净再擦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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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障排除
CMD + SHIFT 点击更改复制
重要：需首先按下“电源”开关，(

) 否则任一速度模式均无法使用搅拌机。

搅拌机在选择好设置时不运转
检查搅拌机是否插入接地插座。如果
是，按下“电源”( ); 然后拔掉搅
拌机插座。重新插回插座，并按下
“电源”( )。如果搅拌机仍不工作，
检查电路上的家用电阻丝或断路器，
确保搅拌机已经连接到电源上，确保
电路闭合。
若搅拌机已经接通电源，但在按下
“电源”( ) 后却没有任何反应，且所
有指示灯都在闪烁，则可能电机转头被
锁住了。按下“电源”( )；然后拔掉
搅拌机插座。重新插回插座；再按下
“电源”( ) 并选择所需的速度。

汉语

指示灯不亮。

所有指示灯同时闪烁。
若搅拌机已经接通电源，但不开始工
作，且有一个指示灯交替闪烁，则搅
拌机可能有一个按键卡住了。按下
“电源”( ) 以关闭搅拌机，然后
拔掉搅拌机插座。重新插回插座；
再按下“电源”( ) 进行重启以重
置卡住的按键。
一个指示灯交替闪烁。  

搅拌机在搅拌过程中停止工作
搅拌机可能超负荷了。在搅拌较重的原
料时，如果搅拌器超负荷了，它将自动
关闭以免损坏电机。按下“电源”( )
以重置搅拌机并拔掉搅拌机电源线。
将搅拌杯组件从底座上移除，并将原
料拆分为更小的批次。在搅拌杯中
添加液体也可减少搅拌机的负荷。
所有指示灯同时闪烁。  
搅拌机可能堵住了。若堵塞住，搅拌
器将停止运转以免损坏电机。按下
“电源”( ) 以重置搅拌机并拔掉
搅拌机电源线。将搅拌杯组件从底座
上移除，并使用刮刀将搅拌杯底部的
东西弄碎或是挪掉，以清空刀片。
所有指示灯交替闪烁。
如果按本节中提供的步骤不能确定故障所在，请联系授权服务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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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 사용설명서
복사본을
변경하려면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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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 안전 사항
사용자는 물론 타인의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용 설명서와 기계의 라벨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안전 관련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모든 안전 문구를 반드시 읽고 준수하십시오.
안전 주의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사용자는 물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표시합니다.
 든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안전 경고 기호와 “위험” 또는 “경고”
모
라는 용어로 구성됩니다. 용어의 의미:

위험

 지침을 즉시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이
잃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잃거나
이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안전 문구는 잠재적 위험이 무엇인지, 상해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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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
안전
사항
복사본을
변경하려면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중요한 보호 조치
1. 모든 지침을 읽어 주십시오. 장비를 오용하게 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블렌더를 물이나 다른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3. 어린이가 본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본 장치는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역량이 부족하거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어린이 포함)이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독이나 지침을 받지 않고,
관련 위험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5. 사용하지 않을 때, 부품을 끼우거나 빼기 전에, 그리고
세척을 하기 전에 전기 콘센트에서 코드를 빼십시오.
6. 움직이는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7. 블렌더의 전선이나 코드가 파손되었거나 블렌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는 블렌더가 떨어지거나
파손된 경우 블렌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처의
정식 서비스 센터에 블렌더를 가져가 검사, 수리, 전기
또는 기계적인 보수를 받으십시오.
8. 실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9. 코드가 테이블이나 코너의 가장자리에 걸리게 두지
마십시오. 장치나 코드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10. 인체의 심각한 부상 또는 블렌더의 파손 위험을
방지하려면 혼합하는 동안 사용자의 손은 물론
조리기구를 블렌더 용기 주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크래퍼를 사용할 수 있지만 블렌더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1. 칼날이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커팅 칼날을 다룰 때,
용기를 비울 때,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12. KitchenAid 에서 권장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어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 기본 안전 예방 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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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
복사본을
안전
변경하려면
사항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부
복

13. 블렌더의 뚜껑은 항상 적절히 닫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가열된 재료를 혼합하는 경우 뜨거운 재료 기능만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14. 표시등이 깜박거린다는 것은 작동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날이나 움직이는 부품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15. 在将热的液体倒入相关家电时，要特别小心，因为突然的蒸汽
可能会使其从家电中喷射出来。

이 설명서를 저장하십시오
본 제품은 가정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기 관련 요구 사항

경고

와트: 550 와트
전압: 220-240 볼트
주파수: 50/60 Hz

주의: 콘센트에 코드가 잘 맞지 않으면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도 코드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 감전 위험
접지된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십시오.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가
너무 짧으면 공인 전기 기사나 서비스 기사를
불러 블렌더 근처에 콘센트를 설치하십시오.

접지 단자를 빼지 마십시오.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망,
화재, 또는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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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복사본을
및 기능
변경하려면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재료 컵이
달린 뚜껑

BPA 무함유
용기

한국어

스테인리스
스틸 칼날

속도 선택
버튼
클린 터치
제어 패드

다이캐스트
금속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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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
복사본을
조립
변경하려면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블
복

블렌더 사용 준비
처음 사용할 때
블렌더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블렌더
바닥을 따뜻하게 적신 천으로 닦은 후 젖은
천으로 닦으십시오.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용기, 뚜껑 및 재료 컵을
부드럽고 따뜻한 거품물에서 헹구십시오
(“처리 및 세척” 부분 참조) 부품을 헹군
후 물기를 닦아내십시오.

탭

슬롯

1

용기 탭과 베이스의 슬롯을 정확하게
맞추십시오. 용기 손잡이는 블렌더
베이스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습니다.

2

용기를 시계 방향으로 약 1/8 정도 돌려
용기가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3

블렌더 전선의 길이를 조절하십시오.

4

용기의 뚜껑을 꽉 닫되 보이는 바와
같이 뚜껑의 손잡이를 용기의 손잡이에
맞추십시오.

5

베이스에서 용기를 빼기 전에 항상 전원
( ) 을 눌러 불이 깜박이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코드를 뽑으십시오.

주의: 적절하게 장착되면 용기가 블렌더
베이스에 완전하게 꽂힌 상태가 됩니다.
적절하게 장착되지 않았다면 1 단계와 2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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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
복사본을
작동
변경하려면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블렌더 사용
사용 전
블렌더의 전원 표시등이나 펄스 모드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 칼날 작동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 용기 뚜껑을 빼지 마십시오.
블렌더를 작동하기 전에 용기가 블렌더
베이스에 적절하게 놓이고 잠겨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한국어

블렌더의 속도는 다지기 ( ), 혼합( ),
퓌레 (
), 액화 ( )와 같이 4 가지로
분류됩니다. 뜨거운 재료 ( ) 쇄빙 ( )
및 펄스 (
) 모드와 같이 3 가지의
특수한 기능도 있습니다.

1

블렌더를 사용하기 전에 접지 콘센트에
코드를 꽂은 후 전원( ) 버튼을
누르십시오. 준비되면 전원 표시등이
켜집니다.

2

용기에 재료를 넣고 뚜껑이 용기 전체를
덮어 꽉 닫히도록 하십시오.

주의: 원하는 속도를 선택하기 전에는 전원
( ) 버튼 (전원 LED 가 깜박임) 을 누를
때만 블렌더가 작동합니다.

3

전원 ( ) 을 누르십시오. 준비되면 전원
표시등이 켜집니다. 표시등이 켜지면
원하는 속도를 눌러 계속 그 속도에서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선택한 속도에
해당하는 백색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새로운 속도 버튼을 누르면
멈추지 않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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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
복사본을
작동
변경하려면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4

완료된 후 전원 ( ) 을 눌러 블렌더
작동을 중지한 후 전원 ( ) 을 다시
한 번 눌러 전원을 끄십시오. 용기를
분리하기 전에 블렌더의 코드를
뽑으십시오.

6

그 뒤에 한쪽에서 뚜껑을 들어 올려
용기에서 뚜껑을 완전히 빼십시오.

5

블
복

뚜껑을 빼려면 뚜껑 뒤쪽의 고리를
사용해 뚜껑을 들어 올린 뒤
개봉하십시오.

뜨거운 재료 기능 사용
중요 정보: 뜨거운 재료나 액체 (수프나 소스류) 를 혼합하는 경우 뚜껑을 확실히 닫은
후 뜨거운 재료 (

1

) 기능만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블렌더를 작동하기 전에 용기가
베이스에 적절하게 놓였는지
확인하십시오.

2

재료를 용기에 넣고 용기의 뚜껑을
꽉 닫되 보이는 바와 같이 뚜껑의
손잡이를 용기의 손잡이에 맞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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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
복사본을
작동
변경하려면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3

전원 ( ) 을 누른 후 뜨거운 재료 ( )
버튼을 누르십시오. 뜨거운 재료 위에
있는 표시등이 켜지게 됩니다. 뜨거운
재료 기능은 낮은 속도에서 시작한
뒤 90 초에 걸쳐 속도를 차츰 높이면서
뜨거운 액체가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

4

뜨거운 재료 기능을 마치면 블렌더가
중지합니다. 전원( ) 버튼을 눌러
전원을 종료하십시오. 용기를 분리하기
전에 블렌더의 코드를 뽑으십시오.

쇄빙 기능 사용

한국어

본 블렌더에는 ( ) 쇄빙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선택한 경우 블렌더는 적절한 속도와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30 초간 펄스 모드으로 전환되어 얼음이나 다른 재료를 분쇄합니다.

1

블렌더를 작동하기 전에 용기가 베이스에
적절하게 놓였는지 확인하십시오.

2

용기에 재료를 넣은 후 뚜껑을
꽉 닫으십시오. 얼음틀에 있는 얼음은
최대 1/2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원( )을 누른 후 쇄빙 버튼( )
을 누르십시오. 쇄빙 기능은 타이머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4

정해진 시간 동안 작동 후 블렌더가
중지합니다. 전원( )을 눌러 전원을
종료하십시오. 용기를 분리하기 전에
블렌더의 코드를 뽑으십시오.

팁: 기본 크기의 얼음틀에 있는 얼음을 약 1/2 정도 넣거나 한 번에 얼음 6 ~ 7 개 정도를
분쇄하십시오. 블렌더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주걱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저어주면 잘
갈립니다. 쇄빙 ( ) 기능은 액체를 추가하지 않고 얼음을 분쇄하고 가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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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
복사본을
작동
변경하려면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블
복

펄스 모드 사용
본 블렌더는 모든 속도에서 펄스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펄스 (

1

블렌더를 작동하기 전에 용기가 베이스에
적절하게 놓였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능을 제공합니다.

2

용기에 재료를 넣은 후 뚜껑을
꽉 닫으십시오.

4

원하는 기간 동안 속도 버튼을 계속
)
누르십시오. 속도 버튼과 펄스 (
모드 표시등은 펄스가 작동하는 동안
계속 켜져 있습니다. 펄스 버튼을
해제하면 블렌더의 작동이 중지하며
펄스 표시등은 다시 깜박이게 됩니다.
다른 속도에서 펄스를 작동하려면
원하는 속도 버튼을 계속 누르십시오.

주의: 펄스 모드는 뜨거운 재료 ( ) 또는
쇄빙 (

) 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전원 ( ) 을 누른 후 펄스 (
)를
누르십시오. 펄스 버튼 위에 있는
표시등과 4 가지 속도 버튼이 모두
깜박이면서 4 가지 속도가 모두
펄스 (
) 모드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5

종료한 이후 전원 ( ) 을 눌러 전원을
종료하십시오. 용기를 분리하기 전에
블렌더의 코드를 뽑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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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더
복사본을
작동
변경하려면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블렌더 용기 재료 컵과 소프트 스타트 혼합 기능 사용
• 블렌더 용기 재료 컵은 재료를 측정하고

• 소프트 스타트 혼합 기능을 누르면

추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컵을
꺼낸 후 다지기 ( ) 또는 혼합 ( )속도에
두고 재료를 넣으십시오. 용기에 재료를
가득 채우거나 뜨거운 재료를 고속에서
작동할 때 블렌더를 중지하고 재료를
추가하십시오.

저속에서 블렌더가 자동 작동하여 재료를
칼날 쪽으로 모은 뒤 선택한 속도로 속도를
높여 최적의 성과를 발휘합니다. 소프트
스타트 혼합 기능은 속도를 선택한 후에만
작동하며 펄스( ) 모드 또는 쇄빙 ( )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요 정보: 뜨거운 재료나 액체를 혼합하는
경우 뚜껑을 확실히 닫은 후 뜨거운 재료
( ) 기능만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속도 조절 안내
속도

종류
스프

뜨거운 재료

핫소스 (그레이비,
화이트 소스)

다진 채소

샌드위치 속에
사용하는 미트
샐러드

딥스
차가운 과일 또는
채소 소스

다지기
냉동 식품으로
만든 과일 주스
혼합

페스토

그레이비

팬케이크 반죽
와플 반죽

세이보리 빵가루
토핑
달콤한 빵가루
토핑

한국어

뜨거운 음료
다진 과일

부드러운 리코타
또는 코티지 치즈

샐러드 드레싱
오트밀

과일 퓌레/이유식
고기 퓌레/고기
이유식

퓌레

채소 퓌레/채소
이유식
쇄빙 음료
냉동 요거트류 음료
과일류 음료 (묽음)

액화

차가운 우유류 음료

파이/디저트용
플러피 젤라틴

갈린 경질 치즈

치즈케이크
무스

샤베트류 음료
부순 얼음

잘게 다진 신선 채소

쇄빙
다진 과일
펄스

잘게 다진 신선 과일

다진 채소

샌드위치 속에
사용하는 미트
샐러드

다진 냉동 과일
(칼 끝으로 눌러질
정도로 약간 해동)
세이보리 빵가루
토핑
달콤한 빵가루 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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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복사본을
결과를
변경하려면
위한 팁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좋
복

빠르게 참조할 수 있는 팁
• 얼음을 사용해 음료를 만드는 경우,
음료의 질감을 부드럽게 하려면 쇄빙 ( )
으로 시작한 후 ( ) 액화 기능을 눌러
종료하십시오.
• 냉동실에서 바로 얼음을 꺼내 사용하면
약간 해동된 얼음보다 하얀 얼음 가루
(스노우) 를 만들기 좋습니다.
• 얼음 조각이 작으면 큰 조각보다 빠르게
다지거나 분쇄할 수 있습니다.
• 재료가 여러 가지라면 다지기( ) 에서
혼합 과정을 시작하여 재료를 확실하게
혼합하십시오. 그 뒤 속도를 원하는 만큼
높이십시오.

• 원하는 경우, 용기 뚜껑의 중간에 있는
재료 컵을 꺼낸 뒤 블렌더( ) 가 다지기
또는 혼합 ( ) 속도에 있을 때 액체나
얼음을 추가하십시오.

• 용기에서 조리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블렌더를 중지하십시오. 고무 주걱을
사용해 블렌더가 꺼질 때까지 재료를
혼합하십시오. 주걱과 같은 조리도구는
모터가 작동하는 동안 용기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 방법
향미 젤라틴 용해: 용기에 끓는 물을 부은
후 젤라틴을 넣으십시오. 뜨거운 재료 ( )
기능에서 젤라틴이 잘 용해될 때까지
약 10 ~ 30 초간 혼합하십시오. 다른
재료도 추가하십시오.
쿠키, 크래커 또는 빵가루 만들기: 쿠키,
크래커 또는 빵을 4 cm 크기로 자르십시오.
용기에 넣으십시오. 펄스 ( ) 모드에서
뚜껑을 닫은 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펄스 버튼을 약 3 초간 몇 차례 누르십시오.
파이나 디저트 크러스트용 고운 가루 만들기:
쿠키, 크래커 또는 빵을 4 cm 크기로 자른
후 용기에 넣으십시오. 펄스 ( ) 모드에서
뚜껑을 닫은 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펄스를 약 20 ~ 30 초간 누르십시오.
과일 및 채소 다지기: 과일 또는 채소 2 컵
(475 ml) 을 용기에 넣으십시오. 펄스( )
모드에서 뚜껑을 닫은 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액화 ( ) 펄스에서 약 2~3 초간 몇
차례 혼합하십시오.
과일 퓌레: 캔 또는 익힌 과일 2 컵 (475 mL)
을 용기에 넣으십시오. 과일 한 컵 (240 mL)
당 2 ~ 4 테이블스푼 (30 ~ 60 mL) 의 과일
주스나 물을 넣으십시오. 뚜껑을 덮은 뒤
퓌레 ( ) 기능에서 약 5 ~ 10 초간
작동하십시오.
채소 퓌레: 캔 또는 익힌 채소 2 컵 (475 ml) 을
용기에 넣으십시오. 채소 한 컵 (240 mL) 당
2 ~ 4 테이블스푼 (30 ~ 60 mL) 의 육수,
물 또는 우유를 넣으십시오. 뚜껑을 덮은
뒤 퓌레 ( ) 기능에서 약 10 ~ 20 초간
작동하십시오.

고기 퓌레: 익혀 깍둑썰기를 한 부드러운
고기를 용기에 넣으십시오. 고기 한 컵
(240 mL) 당 3 ~ 4 테이블스푼 (45 ~ 60 mL)
의 육수, 물 또는 우유를 넣으십시오. 뚜껑을
덮은 뒤 다지기 ( ) 기능에서 약 10 초간
작동하십시오. 블렌더의 작동을 중지한 후
용기의 옆면을 긁어 내용물을 꺼내십시오.
뚜껑을 덮은 뒤 퓌레( ) 기능에서 약
10 ~ 20 초간 작동하십시오.
그레이비의 덩어리 풀기: 소스나 그레이비가
뭉쳐 있는 경우 용기에 넣으십시오. 뚜껑을
덮은 뒤 혼합 ( ) 기능에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5 ~ 10 초간 작동하십시오.
걸죽한 밀가루 반죽 만들기: 밀가루와 액체를
용기에 넣으십시오. 뚜껑을 덮은 뒤 혼합
( ) 기능에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5 ~ 10 초간 작동하십시오.
화이트소스 준비: 원하는 경우 용기에 우유,
밀가루, 소금을 넣으십시오. 뚜껑을 덮은
뒤 혼합 ( ) 기능에서 잘 혼합될 때까지
약 5 ~ 10 초간 작동하십시오. 냄비에 부은
뒤 평상시대로 조리하십시오.
스무디 만들기: 액체와 냉동 재료를 용기에
먼저 넣은 뒤 다른 재료를 위에 올리십시오.
뚜껑을 덮은 뒤 쇄빙 ( ) 기능에서 약
10 ~ 15 초간 혼합한 뒤 원하는 만큼 약
10 ~ 15 초간 액화 ( ) 기능을 작동하십시오.
혼합물로 팬케이크 또는 와플 반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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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좋은
복사본을
결과를
변경하려면
위한 팁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혼합물과 기타 재료를 용기에 넣으십시오.
뚜껑을 덮은 뒤 혼합( ) 기능에서 잘 혼합될
때까지 약 10 ~ 20 초간 작동하십시오.
블렌더의 작동을 중지한 후 필요한 만큼
용기의 옆면을 긁어 내용물을 꺼내십시오.
치즈 갈기: 차가운 치즈를 1.5 cm 크기로

깍둑썰기를 하십시오. 용기에 치즈를
약 반 컵 (120 mL) 정도 넣으십시오. 뚜껑을
덮은 뒤 액화 ( ) 기능에서 약 5 ~ 10 초간
작동하십시오. 파르메산과 같은 경질 치즈의
경우 실온에 꺼내놓은 뒤 액화( ) 기능에서
약 10 ~ 15 초간 혼합하십시오.

관리 및 세척
블렌더 세척

한국어

블렌더 용기는 베이스에 부착되어 있어도 쉽게 세척할 수 있고 별도로 세척도 가능합니다.
• 사용 이후 매번 블렌더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 블렌더 베이스나 코드는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거친 세제 또는 수세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

블렌더 베이스, 조절 밴드 코드, 뚜껑
및 재료 컵 세척: 세척 전에 블렌더의
코드를 빼십시오. 따뜻하게 적신
천으로 닦은 뒤 다시 한번 젖은 천으로
닦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물기를
제거하십시오.

2

용기가 베이스에 꽂혀있는 상태에서
용기 세척: 베이스에 붙어있는 용기에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아님) 을 2 분의
1 정도 채우고 세제를 1 ~ 2 방울 정도
떨어뜨리십시오. 용기의 뚜껑을 덮은
뒤 베이스에 용기를 부착하고 혼합 ( )
속도 설정을 눌러 블렌더를 약 5 ~ 10
초간 작동하십시오. 용기를 뺀 뒤 따뜻한
물에 헹구십시오.

중요 정보: 분쇄가 잘 되게 하려면 뚜껑과
재료 컵은 손 세척해서 사용하십시오.

3

용기 별도 세척: 식기세척기에 투입
시 용기는 거꾸로 두십시오. 또는 세제로
직접 손 세척하여 헹구고 말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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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복사본을 변경하려면 CMD + SHIFT를 클릭하십시오
중요 정보: 전원 ( ) 버튼을 먼저 누르지 않는 한 블렌더가 어떠한 속도에서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설정을 선택해도 블렌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표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블렌더의 코드가 접지된 콘센트에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경우 전원 ( )
을 누른 후 블렌더의 코드를 빼십시오.
동일한 콘센트에 꽂은 후 전원 ( ) 을
누르십시오. 블렌더가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블렌더에 연결된 전기 회로의
퓨즈 또는 회로 차단기를 확인하고 회로가
폐쇄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블렌더의 코드가 꽂혀있지만, 전원 ( )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고 모든
표시등이 깜박이는 경우 모터 회전자가
잠겨있을 수 있습니다. 전원 ( ) 을 누른
후 블렌더의 코드를 빼십시오. 다시
코드를 꽂고 전원 ( ) 을 누른 다음
원하는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표시등이 동시에 깜박입니다.

표시등이 한 개씩 교대로 깜박입니다.

블렌더의 코드가 꽂혀있지만, 블렌더가
작동하지 않고 다른 표시등이 교대로
한 개씩 켜지는 경우 블렌더의 키가 불능
상태 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전원 ( ) 을
눌러 블렌더를 끈 후 블렌더의 코드를
뽑으십시오. 블렌더의 코드를 다시 꽂은
뒤 전원( ) 버튼을 눌러 키 불능 상태
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혼합하는 동안 블렌더가 중지합니다

모든 표시등이 동시에 깜박입니다.

블렌더의 용량이 초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재료가 많이 투입되어 블렌더의 용량이
초과되면 모터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블렌더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전원
( ) 을 눌러 블렌더를 재설정한 뒤 전선의
코드를 뽑으십시오. 베이스에서 용기를
뺀 뒤 내용물을 적은 분량으로 나누십시오.
용기에 액체를 넣게 되면 블렌더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블렌더가 막혔습니다. 블렌더가 막히면
저절로 작동을 중지하여 모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전원( )을 눌러
블렌더를 재설정한 뒤 전선의 코드를
뽑으십시오. 스크래퍼를 사용해 베이스에서
용기 본체를 뺀 뒤 용기 바닥의 부품을
분해하거나 빼서 칼날을 제거하십시오.

모든 표시등이 교대로 깜박입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절차에 따랐으나 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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