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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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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or body, cord, or electrical plug of this Hand 
Blender in water or other liqui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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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HAND BLEND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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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ey do  
not play with the appliance. Do not allow children to 
use the Hand Blender without supervision. Care should 
be taken when used near children.

5. To protect against risk of electrical shock, do not put 
appliance in water or other liquid.

6. Never leave the appliance unattended while it is in 
operation.

7. Unplug from outlet when not in use, before putting on 
or taking off parts, and before cleaning.

8. Avoid contacting moving parts. Keep hands, hair, and 
clothing, as well as spatulas and other utensils away 
from accessories during operation to reduce the risk of 
injury to persons and/or damage to the appliance.

9. Do not operate any appliance with a damaged cord or 
plug or after the appliance malfunctions or has been 
damaged in any manner. Return appliance 
to the nearest Authorised Service Centre for 
examination, repair, or adjustment.

10. If the supply cor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by 
the manufacturer, its service agent or similarly 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avoid a hazard.

11. The use of attachments not recommended or sold  
by the manufacturer may cause fire, electric shock,  
or injury.

12. Do not use the Blender outdoors.
13. Do not let cord hang over edge of table or counter.
14. Do not let cord contact hot surfaces, including  

the stove.
15. When mixing liquids, especially hot liquids, use a  

tall container or make small quantities at a time to 
reduce spillage.

16. Keep hands and utensils out of the container while 
blending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severe injury  
to persons or damage to the unit. A scraper may  
be used, but must be used only when the unit is  
not running.

HAND BLEND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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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he blades are sharp. Care should be taken when  
handling the sharp cutting blades, and during cleaning.

18. Be careful if hot liquid is blended in the jar, as it can be 
ejected out due to a sudden steaming.

19. “Refer to the “Operating Your Hand Blender” section 
for maximum operating time and speed.

20. Refer to the “Care and Cleaning” section for 
instructions on how to clean surfaces in contact with 
food.

21. This appliance is intended to be used in household 
and similar applications such as: 
-  staff kitchen areas in shops, offices, or other  
   working environments 
-  farmhouses 
-  by clients in hotels, motels, and other residential  
   type environments 
-  bed and breakfast type environments.

SAVE THESE INSTRUCTIONS

HAND BLENDER SAFETY

Voltage: 220-240 Volts
Frequency: 50-60 Hertz
Wattage: 180 Watts

ELECTRICAL REQUIREMENTS

NOTE: If the plug does not fit in the outlet, 
contact a qualified electrician.  
Do not modify the plug in an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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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AND FEATURES
PARTS AND ACCESSORIES

 Stainless steel
blending arm 

Motor  
body

One-touch  
power button

Speed control dial

1.5 m  
Power cord 

700 mL blending 
 jar and lid

HAND BLENDER FEATURES

Speed control 
Provides easy adjustment of speed.
 
One-touch power button  
Activate the Hand Blender by pressing 
and holding the POWER button during 
blending. To stop blending, simply release 
the power button.
 
Motor body 
Designed for a comfortable, nonslip grip.
 
Powerful DC motor (not shown) 
Provides a powerful blending action and  
is designed for quiet, long-life operation.
 

1.5 m power cord 
Long enough to take the Hand Blender 
to the cooktop or work area, the power 
cord is rounded with no grooves for easy 
cleanup. A silicone cord strap is included 
for convenient cord storage.
 
Twist-lock stainless steel  
blending arm 
Attaches onto the motor body with a 
simple twist and rotates to lock into place. 
The sharp stainless steel blade is covered 
to help prevent splashing while blending.
 
Blending jar 
700 mL BPA-free jar with 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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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YOUR HAND BLENDER
ASSEMBLING THE HAND BLENDER

Before using the KitchenAid Hand Blender 
for the first time, wipe the motor body and 
attachment adapters with a clean, damp 
cloth to remove any dirt or dust. Mild dish 
soap may be used, but do not use abrasive 
cleansers.

NOTE: Do not immerse the motor 
body or the adapters in water. 

Dry with a soft cloth. Wash all the other 
attachments and accessories by hand  
or in the top rack of the dishwasher.  
Dry thoroughly. 

NOTE: Always be sure to unplug the 
power cord from the wall socket before 
installing or removing attachments.

NOTE: Do not exceed 30 seconds 
continuous operation at speed 2.

Blending arm 
attachment

Use the blending arm attachment for smoothies, milkshakes, soup, cooked  
vegetables, frosting, or baby food. 

1 Insert blending arm into motor body  
and twist to lock until it clicks.

USING THE BLENDING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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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YOUR HAND BLENDER

Electrical Shock Hazard

Plug into an earthed outlet.

Do not remove earth prong.

Do not use an adapter.

Do not use an extension cord.

Failure to follow these 
instructions can result in 
death, fire, or electrical shock.

2

Plug the electrical cord into an 
earthed outlet, then set The Hand 
Blender on Speed 1. Adjust the speed 
by turning the speed control dial on 
top of the Hand Blender.

3 Insert the Hand Blender  
into the mixture. 4 Press the Power button to activate  

the Hand Blender.

IMPORTANT: The Hand Blender should 
only be immersed in liquids  
the length of the attachment. Do  
not submerge beyond the seam  
of the blending attachment. Do  
not immerse the motor body into 
liquids or other mixtures.

5
When blending is complete, release  
the power button before removing  
the Hand Blender from the mixture.

IMPORTANT: Unplug immediately after 
use, and before removing or changing 
attac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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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ING TIPS

TIPS FOR GREAT RESULTS

Blending: Insert the Hand Blender with 
blending arm attached into the blending 
jar containing ingredients at an angle. 
Use your free hand to cover the top of 
the blending jar for better stability and 
avoid splattering. Remember to stop the 
Hand Blender before removing it from 
the jar to avoid splashing.

Drawing up: Rest the Hand Blender 
on the bottom of the blending jar 
momentarily then hold at an angle and 
slowly draw it upwards against the side 
of the jar. As the Hand Blender is drawn 
up, you will notice the ingredients from 
the bottom of the jar being drawn up. 
When the ingredients are no longer 
being drawn up from the bottom, 
return the Hand Blender to the bottom 
of the jar and repeat the process until 
the ingredients are at the desired 
consistency.

Wrist movement: Using a light circular 
motion from your wrist, draw the Hand 
Blender up slightly and let it fall again 
into the ingredients. Allow your wrist 
motion and the weight of the Hand 
Blender to do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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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GREAT RESULTS
OPERATING TIPS

• Cut solid foods into small pieces for  
easier blending or chopping.

• The Hand Blender is equipped with 
thermal protection from high operating 
temperatures. Should the Hand Blender 
suddenly stop during use, unplug it and 
allow 10 minutes to automatically reset.

• To avoid splashing, insert the Hand 
Blender into the mixture before  
pressing the power button, and release 
the power button before pulling the  
Hand Blender out of the mixture.

• When blending in a saucepan on a 
cooktop, remove the pan from the 
heating element to protect the Hand 
Blender from overheating.

• For best blending, hold the Hand 
Blender at an angle and gently move up 
and down within the container. Do not 
pound down on the mixture with the 
Hand Blender.

• To prevent overflow, allow room in the 
container for the mixture to rise when 
using the Hand Blender.

• Be sure the extra-long cord of the  
Hand Blender is not extending  
over a hot heating element.

• Do not let the Hand Blender sit in a hot 
pan on the cooktop while not in use.

• Remove hard items, such as fruit pits  
or bones, from the mixture before 
blending or chopping to help prevent 
damage to the blades.

• Do not use your Hand Blender to 
process coffee beans or hard spices such 
as nutmeg. Processing these foods could 
damage the blades of the Hand Blender.

• Do not use the jar in the microwave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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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 THE ACCESSORIES AND ATTACHMENTS

1. Wash blending arm, jar, and lid, in hot, 
soapy water, or in the top rack of the 
dishwasher. 

2. Dry thoroughly with a soft cloth.

WASHING THE MOTOR BODY

CARE AND CLEANING

Always clean the Hand Blender prior to 
initial use, after each use, and before 
storing.
1.  Unplug the Hand Blender before 

cleaning.
2. Remove all attachments.
3. Wipe the motor body and power cord 

with a warm sudsy cloth; wipe clean  
with a damp cloth. Dry with a soft 
cloth. Mild dish soap may be used, but 
do not use abrasive cleansers.

IMPORTANT: Do not immerse the 
motor body in water or other liquid.

For all product related questions and after sales matters, please contact your dealer 
to obtain the name of the nearest Authorised KitchenAid Service/Customer Centre.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www.kitchenaid.kr

©2018 All rights reserved.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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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주의 사항
전자 기기 사용 시 항상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오. 제품을 잘못 사용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이 핸드 블렌더의 모터 본체, 

코드 또는 전기 플러그를 물 또는 기타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3.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제품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어린이 포함)는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감독 또는 지시 하에 관련 위험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핸드 블렌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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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합니다.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린이가 이 핸드 블렌더를 사용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근처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5. 감전 위험 방지를 위해 기기를 물 또는 기타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6. 절대로 기기를 작동 중인 상태로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7. 사용하지 않거나 조립 또는 분해하거나 세척할 때는 

먼저 플러그를 빼십시오.
8. 가동 부위는 만지지 마십시오. 기기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손이나 머리카락, 옷, 그리고 주걱을 비롯한 
조리 기구를 부속품에서 거리를 두어 부상이나 블렌더의 
손상 위험을 방지하십시오.

9. 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되었거나, 기기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손상된 경우에는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공인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검사, 수리 또는 조정을 
의뢰하십시오.

10.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제조업체나 서비스 대리점 
또는 유자격 정비사를 통해 교환해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1. 제조업체에서 권장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부속품을 
사용하면 화재, 감전 또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2. 블렌더를 옥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13. 코드를 테이블이나 카운터 끝에 올려 두지 마십시오.
14. 코드가 난로와 같은 뜨거운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15. 액체, 특히 고온의 액체를 블렌딩할 때 액체가 흘러 

넘치는 것을 줄이려면 키가 큰 용기를 사용하거나 
소량 단위로 블렌딩하십시오.

16. 심각한 부상 또는 제품 손상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을 작동하는 중에는 손과 조리 기구를 
용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크레이퍼는 
제품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핸드 블렌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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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날은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절단 날을 다루거나 
세척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18. 용기에서 뜨거운 액체를 블렌딩할 때에는 증기로 인해 
액체가 밖으로 튈 수 있으므로 조심하십시오.

19. 최대 작동 시간과 속도는 “핸드 블렌더 작동”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0. 음식과 접촉하는 표면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관리 및 청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1. 이 기기는 가정 및 다음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상점, 사무실 또는 기타 작업 시설의 직원용 주방

  -  농가 
-   호텔, 모텔, 기타 거주 시설의 고객

  -  B&B 숙박 시설

이 지침을 잘 보관하십시오.

핸드 블렌더 안전

전압: 220-240 V
주파수: 50~60 Hz
전력: 180 W

전기 요건

참고: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으면 전기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플러그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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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기능

부품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강
블렌딩 암 

모터 본체

원터치 
전원 버튼

속도 제어 다이얼

1.5 m 전원 코드 

700 ml 블렌딩 용기 및 
뚜껑

핸드 블렌더 기능

속도 제어 
속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 전원 버튼  
블렌딩 시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핸드 
블렌더가 작동합니다. 블렌딩을 중지하려면 
전원 버튼을 놓으면 됩니다.
 
모터 본체 
미끄러짐 없이 편안하게 쥘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력한 DC 모터(표시 안 됨) 
강력한 블렌딩 성능을 제공하며, 저소음으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m 전원 코드 
쿡탑이나 조리 공간으로 핸드 블렌더를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며, 손쉬운 
청소가 가능하도록 홈 없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재질의 코드 스트랩이 
포함되어 코드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트위트스록 스테인리스 강 블렌딩 암 
간단하게 모터 본체에 연결한 후 돌려서 
제 위치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강 날은 블렌딩 중 튀는 것을 
방지하도록 덮여 있습니다.
 
블렌딩 용기 
BPA가 없는 700 ml 용기가 뚜껑과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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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블렌더 작동

핸들 블렌더 조립

KitchenAid 핸드 블렌더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모터 본체와 부착물 어댑터를 깨끗하고 
물기 있는 천으로 닦아 오물이나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중성 주방 세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연마성 세척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모터 본체 또는 어댑터를 물 속에 
담그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말리십시오. 모든 
부착물과 부속품은 손으로 세척하거나 식기 
세척기의 상단 랙에서 세척하십시오.  
완전하게 말리십시오. 

참고: 부착물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에는 먼저 전원 코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십시오.

참고: 속도 2에서 30초를 초과하여 
연속으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블렌딩 암 
부착물

스무디, 밀크쉐이크, 수프, 조리된 채소, 프로스팅 또는 유아용 이유식을 블렌딩할 때
에는 블렌딩 암 부착물을 사용하십시오. 

1
블렌딩 암을 모터 본체에 삽입하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서 
끼웁니다.

블렌딩 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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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블렌더 작동

감전위험

접지된콘센트를사용하십시오. 

플러그의접지핀을제거하지마십오. 

어댑터를사용하지마십시오. 

연장코드를사용하지마십시오.

이지침을따르지않으면사망, 

화재또는감전사고가발생할수있습
니다.

2

전기 코드의 플러그를 접지된 
콘센트에 꽂은 다음 핸들 블렌더의 
속도를 1로 설정합니다. 핸드 블렌더 
상단의 속도 제어 다이얼을 돌려 
속도를 조절합니다.

3 핸들 블렌더를 혼합물 안에 넣습니다. 4 전원 버튼을 눌러 핸드 블렌더를 
작동합니다.

중요: 핸들 블렌더는 부착물의 
길이까지만 액체에 담가야 합니다. 
블렌딩 부착물의 연결 부위를 넘어 
담그지 마십시오. 모터 본체를 액체 
또는 기타 혼합물 속에 담그지 
마십시오.

5
블렌딩이 완료되면 전원 버튼을 
놓은 다음 혼합물에서 핸드 블렌더를 
꺼냅니다.

중요: 사용을 완료했으면 부착물을 
제거하거나 바꾸기 전에 플러그를 바로 
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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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딩 팁

사용 요령

블렌딩: 블렌딩 암이 부착된 핸드 
블렌더를 내용물이 들어 있는 블렌딩 
용기 안에 비스듬히 넣으십시오. 용기가 
흔들리거나 내용물이 튀지 않도록 
다른 손으로 블렌딩 용기의 상단을 
덮으십시오. 핸들 블렌더를 용기에서 
꺼낼 때에는 내용물이 튀지 않도록 먼저 
핸들 블렌더의 작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들어 올리기: 핸들 블렌더를 블렌딩 
용기의 바닥에 잠시 닿게 한 다음 
비스듬하게 위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핸드 블렌더를 들어 올릴 때 
용기 바닥의 내용물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의 내용물이 
더 이상 들어 올려지지 않으면 핸드 
블렌더를 다시 용기 바닥으로 가져가서 
내용물이 골고루 블렌딩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손목 동작: 핸드 블렌더를 쥐고 있는 손의 
손목을 원을 그리듯 가볍게 회전하여 
내용물이 위아래로 제대로 브렌딩되도록 
합니다. 손목 동작과 핸드 블렌더의 
무게를 활용하여 블렌딩합니다. 

W11287567A.indb   19 7/27/2018   8:03:21 PM



20  |  사용 요령

사용 요령

작동 팁

• 단단한 식재료는 블렌딩 또는 다지기에 
더 용이하도록 작게 조각을 내십시오.

• 핸드 블렌더는 높은 작동 온도에 대한 
열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 
중에 핸드 블렌더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 
플러그를 뽑고 10분 간 두면 자동으로 
재설정됩니다.

• 내용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려면 핸드 
블렌더를 혼합물 안에 넣은 상태로 
전원 버튼을 누르고, 핸드 블렌더를 
혼합물에서 꺼내기 전에 전원 버튼을 
놓으십시오.

• 쿡탑의 냄비 안에서 블렌딩할 때에는 
냄비에서 열원을 차단하여 핸드 블렌더가 
과열되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 최상의 블렌딩을 위해서는 핸드 블렌더를 
비스듬히 잡고 용기 안에서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핸드 블렌더로 
혼합물을 찧듯이 두드리지 마십시오.

• 내용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핸드 블렌더 사용 시 혼합물이 차오를 
것을 고려하여 용기 내에 여유 공간을 
두십시오.

• 핸드 블렌더의 전원 코드가 뜨거운 
열원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사용 중이 아닐 때에는 뜨거운 냄비 
안에 핸드 블렌더를 두지 마십시오.

• 날이 손상되지 않도록 혼합물을 
블렌딩하거나 잘게 자르기 전에 과일 씨, 
뼈와 같은 단단한 물체를 혼합물에서 
제거하십시오.

• 커피 원두나 육두구와 같은 단단한 
향신료를 처리하는 용도로 핸드 블렌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식재료를 
처리하는 경우 핸드 블렌더의 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용기를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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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및 부착물 세척

1. 블렌딩 암, 용기 및 뚜껑은 따뜻한 
비눗물을 사용하여 손으로 세척하거나 
식기 세척기의 상단 랙에서 세척하십시오. 

2.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완전하게 
말리십시오.

모터 본체 세척

관리 및 세척

처음 사용 시, 사용 후 그리고 보관 전에는 
핸드 블렌더를 항상 세척하십시오.

1.  세척 전에는 핸드 블렌더의 플러그를 
빼십시오.

2. 모든 부착물을 분리하십시오.

3. 부드러운 천에 따뜻한 비누 거품을 묻혀 
모터 본체와 전원 코드를 닦아내십시오. 
물기 있는 천으로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말리십시오. 중성 
주방 세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연마성 
세척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중요: 모터 본체를 물 또는 기타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제품 관련 질문 및 판매 후 문제가 있는 경우 대리점에 문의하여 가장 가까운 공인 
KitchenAid 서비스/고객 센터의 이름을 알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kitchenaid.kr

© 2018 모든 권리 보유. 
사양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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