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2

리 큅

가 정 용

블 렌 더

제 품 사 용 설 명 서

BS7
R P M

Blender Manual User Guide

프 리 미 엄

Q u a t t r o

VER.2
Blender Manual User Guide

L'EQUIP - BS7

1
들어가며

6
작동방법

2
경고사항

7
세척관리

3
주의사항

8
레시피

4
제품구성

9
용도별 간단 사용법

5
조립

10
자주하는 질문

블렌더 간단 사용 및 세척 TIP
간단
사용

	재료에 물이나 우유 등(액체류)을 함께 넣어주시면 동작의 윤활유
역할을 하여 블렌딩에 효과적이며 음용시에도 더욱 부드럽습니다.
예 물/우유(액체류) → 수분이 많은 재료(오렌지/감귤/포도 등) → 작거나 부드러운

재료 → 크거나 딱딱한 재료

아래 방법으로 세척하면 칼날 사이사이까지 잘 세척됩니다.
예 사용후, 컵 물로 행굼 → 컵에 1/3정도 물 넣고, 20~30초간 동작(2~3차례 반복)

컵 세척

→ 건조(바닥쪽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뒤집어서)
※ 잘 지워지지 않는 이물질은 따뜻한 물에 천연세제(구연산 등) 한 스푼 정도를 희석하여
블렌더 컵에 넣고 일정시간(30분 이상) 경과 후 칫솔이나 철수세미 등으로 닦아내면
세척은 물론 살균에도 효과적입니다.

주의

	칼날세트는 생활방수가 되어 있으나 물에 담가두거나 식기세척기
사용시 고장이나 부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방세제로 세척한 경우, 세제를 충분히 헹궈주십시오. 세제가 완전히
세척되지 않을 경우, 고장이나 부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날은 세척 후 반드시 충분히 건조해야 합니다. 염분이나 수분이
장시간 남아있을 경우, 고장이나 부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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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며

저희 리큅(L’EQUIP)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리큅 블렌더 BS7(RPM Quattro)을 사용하시기 전 제품구성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품 구성품 목록은 제품구성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된 구성품이 있는
경우 구입처 또는 리큅 고객센터(1566-68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구성품 누락에 대한 A/S는 제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당사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BS7은 가정에서도 전문가급 사양의 고성능 블렌더를 경험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초고속 블렌더 입니다. 본 기기는 블렌더의 본고장인 미국·유럽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품질과 기술력이 만들어낸 전문가급 슈퍼 블렌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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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큅 BS7과 함께 건강한 홈메이드 요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
특징

최고 4.6마력의 강력한 파워
전문가용 QUX(Quattro Ultra Extreme)모터로 블렌더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능과
기술을 구현합니다.
최대 33,000 RPM의 빠른 회전력
지름 86.8mm의 칼날이 최대 30,000~33,000 RPM 속도로 회전을 하여 재료를
남김없이 균일하게 분쇄해줍니다.
한/미 특허 8면 입체 블레이드
8면 입체 블레이드가 비드 형상과 역학적으로 결합을 하여 블렌더 안의 재료들을
미립자로 완성시켜 줍니다.
분쇄성능 최적화 형상, 두꺼워진 5.5mm 컵
블렌더 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옵티마이즈 비드 형상의 큐브 컵으로 다양한
재료를 고운 입자로 분쇄합니다. 또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BPA-Free)로 만들어진 국내
최고 두께인 5.5mm로 튼튼하고 안정감있는 블렌딩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스테인리스스틸 컵
추가 구성의 친환경 스테인리스 스틸 컵은 플라스틱 대비 내열성이 높은 재질로
죽, 스프 등의 뜨거운 음식의 조리에 용이합니다. 외부 충격 및 표면 스크레치에 강하며
냄새가 잘 배지 않는 스테인리스스틸 재질로 소스, 양념 조리시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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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가정용 전원

경고
사항

220V용)에 꽂아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220V 전용입니다)

제품의 수명과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전원 스위치를 작동하기 전 컵이 본체에

주의
사항

제대로 고정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분해, 청소 전에는 블렌더 전원(플러그)

작동하지 않거나 이상 소음의 원인이

을 항상 분리해주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컵과 본체가 정확히
고정되지 않으면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본 제품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센서가 감지되지 않아 제품이 작동되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않습니다.

사용/보관하십시오.

	사용 중에 컵을 움직이거나 컵뚜껑,
컵뚜껑 중앙의 뚜껑캡을 들지 마십시오.

작동되고 있는 동안 블렌더 컵에 손이나

	누름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크, 젓가락 등 다른 어떤 것도 넣지 마십시오.

온도 상승으로 인한 영양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3분 이하의 단시간 사용을
권장합니다.
본체를 물로 씻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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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연속 5분 이상 사용이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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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사용하시고, 사용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후에는 꼭 누름봉을 빼고 뚜껑캡을 꽂아
사용하십시오. 누름봉이 삽입된 상태로
작동할 경우 누름봉 파손 및 제품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동 중일 때 이동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경우 이상 동작으로 감전 및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제품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접촉불량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감전이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 정확히 꽂아
주시고, 손상된 플러그나 느슨해진
콘센트는 피해주십시오.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절대 만지지

	인화성 물질이나 화기가 있는 물건은

마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가까이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컵에 컵뚜껑을 탈부착할 때 다소 빡빡할

전문가 이외의 사람이 절대로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되거나 이상
작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 작동 중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력을 강화한 것으로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상해나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원 코드가 파손된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제조자나 그 서비스 대행점 또는 유자격기술자에 의해
코드를 교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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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조립 또는

	컵 하단의 컵베이스 외부 노출부는
물로 씻으면 녹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컵에 물을 넣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불순물이 칼날에 닿아 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녹이 발생하면 발생부를
깨끗이 닦아 내고 사용하십시오.
	컵을 보관할 때는 깨끗한 헝겊으로
컵과 칼날세트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후 컵을 엎어놓은 채로 그늘에
보관하십시오.
	칼날세트를 분해하여 씻은 후에는
반드시 설명서를 따라 조립하고, 렌치를
이용해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칼날 풀림으로 누수 및
파손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칼날세트를 씻을 때는 물 속이나 세제액
등에 담가두거나 식기세척기 사용은
피해주십시오. 부식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컵받침은 분리세척 후 반드시 그늘에서
건조해 주십시오. 직사광선에서 건조시
컵받침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컵받침 조립시에는 컵쪽으로 끝까지
밀어넣어 조립해 주십시오. 잘못 조립시
동작이 안되거나 진동 및 소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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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뚜껑캡(Lid Cap)
② 컵뚜껑(Lid)

기본
구성

⑬ 전용집게(Grip)
⑭ 누름봉(Pusher)
⑮ 컵베이스 렌치(Cup Base Wrench)

③ 컵실리콘 패킹(Cup Silicon Packing)

블렌더 칼날과 결합본체 세트
* 본품은 소모품입니다
⑥ 컵받침(Jar Deco)
⑦ 본체(Body)

⑧ 속도조절 스위치(Kn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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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칼날세트(Cup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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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컵(Jar)

별
매
품

⑯ 스테인리스스틸 컵(Stainless Steel Jar)
⑰ 컵베이스 패드(Cup Base Pad)

⑨ 순간동작 스위치(Push Knob)

칼날
세트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전
제품에 있는 라벨과 모든 포장재를 제거하십시오.
제품이 정확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제품 사용 전, 1/3컵 정도의 따뜻한 물에 주방세제를 풀어 블렌더 컵 세척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품을 중간 스피드로 작동시켜서 컵을 씻어주십시오.(1분 정도)
세제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깨끗한 물로 여러번 헹궈주면 준비가 완료됩니다.

⑩ 컵베이스 패킹(Cup Base Packing)
⑪ 컵베이스 홀더패킹(Cup Base Holder Packing)
⑫ 컵베이스 홀더(Cup Base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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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품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하십시오.

기기 작동 중 내용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Ready 위치 및 작동 중에 순간동작

역할로 컵뚜껑 홈에 잘 맞추어 끼운 후

스위치를 눌러주면, 누르고있는 동안 최대

돌려서 체결해 줍니다.

파워로 작동합니다.

컵뚜껑
컵실리콘 패킹으로

둘러 싸여 있어 누수를 막아줍니다.

	특정 방향 상관없이 본체에 블렌더

컵

주며, 컵베이스와 컵을 조립시켜 줍니다.

스테인리스스틸 블레이드가 정교하게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잘 건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기고장이나 칼날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컵받침
사용 중 또는 세척시 물이나 오염물이
유입될 경우 분리세척이 가능합니다.
본체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Foot을 추가하여
작동 중 블렌더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 줍니다.
속도조절 스위치
속도조절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Ready에 위치시키면 전면부 LED가
반복적으로 점멸하며 동작준비 상태가
됩니다. 이후 스위치를 좌우로 돌려가며
원하는 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칼날이 조립된 컵베이스의 수명이

	컵을 본체에서 분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동을 정지해 주십시오. 사용 후
플러그는 꼭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컵에서 컵을 분리하여 세척 후

칼날세트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며
합니다.
전용집게
컵베이스 렌치와 함께 칼날세트 분해/
조립시 사용되며 날카로운 칼날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누름봉

	재조립하실 때에는 전용렌치 및
	컵을 체결할 때 본체 상부와 컵의
하단부가 완전히 닿도록 단단히 눌러서
체결합니다.
	전원을 연결해 주십시오. 전원이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전면부 LED가
3회 점멸합니다. 이때 컵을 제품의
본체에 올려놓은 후 속도조절 스위치를

재료를 칼날에 잘 닿게하여 분쇄를

오른쪽으로 한 칸 돌리면 동작준비

도와주고 잡기 편하게 제작되어 사용이

(READY)상태가 됩니다. READY

편리합니다. 기기 작동 중에는 반드시 빼고

상태에서는 전면부 LED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점멸하며 순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전용집게를 사용하여 순서에 맞게
조립하시고 고정시에는 컵에 		
잘 고정되도록 단단히 체결합니다.
(세척 후 재조립시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조립하십시오)
	스테인리스스틸 컵도 동일하게
조립하신 후 사용합니다.

컵베이스 렌치
컵과 칼날세트를 분리 또는 체결할 때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또한 시럽과 같은
액상재료를 추가하는데 계량 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테인리스스틸 컵
마른재료 분쇄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컵베이스 패드

전용렌치

전용집게

블렌더의 컵과 칼날세트를 분리하고

분리 및 조립 과정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조립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별매품은 리큅 공식 온라인몰 리큅이샵

전용렌치와 전용집게를 이용한 컵 세척 방법은

(www.lequip.kr)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장을(P.13) 확인해 주십시오.

컵베이스 분해시(P.14)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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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작동시키면

작동이 가능합니다.

감소되는 원인이 됩니다.

컵베이스 홀더

결합된 구조로 최적의 블렌딩을 제공합니다. 전용렌치를 사용하여 분해 또는 조립을
주의사항 사용후에는 반드시 염분, 수분 및 세제

놓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료를

회전축과 본체 중심을 잘 맞춰야

컵베이스 홀더패킹이 결합되어 컵에

되었습니다.
칼날세트

넣기 전에 컵의 위치가 제 위치에

준비됩니다. 블렌더 컵 바닥 안쪽의

방지해 줍니다.
있는 내용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방지해

재료를 넣고 작동을 시킵니다. 재료를

컵을 올려 놓으면 제품 작동이

컵 내부의 내용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친환경 재질인 트라이탄으로 제작

있습니다.

조
립

컵베이스 패킹

Blender Manual User Guide

컵뚜껑은 타이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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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동작 스위치

뚜껑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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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11

6

7

제품의 수명 단축을 막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본 기기는 가정용 전기 제품이므로 수분 및 충격에

제품 준비(OFF 상태)

작동(READY 상태)

본체의 전원플러그를 220V 콘세트에

속도조절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연결하십시오. 전원이 정상적으로

READY에 두면 전면부 LED가 점멸합니다.

연결되면 전면부 LED가 3회 점멸합니다.

READY 상태부터는 스위치를 누르면

세척
관리

	제품 사용 후에는 컵에 깨끗한 물을

컵과 칼날세트 조립 후 액체가 새는 것을

씻으면 칼날에 묻은 이물질을 손쉽게

방지하는 컵베이스 패킹은 세척을 위해

제거 할 수 있습니다.

분리하고 조립할 때 칼날세트 몸체 하단부

칼날이 조립된 칼날세트를 컵에서

작동(Low/MAX 상태)

컵베이스 패킹

1/3 정도 넣어 10초 정도 회전을 한 후

	칼날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순간동작 기능이 작동됩니다.

홈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잘 눌러
고정하십시오.

분리하십시오. 칼날세트를 분리할

컵뚜껑

때에는 함께 제공되는 '컵베이스 렌치'

액체 주방 세제를 스펀지나 부드러운

	를 사용하여 '컵베이스 홀더'의

브러쉬에 묻혀 씻어 주십시오.

돌출부와 '컵베이스 렌치'의 홈을

속도조절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려 Low에 위치하면 전면부에 불이 2칸 들어오고,
최소 속력으로 작동됩니다. 속도조절 스위치를 오른쪽(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전면부의
LED가 1칸씩 증가하며(총 6칸) 블렌더 작동 속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속도가 줄어듭니다. 속도조절 스위치를 MAX에 위치하면 전면부 LED가 모두
들어오게 되며, 이때 최고 속도로 작동됩니다.

Blender Manual User Guide

맞추어 분리할 수 있습니다.(P.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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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VER.2

꼭 지켜주십시오.

	분리시 칼날이 매우 날카로우니
주의하십시오. 사용 후 칼날세트를
매번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칼날세트는 브러쉬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칼날 부위를 세척하십시오.
(식기세척기 사용 금지)
	칼날 세척 후 맨손으로 조립할 때
손이 베이거나 다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용집게나 두꺼운 장갑 등을
착용하십시오.

컵뚜껑 패킹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가스켓은 분리하여
세척한 후 조립시에는 컵뚜껑 홈에
잘 맞추어서 조립하십시오. 조립이
잘못되면 제품 작동시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누름봉
블렌더의 컵, 누름봉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시 식기세척기 상단에
놓아주십시오.
본체

정지

순간동작(Pulse) 사용법

제품이 작동 중일 때 속도조절 스위치를

제품이 정지되어 있을 때(Ready상태),

왼쪽으로 돌리면 속도가 줄면서 정지합니다.

속도조절 스위치의 중심부를 누르면

경우 칼날에 부식이 생기거나

Low위치에 오면 최저속도가 되고

순간적으로 제품에 최대파워가 발생하여

닦아 주십시오. 속도조절 스위치는 부드러운

다시 Ready위치까지 돌리면 동작이

누르고 있는 동안 연속 작동합니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천을 이용해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십시오.

(절대로 본체에 물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세척액이나 물속에 장시간 담가둘

정지됩니다. 전원을 완전히 끌 때는 다시

먼저 전원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를 뽑고
젖은 천 혹은 스펀지를 이용해 본체 표면을

한 번 왼쪽으로 돌려 OFF로 둡니다.

컵받침

작동 중 컵을 강제로 분리시키면 작동이

내부에 물이나 이물질 등의 유입이

멈추고 모든 기능이 초기화(정지)되므로
다시 작동할 때는 속도조절 스위치를
OFF로 완전히 돌린 후 재사용하십시오.

주의사항
사용후에는 반드시 염분, 수분 및 세제 등을 깨끗하게

반드시 그늘 건조 후 조립하여

제거하고 잘 건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하십시오.

기기고장이나 칼날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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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을 때 분해 후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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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컵베이스 패드를 평평한 바닥에 놓고
컵세트를 올려 놓습니다.(아래 그림 참고)
컵베이스 패드가 없는 경우 두꺼운 종이나
헝겊 등을 깔아주십시오.

분리된 칼날세트와 컵베이스 홀더에
고정된 컵베이스 패킹을 빼낸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합니다.
칼날이 매우 날카로우므로 면장갑
등으로 손을 보호한 후 세척합니다.
세척된 칼날세트와 컵베이스 패킹은
반드시 물기를 제거해 건조해줍니다.

레
시
피

VER.2

세척하기

컵베이스
패드

컵을 바닥에 놓은 채로 한 손으로
컵 손잡이를 잡고 전용렌치를 컵베이스
홀더의 홈에 넣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컵에 고정된 칼날세트와 컵베이스 홀더를
풀어줍니다.(이때 칼날이 함께 돌 때는
전용집게로 컵 안쪽의 칼날을 잡고
컵베이스 홀더를 돌려 분리하거나 컵을
반대로 돌려 세워서 컵베이스 홀더를
풀어준 후 전용집게로 분리합니다)
칼날세트의 바닥면을 렌치 손잡이
끝 부위로 톡톡 두드려 칼날세트가 하단의
컵베이스 패드로 떨어지도록 분리합니다.
또는, 칼날 사이에 전용집게 끝을 넣어
칼날 부분을 잡고 컵에서 완전히 분리하거나
두꺼운 장갑 등을 착용하여 손으로 직접
칼날세트를 잡고 분리합니다.
주의사항 컵과 컵베이스를 분리할 때는 반드시
컵베이스 패드 위에 컵을 올려놓고 사용해 주십시오.
컵베이스 홀더패킹

전용집게를 이용해 칼날세트의 칼날을
잡아 주십시오.
컵베이스 패킹까지 씌워진 칼날세트를
컵에 끼워야 합니다. 컵과 컵베이스의 모양이
맞지 않아 틈이 생기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모양을 맞춰 주십시오.
(컵베이스에 있는 홈에 맞게 패킹이 끼워져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양 맞춤

컵베이스 홀더를 칼날세트의 나사홈에
끼워 돌려줍니다. 나사홈이 잘 맞도록
주의하면서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최대치로
돌려 끼워줍니다.
평평한 바닥에 컵을 내려놓고 전용렌치로
강하게 조여주십시오. 누수가 있으면
조립 과정에서 틈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조립 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컵베이스 패킹

컵베이스 홀더의 패킹 유무를 꼭 확인한 뒤
조립해야 합니다. 패킹이 없는 경우 내용물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칼날세트는 되도록 해체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분리 후 제대로 조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누수 및 파손,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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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스틸 컵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해조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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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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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순서

분리하기

리큅 블렌더로 만들 수 있는
11가지 레시피

•

로메인 1과 1/2컵(썰어서 계량)

과일과 채소를 함께 갈아 식이섬유와 비타민의 체내흡수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로메인
피칸
스무디

•

셀러리 1/2컵(썰어서 계량)

천연 과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11가지 레시피

300ml

•

피칸 1/4컵

•

건살구 1개(옵션 : 동량의 생수에 20분 가량 불려서 갈기 쉽게 만든 것)

•

얼린 바나나 1/2개

•

물 1/2컵

베리
스무디

•

상추 1컵(썰어서 계량)

400ml

•

VER.2

식이섬유와 비타민으로 몸 속 세 포 를 깨 우 자 !

피칸이 들어가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한 스무디

•

시금치 2컵

시금치 1컵(썰어서 계량)

새싹채소
에너지
수프

•

사과 1/2개

•

딸기 16개

400ml

•

물 1/2컵

•

얼린 블루베리 1/4컵

•

아보카도 1/2개

•

얼린 바나나 1개

•

레몬즙 1작은술

•

물 1컵

•

새싹채소

•

반건시 2개

+

새싹채소를 맨 위에 얹어 제공합니다.

•

상추, 또는 시금치 1컵

•

얼린 바나나 2개

400ml

•

애플민트잎

•

Blender Manual User Guide

초콜릿
그린
스무디

L'EQUIP - BS7

블루베리의 새콤한 맛이 살아있는 스무디

가볍게 즐기는 영양가득 채소 수프

셀러리
토마토
수프

•

셀러리 2~3줄기

•

토마토 2개

400ml

•

파슬리잎

카카오파우더 2큰술

•

레몬즙 2작은술

•

곶감 2~3개

•

아보카도 1/2개

•

얼음 1컵

•

고춧가루 1/8작은술

•

물 1/2컵

•

간장 1/4작은술

•

마늘 1/4작은술

•

물 1/2컵

촉촉하고 진한 맛을 그대로 담아낸 스무디

케일
시금치
스무디

•

케일 1컵(썰어서 계량)

•

400ml

•
•
•

내 몸을 위한 쉼표 하나, 수프로 즐기는 토마토

녹색 잎 채소의 왕인 케일과 시금치를 이용한 그린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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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1컵(썰어서 계량)

파인애플
스무디

•

얼린 파인애플 4컵(썰어서 계량)

사과 1/2개

400ml

•

곶감 2개

얼린 바나나 1개

•

물 2컵

물 1컵

•

얼음 1컵

에너지 대사를 도와 피로를 풀어주는 스무디

17

바나나
아몬드
스무디

•

얼린 바나나 2개

•

블루베리 1/4컵

400ml

•

9

심신을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주는 스무디

VER.2

아몬드 1/2컵
생수에 8시간 가량 통통하게 불린 것을 사용

•

살구 2개

•

물 1컵

아몬드유
400ml

용도별
간단
사용법

따뜻한 음료 만들기

차가운 음료 만들기

따뜻한 재료 또는 액체를 넣고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사용방법입니다.

사용하는 경우 화상을 입지 않도록

	얼음이나 얼린 재료를 넣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얼린 재료가 잠길 정도로 충분한

직접 만들어서 더 좋은 영양가득 아몬드유
•

아몬드 1/2컵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것
물 2컵

•

곶감 1~2개

•

소금 1/4작은술

+

체 또는 거름망을 이용해서 아몬드유만 걸러내 사용

아몬드유
과일스무디

•

얼린 오렌지 1개

400ml

•

사과 1/2개

•

얼린 바나나 1개

•

아몬드유 1컵

아몬드유를 넣어 고소한 향이 나는 과일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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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의 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한 번 헹구고 사용

	뜨거운 액체가 들어있을 때는 항상

양의 액체(우유, 주스, 물)를

컵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넣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컵뚜껑을 단단히 닫습니다.

	내용물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뚜껑

	칼날 사이에 끼어 있는 얼린

캡을 장착해 주십시오.

재료들을 빼기 위해 순간동작을

	제품이 작동하고 있을 때는

3~5회 작동해 주십시오.

컵뚜껑을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지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재료가

마십시오.

잘 갈릴 정도의 필요한 스피드까지

	약 3/4Liter(3cups) 이상의 뜨거운

천천히 속도를 올립니다.

액체를 넣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누름봉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재료를 분쇄할 수 있습니다.
	단, 안전을 위해 뚜껑을 닫은

커피 원두와 견과류 갈기
	작은 씨앗류를 분쇄할 때는 칼날이
완전히 덮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까지 재료를 넣습니다.
	커피 원두나 큰 견과류는 한 번에
	한 컵씩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제품을
작동시켜 천천히, 필요한 만큼
속도를 올려서 사용합니다.

트로피컬
코코넛
스무디

•

파인애플 링 3개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칼날 밑

•

케일 3장

부분에 재료가 뭉쳐있는지 확인 후

400ml

•

코코넛 워터 1컵

분쇄해 주십시오.

달콤한 열대과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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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중 재료가 잘 갈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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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누름봉을 사용하십시오.

10

전혀
작동하지
않음

모터의 회전이
느리거나 멈춤

처음보다
성능이 떨어짐

VER.2

품질과 성능 향상을 위하여 색상과 외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사용 설명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점검사항

조치사항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 있나요?

- 플러그를 콘센트에 바르게 꽂아보거나, 다른
콘센트에 꽂아 보십시오.

본체 속도조절 스위치 테두리에
불이 들어 오나요?
(OFF 상태에서는 3회 점멸 후 꺼짐
Ready 상태에서는 연속 점멸)

불이 들어 올 경우
- 스위치 조절 버튼을 OFF로 돌린 후 다시
Ready → Low 순으로 돌려서 다시 제품을
작동하십시오.
- 컵이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컵의 체결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컵받침을 다시 체결해 보십시오. 컵받침의
센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 컵을 본체에 다시 한 번 올바르게 체결해
주십시오.(컵의 체결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점검 후 작동이 안 될 경우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통해 기기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속도조절 스위치가 Ready로 되어있나요?

- 속도조절 스위치를 고속방향(시계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재료의 양이 많은가요?

- 누름봉을 이용하여 재료를 분산시켜 주거나,
재료의 양을 조절해 주십시오.
단, 누름봉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제품으로부터 빼낸 후 뚜껑 캡을 끼워서
사용하십시오.

재료가 너무 큰가요?

- 재료의 크기를 적당히 잘라서 사용하십시오.

재료가 칼날 사이에 끼워져 있나요?

- 작동을 멈추고 컵을 본체에서 분해한 후,
칼날 사이에 끼인 재료를 제거한 뒤
다시 작동시켜 주십시오.

칼날 끝이 무뎌지거나 손상이 있나요?

20

- 칼날은 주방용 칼날과 동일하게 소모성
부품으로 사용량에 따라 무뎌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통해
기기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컵 바닥 부분
누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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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 컵을 본체에서 분리한 후 재료의 양을
조절하거나 칼날 사이에 낀 재료를 제거하고
다시 작동시켜 주세요.

장시간 사용하셨나요?

- 컵을 분리했다가 30분 후에 다시 사용해
주세요.(제품에는 과열보호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안전을 위해 동작이 일시 정지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칼날세트를 분해 또는 조립한 이후에
누수가 발생하나요?

- 컵베이스 홀더가 삐딱하게 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각종 패킹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칼날세트와 컵 사이에 위치하는 컵베이스
패킹의 방향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 P.13~14 참조(렌치/집게 보유고객에 한함)

컵 밑면의 컵베이스 클러치(톱니 모양)를
손으로 돌릴 경우, 클러치 쪽으로 누수가
발생하나요?

- 컵베이스는 소모성 부품으로 사용량에 따라
수명이 다한 경우,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통해 기기를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 중
갑자기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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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LED가 계속 점멸하고 있나요?

< 주의 >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통해 기기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수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기고장이나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액체류) 없이 사용하는 경우

- 수분이 많은 재료(귤, 오렌지 등)를 먼저 넣고,
그 위에 기타 재료들을 넣어 사용해 보십시오.
- 저속 또는 속도조절 스위치를 짧게
눌러가면서 사용해 보십시오.
- 재료에 따라 물을 넣어가며 사용해 보십시오.

마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 재료의 양이 너무 적은 경우, 양을 늘려서
사용해 보십시오.
- 누름봉을 사용해 보십시오.

물(액체류)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 누름봉을 사용해 보십시오.

컵 밑면의 컵베이스 클러치(톱니 모양)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 경우,
움직임이 있나요?

- 흔들림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통해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컵 밑면의 컵베이스 클러치(톱니 모양)를 손으로
돌릴 경우, 불규칙한 동작(안 돌아 가거나
크게 걸리거나, 갈리는 느낌 등)이 있나요?

- 불규칙한 동작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통해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동 중에 평소와 달리 이상 소음이 있나요?

- 정상 작동 중 불규칙하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통해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료가
잘 안갈림

컵베이스
교체시기

< 주의 >
사용 후 바로 컵 밑면의 컵베이스 클러치(톱니 모양)를 손으로 잡으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컵베이스의 교체 점검은 반드시 사용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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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증서

VER.2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제품검사를 거쳐서 출고되는 제품입니다.

3 . 고객센터 및 쇼핑몰
고객센터 : 1566-6884 www.lequip.co.kr
구입문의 : 1566-6563 www.lequip.kr
제품명

RPM Quattro

모델명

BS7

제품정격

220V~ / 60Hz / 1,700W

제품무게

4.6kg

RPM

33,000 RPM

컵(Jar) 용량

2,000ml

코드길이

1.25m

정격사용시간

3분 이하 단시간 정격

제조사

(주)리큅

제조국

대한민국

무상보증 기간 1년간, 유상보증 기간 6년간
보증 기간

사용 부주의 및 상업용(카페 및 영업점)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무상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입일자

년

월

일

구매업체

성명
고객란

주소
전화

본 보증서는 재발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품질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제품구매시

유의하십시오.

공란에 기재하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가정용이므로 다른 용도의 사용은

제품의 외관 및 사양 등은 제품개선을 위해

피해주십시오.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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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증 기간이라도 실비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
나) 부당한 수리, 개조로 인한 고장
다)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손상
라) 구매 후 이동 또는 낙하 등에 의한 고장 및 손상
마) 본 제품에 명시된 주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고장
바) 제품 정격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발생한 고장
사) 사용량에 따른 소모성 부품(칼날세트, 컵, 누름봉, 드라이브 소켓,
각종 패킹류 등)의 고장
소모성 부품은 A/S 센터에서 수리 및 점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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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196

TEL : 1566-6884
FAX : 031-351-1318
E-mail : help@lequ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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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QUIP Site : www.lequip.co.kr

리큅의 야심 찬 모바일 앱, L'EQUIP the Recipe로 놀러 오세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레시피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사람들의 열정이 담긴 이야기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리큅’을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