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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device has 3 safety functions in order to protect third parties and the device from damages.

Overheating Protection

The motor of your GUSTO α is equipped with a temperature control.

If the motor or the blades turn too slowly due to too solid foods or too little fluid, there is a danger of overheating.

If the motor should switch off for that reason, the overheating protection of your GUSTO α is activated. Let

your GUSTO α cool off for about 45 minutes in a well-ventilated area, afterwards you can use your GUSTO α as usual.

Overheating Protection

The motor coupling is provided with a predetermined breaking point.

This protects the motor in case the blades in the mixing container are not able to rotate because of a blockage 

(forgotten items in the blender, such as spoons, etc.). 

This predetermined breaking point can be replaced by our customer service.

Active Ventilation

If the motor heat up due to heavy load, the active cooling is switched on. This prevents overheating of the motor.

In exceptional cases, overheating can still occur. Then set the mixer aside for about 45 minutes at a well ventilated

place and disconnect the power cord from the wall outlet. Bypass the sensor in order to protect third parties and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the device.

Greetings!

Thank you for choosing bianco di puro commercial power blender, GUSTO α .  

Put your GUSTO αon a dry level surface. Make sure that the device is plugged into a grounded electrical outlet and the power switch

is off before and after the use of the device. Please read safety information, maintenance, warnings found in this instruction manual 

before getting started.

The guide must be read before th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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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et going Safet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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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recautions Safety Precautions

Please observe the following safety precautions for the safe use of the device:

Check your GUSTO α before the first use for visible externally damages of the housing, electrical connection as well as 

the power plug. Do not operate a damaged device.

In case of damage to the power supply cord, the device must not be operated.

If water or other fluid has entered the motor block, contact your service as soon as possible. Disconnect the power plug 

and do not operate the device anymore.

Never place the power plug in water or other fluids, never wipe the power plug with a wet or moist cloth.

Never touch the power plug with wet or moist hands.

In case of damage to the power supply cord, it must be replaced only by the manufacturer or a service agent to avoid 

a hazard.

Repairs within the warranty period must only be carried out by the customer service. Incorrect repairs can lead to considerable 

hazards for the user. In addition, the warranty claim will be void.

Defective parts must only be replaced with original parts, because only original parts ensure that the safety requirements 

are fulfilled.

Never put your hands in the mixing container during operation. It will cause injuries.

Fill the mixing container only up to the maximum marking (max. marking).

Operate the device with the original mixing container only or a compatible one from the range.

Children and frail persons must always be supervised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when using the GUSTO α.

Always store the device and the mixer attachment in a place inaccessible to children.

Always disconnect the power cord by pulling the plug from the power socket, not by pulling the power cord.

Please take care that the power cable is not caught anywhere, causing the device to fall and injuring people.

Do operate the device only with a filled mixing container.

Do not operate the device in direct sunlight or near other heat sources.

Please make sure during operation that the lid (incl. seal ring) and measuring cup correctly closes the mixing container.

Always disconnect the power cable when cleaning moving parts.

Please pay attention to the blade unit during cleaning, the blades are a risk of injury.

Do not try to dismantle the blades from the mixing container, they are permanently fixed to the device.

Please never leave the device without supervision during operation.

Appliances can be used by persons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f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in a safe way and if they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Children shall not play with the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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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want to prepare sauces or nut milk, add the ingredients in 2 to 3 steps, depending on their hardness. The content 

should not be too little, but also not too much. Too many ingredients in one process may lead to overheating and automatic 

shutdown of the motor. In that case, please wait until the device cools off as described above (see page 5).

Always keep the lid closed during the operation of your GUSTO α.

Never put your hands into the mixing container during operation to avoid injuries. Do not dip any objects into the mixing 

container during operation, otherwise the motor, blades and other parts of the device can be destroyed.

When preparing drinks, please take care that the lid is closed properly and your GUSTO α is standing securely. It is advis

able to start first at low speed and to increase it gradually. Alternatively, you can use the Pulse mode or preset programmes.

Always pour liquids and soft ingredients first into the mixing container and afterwards the harder ingredients, such as ice 

cubes, green leaves, etc.

If the chosen programme or the manual mode is finished, please wait until the blades are fully stopped before removal of 

the mixing container, otherwise the connection can be damaged.

If a singed smell exudes from the motor block, stop the device immediately and disconnect the power supply. 

The smell can result from abrasion of the rubber bearing of the connection, if it was not mounted correctly. In this case ple

ase contact your customer service immediately.

In case of putting ingredients without enough liquids, it may cause air bubbles between blades and ingredients. The blade 

may result in idling. Stop the device and add more liquids or shake the container to pull down ingredients then try to blend. 

Please do not blend hot recipes. This jar is not designed for hot dr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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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Notes Unpacking

Contents

Please proceed as follows to unpack your GUSTO α: 

Remove the device and all accessories from the carton

Remove all packing material from the device and the accessories

Keep the packaging material during the warranty period, in order to pack appropriately for warranty case.

This GUSTO α is delivered with the following components:

This user manual

Mixing container with 1 liter rated capacity

Motor block

Please note

Do not remove any stickers because they are attached for safety reasons and are required for warranty enquiry.

Start-up

During the start-up of the device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can occur.

Observe the safety precautions on page 6.

Packing materials must not be used to play with, because there is danger of suffocation.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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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afe and faultless operation of your GUSTO α, the installation location must fulfill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device must be placed on a level, fat, solid and nonslip surface that ensures the  load capacity.

Take care that the device doesn’t fall off.

Make sure to place installation location carefully such that children won’t play or reach into the device.  

It is important  for children keep away from pulling power cord of the device.

Do not place a cloth under the device.

Do not install the product near fire or water supply.

Place the device only inside and do not operate it outdoor.

For the safe and faultless operation of the device, the following points for electrical connection must be observed:

Before connecting the device, please aware of the voltage and frequency 220-240volts, 50-60HZ with your power supply.  

This  information must be aware so that the GUSTO α can operate correctly.  

The electrical safety can only be ensured if it is properly connected to correct voltage and frequency.

Please make sure that the power cord doesn’t get damaged over hot surfaces or sharp edges.

The power cord must not be pulled tight or under any tension.

Please make sure that the power cord is properly inserted into the power socket, a loose plug can lead to overheating of 

the device or electric shock.

109

Requirements of the Installation Location

Electrical Connection

Overview Contro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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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Program Button Operating GUSTO α 

ENGENG

Start / Stop Button

After pluging in the socket and placing the jar, you can press  to activate the blender to a READY mode. And after a pre-program 

is selected, you can press  to start running the program. At both Program Mode or Manual Mode, when the motor is running, 

pressing  will stop the motor directly.

Pulse Mode

At standby mode, press  to activate your GUSTO α to run at the highest speed. Motor will stop when the pulse key is released. Or 

at the program mode or manual running mode, press  to temporarily running at the highest speed. After releasing the pulse key your 

GUSTO PRO will resume running at the original program speed.

MANUAL MODE

You can also operate the GUSTO α in a manual mode. You can set the desired runtime and speed level.

Just directly turning the Speed knob and tune the speed from 1 to 30. Blender will run correspondingly at the selected speed. Turn 

the knob now to the right, as you gradually increase the speed level. Turning the knob to the left to reduce the speed gradually. 

Timer will start counting upwards to show total running time. Press  to stop, or after 8 minutes of total running the blender will stop 

automatically.

be 1 second up/down adjustment. Press and hold the time + / - button to activate fast tune at 10 seconds +/- interval. After the time 

is set, turn the Speed knob to start running the blender at the selected speed. Timer will starting counting down and your GUSTO α 

will stop automatically when the preset time is completed. During the countdown running time user can freely tune the speed at any 

time, or press  to stop.

Programme Buttons

Your GUSTO α features 5 preset programmes. By pressing 

a short beep and the corresponding programme button blink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operation of preset programmes, see 

page 15.

Connect your GUSTO α

of the device and in chapter“ Technical Data”on page 19. Make sure that the power plug is properly inserted into the power socket.

to a power socket with the correct electric specifications. You can find them on the type plate at the back side

Start-up

In order to use your GUSTO α, it is necessary to turn on the ON / OFF switch on the back of main unit, then place the mixing container 

Now your GUSTO α is in standby mode.

Standby Mode

In Standby Mode, all program icons will light up and the display shows “00:00”and ready for operation.

Now, you can use the Manual Mode (page 12) or the Preset Programmes (page 15) or the Self Record Programmes (page 14) of your 

GUSTO α.

Energy Saving Mode 1

The motor block automatically switches from the standby mode to the energy saving mode after 3 minutes of inactivity. The display 

shows “OFF”and  lights up red. To return the mixer to the standby mode, press the power button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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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GUSTO α Preset Programmes

13

Self Record Programme

Quick guide!

Press the desired button 

among five program buttons

Press the desired button 

among five program buttons

Set speed and time by

using Speed control knob and

Time setting buttons.

Press the Setting button

for two seconds

After setting up the last step,

press the Setting button to

save Self-setting program.

Save the first step

by pressing the program button

Save the first step

by pressing the program button

Save the next step in the same waySave the next step in the same way

> > > >

Press the Start/Stop button

to exit Self-setting program

saving mode.

>

ENGENG

User can add an alternative self-written program onto each of the 5 program buttons (to be indicated in RED LED light). Press and 

hold  for 2 seconds, your GUSTO α will enter Self Recording Mode where the 5 Program LED will start blinking. Press and select 

the program button which you need to write in the alternative program. After that this particular program and   LED will be blinking 

together, and the time/speed display will show  to indicate it is ready for receiving the STEP 1 input. Tune the Speed knob and the 

1. The time/speed display will then show  to indicate it is ready for receiving the STEP 2 input. With same method you can enter 

each step of your own program step by step. Maximum 30 steps can be recorded, with total running time maximum at 8 minutes. 

  

will be blinking. You can press another program button to start the writing of that next program, or press  to exit the Self Recording 

Mode. The program with self-written alternative program will then be having RED color LED light. You can press this alternative 

program button to select your own written program.

Interchanging between factory default program and self-recorded alternative programme

At standby mode, you can press and hold any pre-program button with self-recorded program for 2 seconds to retrieve back the 

factory original default program, or resume back the self-recorded program. The LED color of that button will be changing between 

RED and WHITE. RED indicates it is ready for the self-recorded program, while WHITE indicates it is ready for the factory default 
program.

Programme Mode

There are 5 factory default programs indicated by WHITE color LED light. Select your desired program by pressing the program button. 

 , the remaining time and the speed level is shown at the 

display. Upon completion the program your GUSTO α  stops automatically.

Symbol Preset program Preset program description Run time Display

Normal Smoothies

Speed 20 for 10 sec.,

Speed 30 for 15 sec.,

Speed gradually increase when program starts.
00:25 Sec. Remaining time

Thick Smoothies

Speed 10 for 25 sec.,

Speed 30 for 10 sec.,

Speed gradually increase when program starts.
00:35 Sec. Remaining time

Fruit Smoothies
Speed 30 for 40 sec.,

Speed gradually increase when program starts. 00:40 Sec. Remaining time

Mixing
Speed 9 for 40 sec.,

Speed gradually increase when program starts.
00:40 Sec. Remaining time

Cleaning

Speed 30 for 5 sec., stop 2 sec.,

Speed 30 for 5 sec., stop 2 sec.,

Speed 30 for 5 sec.,

Speed gradually increase when program starts.

00:19  Sec. Remaining time

Manual Mode Set speed. Stops automatically after the set ti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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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Safety Guideline for Cleaning

To avoid leakage, press the center of the lid to ensure it is fully closed before blending. Cleaning of the mixing container and lid

Cleaning of the motor base

Take caution when cleaning: 

This chapter provides important tips for cleaning and maintenance and care of your  GUSTO α.

Please note the following safety guidelines before and during cleaning of your  GUSTO α:

Pull the power plug from the power socket before cleaning!

Do not open the housing of the device under any circumstances.

If wet contacts touch the electrical components while charging, this can lead to an electric shock or even death.

Never place the power plug in water for cleaning.

Never clean the power plug with a wet cloth.

Never touch the power plug with wet hands.

Cleaning of the Mixing Container (incl. Lid) and Motor Base

The blades can cause injuries!

The mixing container is not suitable for the dishwasher!

Please take care that the contacts of the motor base are dried properly when putting on the mixing container.

If water has entered the motor base, disconnect the power plug and contact your service center immediately.

The mixing container and the lid can be cleaned with a brush or sponge under running water.

Do not use aggressive or abrasive cleaning agents or solvents.

Clean the mixing container with a mild cleaning agent (detergent) or fill 2 cups of water into the mixing container, add 

detergent and use the cleaning program No. 5.

Always clean the mixing container directly after each use.

Do not try to dismantle the blades from the container, they are fixed permanently to the mixing container.

Never use hot water to blend for cleaning.

Clean the motor base with a soft and damp cloth,

Do not use any aggressive cleaning agents or solvents,

Never immerse the motor base in water or other fluids (danger of short circuit),

Never rinse the motor base under running water (danger of short circuit).

ENGENG



Trouble Shooting

The blender does not start operating.

Make sure the power cord is inserted in the wall socket. 

Check the light indicated on the control panel.

Check earth leakage breaker of the indoor outlet is activated and the power is not supplied 

Check voltage is accurate.

Make sure  that  container is properly positioned. If not, the device won’t operate.

※ Please contact A/S center when device is not running even after reviewing the above contents.

The device smells of burning in operation

Continuous operation for a long time or excessive use could cause a slightly burning smell.

※ If noted burning smell after you confirm the contents above, please contact the A/S center.

※ If noted burning smell after releasing overheating protection, please contact the A/S center.

※ If noted burning smell because of the cracked coupler, the coupler must be replaced. Please contact A/S center.

The blender automatically stops while running operation

Make sure that the ingredients do not contain enough moisture. (It can stop operation if there is excessive driving caused

by temporary overloads due to the safety function system. In this case, please wait until the safety function system is released.)

※ If it is still not operating after you confirm the contents above, please contact the A/S center.

Self-diagnosis and Solution

Please check the following contents before requesting A/S center.

If you can not solve the problem even after checking the following matters, please contact A/S center.

Instructions for General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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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high performance mixer the preparation of many dishes is very simple. You only add the ingredients in the 

mixing container and select the desired automatic programme. In no time, you can prepare delicious desserts or healthy smoothies. 

And much more! 

solutions for you.

While preparation, the  high performance mixer works smoothly and suddenly gets stuck.

Mass of the ingredients is pressed against the walls of the mixing container and settles there. The blades run at idle.

The mixer gets stuck and then stops completely.

Your  performance mixer has a thermal protection which ensures that the device does not overheat. Please take frequent 

breaks so that it can cool down. If the overheating protection is active, please wait 45 minutes. After that time, Your  

 

performance mixer is ready to use as usual.



Warranty

Warranty service period depends on each country’s distributor policy.

Warranty includes defects in materials,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of all parts.

However, in the case of malfunction due to customer’s mistake, repair costs will incurred.

Important note:

When you deliver the product, please pack it with all the accessories you need to repair and enclose it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Keep the original packing materials in case you need to send the product to A/S center. A/S center wi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 or breakdown during transportation.

In the following cases, free of charge warranty service is not applicable.

Defects that do not occur in the product manufacturing process, such as damage due to customer care, accidents, etc.

Ex) If an external shock or a device is dropped, Failure caused by using different from rated voltage, Damage caused by 

operating with foreign substances.

Defect due to careless handling, technical alteration, or accident not following the instruction manual.

Failure caused by self-repair of parts not through authorized A / S center or unauthorized parts.

Parts consumed due to regular use, whether operating or not.

Fault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Free A/S service and quality assurance is applicable when below information is satisfied. (product name, purchase date, product 

serial number, consumer information )

※ Product serial number is indicated on the bottom of the device in sticker.

Trouble Shooting

Error Messages

Please  find the solution below if the following error code appears on the control panel.

※ When ice gets stuck in stainless steel plate inside the container, Error code may occur. Make sure to gently shake the container 

    to detach the ice from the STS plate and operate the device.

Motor does not rotate

Check the blades for any blockage (ie. spoons) and remove them. Then you can continue to use 

your mixer as usual.

Control broad protection. Disconnect the power cable for 5 seconds. Then you can continue to use

your mixer as usual..

Disconnect the power cable and allow the motor to cool off for 45 minutes. Then proceed with 

the preparation.

AO

Status code Description Solu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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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be sure to call the  A/S center before sending the product, as there are cases where the problem can be solved enough 

    with phone call.

1.

2.

3.

4.

5.



Technical Data

Disposal of used batteries

Warranty

A/S Center

A/S reception procedure

Contact to A/S center

Try to identify and resolve the problem by phone call

If it can not be resolved by phone call, please fill in the required information and send it along with the product.

Importer

Address 

Tel

E-mail

KOREA

VEDEC INC.

#1301, 66 Centum jungang-ro, Haeundae-gu, Busan, Korea 48059

+82 51 744 0582

sales@bianco-pro.com

Address 

Tel

E-mail

Germany

Maarweg 255 D-50825 Cologne  Germany

+49 221 50 80 80-20

kundendienst@biancodipuro.com

bianco di puro  GmbH & Co. KG

* Required information

- Name, address, phone number

- Serial number and model number

- Problems

- Purchase date

- Where to buy

- In case of damage during delivery, the delivery company and invoice number

※ All delivery charge for sending and receiving the products are customer’s responsibility.

※ For more information about A / S center, please contact the place of purchase.

A/S center informs repair charge or free service to customer after receiving the product

Receiving the repaired product

1

2

3

4

5

2221

ENGENG

 - GUSTO α

 

Voltage / Frequency 220 - 240 V, 50 / 60 Hz

 

Power 1,400 Watt

 

Motor

 

AC Motor

 

Mixing container

 

1 Liters Volume, TRITAN plastic, BPA-free, stainless steel blade

 

Max. temperature 125 °C

 

Safety functions Overheating protection, Overload protection and active cooling

 

Device dimensions

 

(h) 394 mm x (b) 206 mm x (t) 244.5 mm

 

Packaging dimensions (h) 432 mm x (b) 317 mm x (t) 300 mm

 

Net weight 5.88 kg

 

Gross weight 6.58 kg

 

CE, EMC, CB, LVD, CCC, PAH 

 

Power consumption in stand-by mode

Certification / Standard

below 0.5 Watt

 

Professional Use Yes

The packaging protects the device from damage during transportation. The packaging materials have been chosen with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disposal and are therefore recyclable.

The return of the packaging to the material cycle reduces the generated waste and saves raw materials. Dispose of not needed 

ackaging materials at the collection facilities of the collection system “Green Point”

Keep, If possible, the packaging during the warranty period, to be able to properly package the device in a warranty case.

Device and packaging must be disposed of according to the local regulations for the disposal of electrical waste and 

packaging materials. If necessary, inform yourself at your local waste management company.

Do not dispose of electrical devices in household waste, use the collection facilities of the community. Ask your 

municipal administration for the sites of the collection facilities. When electrical devices are disposed of without control, 

dangerous substances can reach the groundwater during corrosion and therefore the food chain or poison plants and 

animals fo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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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KOR

뚜껑

칼날

칼날 홀더

모터 커플러

전원버튼

작동패널

온오프스위치

컨테이너

하단 커버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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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전 기능

구스토 알파에는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능이 있습니다.

과열 방지 기능

너무 단단하거나 수분이 적은 재료를 블렌딩 할 경우 과부하로 인해 칼날의 회전이 매우 느려지며 모터 과열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모터가 작동을 멈추게 되면, 과열방지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블렌더를 약 45분 동안 식히면 평상시처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 보호 기능

모터 커플러에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한계점은 컨테이너에 숟가락과 같은 잘못 된 내용물이 들어갔을 경우, 모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쿨링 시스템

모터가 과부화 되면, 쿨링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모터의 과열을 방지합니다.

예외적으로 과열이 계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블렌더를 약 45분 동안 식히고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코드를 

분리해두십시오. 

소중한 고객님, 

비앙코 디 푸로 커머셜의 상업용 블렌더 구스토 알파 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명서는 gusto pro의 안전하고 적합한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 합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블렌더를 처음 사용하기 전 설치,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숙지 해 주십시오. 사용설명서를 정확히 숙지하기 전에는 블렌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설명서를 블렌더와 항상 가까이 비치하시어, 사용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KO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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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아래의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처음 사용하시기 전, 제품의 본체, 전원 연결부와 전선 외부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손상이 있다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선이나 전원플러그가 손상된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서비스센터를 통해 교체하십시오. 

전선과 제품 본체에 물이나 다른 액체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젖은 행주 등으로 전선을 닦지 말고, 젖은 손으로 전선을 만지지 마십시오. 

만약 물이나 다른 액체가 본체 안으로 들어간 경우,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시고 전원 플러그를 뽑은 후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십시오.

품질 보증기간 내 수리 시에는, 반드시 공인 된 서비스센터를 통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경로로 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수리했을 경우에는 품질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함이 발생한 부품은 반드시 안전이 보증 된 정품 부품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작동 중에는 절대로 컨테이너 안에 손을 넣지 마십시오.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에 포함 된 컨테이너 또는 호환이 가능하다고 명시 된 컨테이너만 사용 하십시오. 

 

컨테이너에 표기 된 최대 용량 미만으로 내용물을 채워 사용하십시오.

어린이나 노약자는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의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체적 감각이나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항상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제품을 보관하십시오.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전원을 차단 할 시에는, 전선을 잡아 당기지 말고 콘센트에서 전원플러그를 잡고 해제 하십시오. 

전선이 테이블이나 카운터 모서리에 걸쳐 있거나, 화구 근처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전선에 걸려 제품이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컨테이너를 본체 위에 장착 한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직사광선이나 다른 열원 근처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뚜껑이 컨테이너에 바르게 닫혀있는지 확인 후 작동하십시오.

분리 가능한 부품을 세척할 때는, 항상 전선을 분리 후 세척 하십시오.

세척 시에는 칼날을 주의하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척을 위해 칼날을 컨테이너에서 분해하지 마십시오. 구스토 알파의 칼날은 컨테이너에 고정되어 있어 분해가 불가합니다.

작동 중에 제품 근처를 떠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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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주의사항 포장 해체, 구성품 확인 및 시작하기

소스나 두유를 만들 때는, 재료의 강도에 따라서 2~3번 나누어서 재료를 넣어 블렌딩 해주십시오. 재료의 양은 너무 작거나 너무 많지 

않도록 적당히 넣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재료를 한번에 넣어서 블렌딩하면 모터가 과열되어 멈출 수 있습니다. 

만약 모터가 멈춘 경우에는, 26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모터를 식힌 후에 사용하십시오.

뚜껑이 컨테이너에 바르게 닫혀있는지 확인 후 작동하십시오.

작동 중에는 절대로 컨테이너 안에 손을 넣지 마십시오.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작동 중에 어떤 도구도 컨테이너 안에 넣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터나 칼날 또는 다른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음료를 준비할 때, 블렌더의 뚜껑이 잘 닫겨 있는지, 블렌더가 안전하게 잘 위치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작동을 시작할 때는 저속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속도를 증가하면서 블렌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는 펄스 버튼이나 프로그램 버튼을 이용하여 블렌딩할 수 있습니다.

재료를 넣을 때는, 항상 액체나 부드러운 재료를 먼저 넣은 다음 얼음이나 냉동과일 등 단단한 재료를 넣어서 블렌딩 하십시오.  

프로그램 버튼이나 수동 버튼의 작동이 끝나면, 칼날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린 후에 컨테이너를 분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커플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체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전원을 꺼주십시오. 올바르게 장착이 되지 않은 경우, 칼날드라이버의 고무 

베어링이 마모되어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A/S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수분이 적은 재료의 경우 블렌딩 할 때에 칼날 위로 공기층이 형성 되어 재료가 칼날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분을 

더 추가하거나, 작동을 멈춘 후 재료가 칼날에 닿도록 흔든 후에 다시 블렌딩 하십시오.

뜨거운 재료를 블렌딩할 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컨테이너는 뜨거운 음료를 위한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포장 해체

아래와 같이 포장을 해체 하십시오.

제품 본체와 모든 부품을 박스에서 꺼내십시오.

제품 본체와 모든 부품을 비닐 등 모든 포장재에서 꺼내십시오.

수리/교환 시에 제품 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보관해 주십시오.

구성품 확인

아래의 구성품이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해당 설명서

1리터 용량의 컨테이너

제품 본체

주의 사항 

시작하기

품질 보증 및 주의사항에 대해 부착 된 스티커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27~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포장 비닐을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제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상해나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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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블렌더를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 해 주십시오.

제품을 평평하고 딱딱하며 미끄럽지 않은 곳에 여유공간을 두고 설치 하십시오.

제품이 넘어지지 않게 설치 하십시오.

제품, 컨테이너, 전선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 하십시오.

제품 본체 아래에 수건이나 옷 등 을 깔지 마십시오.

제품을 야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연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아래 전원연결에 관한 사항을 꼭 준수 하십시오.

전원을 연결하기 전 220-240V, 50-60Hz 에 맞는 콘센트인지 확인 하십시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품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전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에게 물어 보십시오.

제품 본체와 전선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안전이 보장됩니다.

전선이 뜨거운 표면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선을 팽팽하게 당기지 마십시오.

전선은 콘센트에 정확히 연결 되어야 하며, 헐겁게 연결 된 경우 제품이 과열 되거나, 감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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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해체, 구성품 확인 및 시작하기 작동 패널

프로그램 버튼
시간설정 버튼 순간작동 버튼

시작/정지  버튼

시간/속도 표시 등

속도조절 다이얼

설정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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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버튼

제품 본체에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컨테이너를 올려놓은 후 이 버튼을 누르면 블렌더가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또한 미리 저장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작동이 시작됩니다. 프로그램 모드나 수동 모드에서 모터가 작동 중 일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즉시 정지됩니다.

순간작동 버튼

대기 모드에서 순간작동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다시 뗄 떼까지 제품이 최고 속도로 작동합니다. 

순간작동 버튼에서 손을 떼면 제품이 멈춥니다.

또는 프로그램 모드나 수동 모드 작동 시 순간작동 버튼을 누르면, 일시적으로 최고 속도로 작동합니다. 순간작동 버튼에서 손을 떼면, 

원래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수동 모드

수동모드를 이용해 작동 시간과 속도를 직접 선택하여 제품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1) 작동시간 미 설정 시

속도조절 다이얼을 돌려 속도를 1에서 30사이에 선택을 하면, 선택한 속도로 제품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속도조절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서서히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속도조절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서서히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표시등에는 총 작동시간이 나타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직접 멈출 수 있습니다. ※ 작동시간이 8분이 지나면, 제품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2) 작동시간 설정 시 (타이머 기능)

시간 설정 버튼 (+ / -)을 이용하여 총 작동 시간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짧게 누르면 1초 단위, 길게 누르면 10초 단위로 시간이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시간 설정이 완료되면, 속도조절 다이얼을 돌려서 선택한 

속도로 작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 표시등에는 잔여 시간이 나타납니다. 미리 설정한 시간이 끝나면 작동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미리 설정된 

작동 시간 동안 언제든지 속도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전원 버튼을 눌러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버튼

이 제품은 기본으로 설정된 5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짧은 경고음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이 깜박이며 활성화됩니다. 

기본 설정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제품의 전원이 올바른 정격 사양의 콘센트에 연결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작

제품을 작동하기 위해, 본체 뒷면의 온오프 스위치를 눌러 주십시오.  제품 본체에 컨테이너를 바르게 올려 주십시오. 

제품이 켜지면 삐- 하는 음이 들리고 화면 창과 작동패널의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제품은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대기모드

절전모드에서는 모든 작동패널 버튼이 켜지고 화면 창에 “00:00”이 표시되며 작동을 위한 준비상태가 됩니다.

이제 수동 모드나 미리 설정되어 있는 기본 설정 프로그램 또는 셀프 설정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절전모드

만약 3분동안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기모드에서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절전 모드에서는 화면창에 “OFF”가 표시되고 전원 버튼이 빨간 색으로 켜집니다. 제품을 다시 대기모드로 전환하려면 전원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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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버튼 작동 버튼

작동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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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프로그램

제품에는 기본으로 설정된 5개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르십시오. 

선택된 프로그램은 하얀색 LED 등이 깜박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남은 시간과 속도가 표시등에 나타납니다.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춥니다.

36

작동하기 - 프로그램모드

셀프 설정 프로그램

사용자는 5개의 프로그램 버튼 각각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버튼을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제품이 셀프 설정 프로그램 

모드로 전환되며, 5개의 기본 설정 프로그램 버튼의 LED가 깜박입니다. 5개 버튼 중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의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프로그램 버튼과 설정 버튼에 LED 등이 들어와 깜박이면, 프로그램을 입력할 준비가 된 것 입니다. 

속도조절 다이얼과 시간설정 버튼 +/- 을 이용하여 원하는 속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깜빡이는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 첫번째 단계를 저장합니다. 

시간/속도 화면창에서 두번째 단계가 입력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첫번째 단계를 입력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다음 단계들도 저장합니다. 한 프로그램당 최대 30개의 단계까지 저장 가능하며, 총 실행시간은 

최대 8분 입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설정 후, 설정 버튼을 누르면 셀프 설정 프로그램이 저장됩니다. 그러면 5개 프로그램 아이콘 전체의 LED등이 깜박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 다음 프로그램 저장을 시작하거나, 전원 버튼을 눌러 셀프 설정 프로그램 저장 모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셀프 설정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버튼은 빨간 LED 색상을 띄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직접 저장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프로그램과 셀프 설정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방법

대기 모드에서 기본 설정 프로그램 버튼 혹은 셀프 설정 프로그램 버튼을 동시에 2초동안 길게 누르면, 셀프 설정 프로그램은 기본 설정 프로

그램으로 돌아가고, 기본 설정 프로그램은 셀프 설정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갑니다. 해당 버튼의 LED가 빨간색일 경우 셀프 설정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는 뜻이며, 흰색일 경우 기본 설정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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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기 - 셀프 설정 프로그램

Quick guide!

5개의 프로그램 버튼 중

변경을 원하는 버튼을 선택한다

5개의 프로그램 버튼 중

변경을 원하는 버튼을 선택한다

속도조절 다이얼과 시간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속도/시간을 설정한다.

설정 버튼을 

2초동안 누른다

원하는 만큼 단계를

저장하고 나면 설정 버튼을 눌러

셀프 설정 프로그램을 저장한다

선택 한 프로그램 버튼을

다시한번 눌러 첫번째 단계를

저장한다.

선택 한 프로그램 버튼을

다시한번 눌러 첫번째 단계를

저장한다.

> > > >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종료한다

>

반복하여 다음 단계를 저장한다.반복하여 다음 단계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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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작동시간 화면

일반 스무디 25초 잔여시간

35초 잔여시간

40초 잔여시간

40초 잔여시간

19초 잔여시간

작동시간

속도 20(10초) – 속도 30(15초)

속도는 프로그램 시작하면 점차 증가함

속도 10(25초) – 속도 30(10초)

속도는 프로그램 시작하면 점차 증가함

속도 30(40초)

속도는 프로그램 시작하면 점차 증가함

속도 9(40초)

속도는 프로그램 시작하면 점차 증가함

시간 및 속도설정, 설정한 시간 이후 자동 멈춤

속도 30(5초) – 멈춤(2초)

속도 30(5초) – 멈춤(2초)

속도 30(5초)

속도는 프로그램 시작하면 점차 증가함

뻑뻑한 스무디

생과일 스무디

생과일 키위주스

세척

수동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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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뚜껑

세척을 위한 안전 수칙

컨테이너의 내용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 가운데를 눌러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한 후에 작동하십시오.

        ※ 세척 하기 전,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세척 전 및 세척 중, 아래의 안전 수칙을 유의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 본체를 분해 하지 마십시오

젖은 손으로 전원연결이 된 전기부품을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매우 위험합니다.

세척을 위해 전원 플러그를 물에 절대로 담그지 마십시오. 

젖은 천으로 전원 플러그를 절대로 닦지 마십시오.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젖은 천으로 본체를 닦아줍니다.

강한 연마성 세제나 용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체를 물이나 다른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합선의 위험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본체를 헹구지 마십시오. (합선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제품 본체에 물이 들어간 경우, 전원플러그를 뽑고 즉시 A/S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세척 시, 주의 하십시오!    칼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식기 세척기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및 뚜껑 세척

컨테이너와 뚜껑은 흐르는 물에 수세미를 이용하여 닦아 줍니다.

강한 연마성 세제나 용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컨테이너에 중성세제를 물 2컵과 함께 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5번버튼을 눌러 세척합니다.

사용 후 즉시 컨테이너를 세척하십시오.

세척을 위해 칼날을 컨테이너에서 분해하지 마십시오. 칼날은 컨테이너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척을 위해 뜨거운 물을 절대로 블렌딩하지 마십시오.

본체 세척

KORKOR

      ※ 컨테이너 하단에 모터와 접촉되는 부분은 항상 마른 상태로 있도록 주의하십시오.



모터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1) 컨테이너에 다른 물체(예 : 숟가락 등)가 들어 있는지 확인 하고 제거하십시오. 

   이 후에는 평상시처럼 원활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2) 전원을 5 초 동안 차단하십시오. 

    이 후에는 평상시처럼 원활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3) 열기가 식도록 45분간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두십시오. 

    이 후에는 평상시처럼 원활한 작동이 가능합니다.

AO

오류코드 설명 해결책

고장 및 조치

※ 얼음이 칼날이나 칼날 하부의 스테인리스에 붙어 오류코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가볍게 흔들어 얼음을 떼어낸 후 다시 작동하십시오.

작동이 안 되는 경우

콘센트에 전원플러그가 바르게 꽂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작동패널에 점등이 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실내 콘센트의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 전원 공급이 안 되는지 확인 하십시오.

사용전압이 올바른지 확인 하십시오.

컨테이너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착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작동 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확인 한 후에도 작동이 되지 않으면, A/S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동 시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

장시간 연속 작동 및 무리하게 사용 할 경우 약간의 타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확인 한 후에도 작동 시 타는 냄새가 난다면, A/S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열방지기능 해제 후에도 타는 냄새가 난다면, A/S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모터커플러가 깨져 갈리면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커플러를 교체해야 합니다. A/S센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작동 중 멈추는 경우

수분이 너무 적은 재료가 아닌지 확인 하십시오. (무리한 구동 시 일시적인 과부하 현상으로 과열방지기능이 작동되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열방지기능이 해제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 위와 같이 확인 한 후에도 정상 작동 중 멈춘다면, A/S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및 조치

A/S 접수 전,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 해 보십시오. 아래의 내용에 대해 점검하시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A/S센터로 문의 해 주십시오.

고장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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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센터

A/S 접수 절차

A/S 센터로 유선 접수

전화통화로 문제확인 및 해결시도

전화통화로 해결 불가 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품과 함께 택배 발송 또는 방문접수

주식회사 베덱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6, 1301호 (센텀T타워)

비앙코 디 푸로 커머셜 공식 수입원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051 744 0582

051 744 8828

sales@bianco-pro.com

www.bianco-pro.com

* 필요한 정보 

- 성함, 주소, 전화번호

- 일련번호 및 모델번호

- 문제점

- 구매일

- 판매처

- 배송 중에 파손된 경우, 배송사와 송장번호

※ 제품을 A/S 센터로 발송하고, 수리된 제품을 수취하는 모든 택배 비용은 고객의 부담입니다.

※ A/S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입처에 문의 해 주십시오. 

A/S 센터 제품 수취 후, 무상 서비스 적용 또는 비용 청구

수리 완료된 제품 수취

1

2

3

4

5

품질보증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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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무상서비스 기간 

모터 및 기타 부품 1년 

 
※ 품질보증은 모든 부품의 재료, 구성 및 제작상의 결함을 포함합니다. 단, 고객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는 수리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요사항

고객이 제품을 보낼 때는 수리가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포함하여 포장 해 주시고, 필요한 정보를 함께 동봉하여 발송 해 주십시오.

제품을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래의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제품 운송 중에 발생한 파손 및 고장에 대해서는 

A/S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무상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 부주의에 의한 손상, 사고 등과 같이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결함. 예) 외부 충격 및 기기를 떨어트려 발생한 고장, 

정격 전압과 다르게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이물질을 넣고 작동하여 발생한 고장 등.

사용 설명서를 따르지 않은 부주의 한 취급, 기술적인 변경, 사고로 인한 결함.

공인 A/S센터를 통하지 않거나 공인되지 않은 부품으로 자가 수리를 하여 발생한 고장.

작동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되는 부품.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고장.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공식 홈페이지(www.bianco-pro.com)에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제품등록시에만 품질보증 무상서비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품명, 구입일, 구입처, 제품일련번호, 구매자정보 필수 기입)

※ 제품일련번호는 제품 본체 하단에 있습니다.

※ 제품 발송 없이 유선 상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제품을 보내기 전 A/S센터로 먼저 전화 주십시오.



Gusto Alpha
정  격  전  압

소  비  전  력

컨  테  이  너

제  품  크  기

포  장  크  기

순     중     량

총     중     량

240V / 60Hz

1400 Watt

1L용량, BPA-Free 트라이탄, 스테인리스스틸

394mm(h) x 244.5mm (w) x 206mm (d)

432mm (h) x 300mm (w) x 317mm (d)

5.9kg

6.6kg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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