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프로그램 입력방법

QUIET ONE(콰이어트 원) 블랜더 프로그램 입력방법

MOTOR LIFE TIMER
1: 23: 45

1. 온오프 스위치를 끈상태에서 버튼 2를 누룹니다.

2. 버튼2를 누룬상태에서 온오프 스위치를 켭니다.(온오프 스위치를 켜도 버튼2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3. 화면에 글씨가 바뀌면서 라고 나타나면 버튼2에서 손을 뗍니다.
1:  23: 45 

1 TO OVERWRITE
CURRENT PROGRAM   

4. 버튼 2를 두번 누룹니다.

5. 화면에 글씨가 라고 나타납니다.

6. 버튼1을 화면에 READY가 나타날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7. 기본프로그램이 입력되었습니다.

프로그램(RECIPE 34가지)를 선택하여 버튼에 입력방법

1.    뒤 온오프 스위치를 끈상태에서 를 누룹니다.

2.    버튼 을 누른상태에서 온오프 스위치를 켭니다.(온오프 스위치를 켜도 버튼 는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3. 화면에 라고 나타나면 에서 손을 뗍니다.

4 버튼 위에 것을 누르면 화면에 숫자가 바뀝니다

BUTTON SET UP
RECIPE 1

4. 버튼 위에 것을 누르면 화면에 숫자가 바뀝니다.

5. 버튼 을 눌러서 선택 (RECIPE  17번 프로그램)을 화면상 숫자를 17번으로 바꿉니다.BUTTON SET UP
RECIPE 17

6. RECIPE 17번을 선택후 1~6번중 버튼에 입력사용 하고자 하는 버튼을 누룹니다. (1번 버튼을 누룹니다.)

7. 버튼 을 한번더 누루면 화면에 READY   라고 표시됩니다.

BUTTON SET UP
RECIPE 17-- 1

8. 선택하신 17번 프로그램이 1번 버튼에 입력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버튼에도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눌렀을때 화면에 NO PROGRAM 이란 글씨가 나타나면 기본프로그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별도 프로그램 변경하여 사용하신 경우 선택하신 34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No 레시피 종류 작동시간 (초) 작동

QUIET ONE(콰이어트 원) 블랜더 34가지 프로그램(레시피)종류
No. 레시피 종류 작동시간 (초) 작동

1 일반스무디 18 모터속력 60%로 18초 동안 작동

2 스무디 2 18 모터속력 45%로 6초 작동후 58%로 8초동안 작동 한 다음 4초동안 85%로 증가

3 후로즌 커피& 주스 18 25%로 4초동안 작동 후, 60%로 14초동안 작동

4 아이스크림 드링크 28 55%로 5초동안 작동 후, 25%로 7초동안 감소되었다가 12%로 16초동안 작동

5 더블&농후한 아이스크림 드링크 20 51%로 10초동안 작동 후, 85%로 10초동안 작동더블 농후한 아이 림 링 동안 작동 후, 동안 작동

6 진하고 걸쭉한 드링크 28 15%로 7초동안 작동 후 서서히 82%로 21초동안 작동

7 미디움 스무디 20 모터속력 100%로 운전

8 농후한 스무디 25 모터속력 100%로 운전

9 걸쭉한 스무디 36 50%로 15초동안 작동 후, 100%로 18초 이상 운전

10 라이트 쥬스 04 모터속력 10%로 운전

11 진한 스무디 40 75%로 작동되다가 증가, 감소를 반복한 후 100%로 증가

12 농후한 스무디 40 7%로 25초동안 작동 후, 100%에서 7%로 감소되었다가 100%로 증가

13 아이스커피 09 모터속력 100%로 운전

14 아이스커피 2 13 모터속력 100%로 운전

15 걸쭉한 커피 30 50%로 작동되다가 서서히 7%로 감소한 후 다시 100%로 증가

16 멀티플 커피 25 25%로 운전 후 50%로 서서히 작동되다가, 다시 100%로 증가

17 멀티플 커피 2 30 25%로 운전 후 50%로 서서히 작동되다가, 다시 100%로 증가

18 스몰 커피 14 서서히 75%로 증가

19 1-2잔 분량의 칵테일 13 100%로 증가 후, 서서히 90%로 감소

20 3-4잔 분량의 칵테일 25 45%로 작동 후, 100%로 증가

21 키 컵 30 55%로 작동 후 7%로 감소되다가 100%까지 증가21 키즈 컵 30 55%로 작동 후 7%로 감소되다가, 100%까지 증가

22 바 쉐이크 25 서서히 100%로 증가

23 바 스페셜 35 59%로 작동 후, 21%로 감소되다가 서서히 100%로 증가

24 유틸리티 블렌드 25 40%로 작동 후, 75%로 증가

25 쉐이크 1 20 50%로 작동 후, 25%로 운전하다가 서서히 17%로 감소

26 쉐이크 2 30 50%로 작동 후 25%로 운전하다가 서서히 17%로 감소26 쉐이크 2 30 50%로 작동 후 25%로 운전하다가 서서히 17%로 감소

27 쉐이크 3 20 25%로 작동 후, 100%로 증가되다가, 서서히 17%로 감소

28 아이스크림드링크 15 35%로 작동 후 서서히 75%로 증가

29 스몰 쉐이크 10 58%로 작동 후, 25%로 감소

30 진한 쉐이크 25 80%로 작동 후, 55%로 감소되다가 서서히 100%까지 증가

31 일반적인 프로그램 1 25 모터속력 100%로 운전31 일반적인 프로그램 1 25 모터속력 100%로 운전

32 일반적인 프로그램 2 45 모터속력 100%로 운전

33 일반적인 프로그램 3 24 40%로 작동 후 15%로 감소되다가 90%로 증가

34 일반적인 프로그램 4 35 45%로 운전하다가 12초 후 75%로 증가



별도 프로그램 칩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칩을 넣으면 화면에 NEW MODULE  라는 글씨가 나타나고 글씨가 바뀌면서

화면에 READY   라고 나타나면 입력이 된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