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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블렌더, 분쇄성능·소음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 구조, 감전보호 등 안전성은 전 제품 이상 없어 -

초고속 블렌더는 일반 전기 믹서에 비해 강력한 분쇄력으로 단단한 재료까지 

곱게 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초고속 블렌더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분쇄성능,
소음,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닌자(CT641KR), 리큅(BS7), 바이타믹스(E320), 에버홈(EV-SB9000), 쿠첸(CM-PC101DG),
테팔(BL9338KR), 필립스(HR3658), 해피콜(HC-BL7000WH)(가나다순)

시험 결과, 분쇄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분쇄성능,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 내구성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구조 및 감전보호 등 안전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 분쇄성능, 제품 간에 차이 있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ㅇ (일반재료분쇄성능) 사과, 당근, 냉동과일, 생콩 등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을 

평가*한 결과, 리큅(BS7), 바이타믹스(E320), 에버홈(EV-SB9000), 쿠첸(CM-PC101DG),
테팔(BL9338KR)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다.

* 과일(사과), 야채(당근), 곡물(생콩), 냉동과일(블루베리,딸기,망고혼합) 등의분쇄성능을종합적으로평가함.

- 필립스*(HR3658), 해피콜*(HC-BL7000WH) 등 2개 제품은 ʻ양호ʼ했고, 닌자*(CT641KR)

제품은 분쇄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됐다.

* 소용량 용기에서 적은 양을 분쇄하는 경우에는 ʻ우수ʼ했음.
-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에서 ʻ우수ʼ한 평가를 받은 제품 중에서는 쿠첸(CM-PC101DG)

제품의 가격이 가장 저렴했다.

‘초고속 블렌더’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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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얼음분쇄성능) 얼음에 대한 분쇄성능을 평가한 결과, 닌자(CT641KR), 리큅(BS7),
바이타믹스(E320), 테팔(BL9338KR), 해피콜(HC-BL7000WH) 등 5개 제품이 상대적

으로 ʻ우수ʼ했다.

- 에버홈(EV-SB9000), 쿠첸(CM-PC101DG), 필립스(HR3658) 등 3개 제품은 ʻ양호ʼ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 소음, 제품별로 84㏈~90㏈ 수준으로 차이 있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ㅇ (소음)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84㏈~ 90㏈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다. 해피콜(HC-BL7000WH) 제품이 84㏈*로 가장 작았고,
바이타믹스(E320) 제품은 90㏈로 가장 컸다.

* 소음방지커버를 사용할 경우 81㏈로 나타나 약 3㏈의 추가적인 소음 저감 효과가 있었음.

☐ 내구성, 1개 제품의 품질이 미흡해 (세부내용, 붙임자료 9페이지)

ㅇ (내구성)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내구성 시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버홈(EV-SB9000) 제품이 분쇄시험 후 용기

바닥면 일부가 벗겨져 내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에버홈은 해당 부품을 개선하고, 소비자 요청 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할 계획
임을 회신(에버홈 연락처: 02-2647-3924)

☐ 안전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고, 표시사항은 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
(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ㅇ (안전성) 제품의 칼날과 용기가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구조적으로 안전

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ㅇ (표시사항) 리큅(BS7) 제품은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해피콜(HC-BL7000WH)

제품은 소재지 표시를 누락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 해당 2개 업체(㈜리큅, ㈜해피콜)에서는 표시사항을 개선했음을 회신

☐ 용기용량, 구성품, 보증기간 등에 차이 있어 구매 전 확인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ㅇ 제품에 따라 용기용량(1.45 L ~ 2.0 L), 재질(플라스틱, 유리), 제공되는 구성품(소용량

용기, 소음방지커버 등), 보증기간(1년~ 7년) 등에 차이가 있어 구매 전에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 3 -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초고속 블렌더 품질 시험·평가 결과

2. 초고속 블렌더 종합결과표

3. 초고속 블렌더 시험 대상 제품

4. 초고속 블렌더 사용 시 주의사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참여혁신 제안방’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대표 누리집(www.kca.go.kr) 접속을 통해 제안·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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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초고속 블렌더 품질 시험·평가 결과

1  시험대상 제품

☐ 소비자 설문조사1) 결과 선호도가 높은 8개 브랜드 8종 제품 선정

ㅇ 표시소비전력 800W 이상, 용기용량 1.4L 이상

[ 초고속 블렌더 시험대상 제품 ]

브랜드 판매원 모델명 제조국
표시

소비전력
[W]

용기용량*
[L]

구입가격**
[원]

닌자 ㈜마이하우스 CT641KR 중국 1200 1.9
(0.65) 191,200 

리큅 ㈜리큅 BS7 한국 1700 1.8 369,000 

바이타믹스 ㈜아이피씨 E320(VM0201) 미국 1000
~ 1200 2.0 665,460 

에버홈 ㈜에버홈 EV-SB9000 중국 1200 1.45
(0.6,0.4) 160,550 

쿠첸 ㈜쿠첸 CM-PC101DG 중국 1500 1.5 149,000 

테팔 (유)그룹세브코리아 BL9338KR 중국 1500 2.0 309,000 

필립스 ㈜필립스코리아 HR3658 중국 1400 1.8
(0.6) 178,480 

해피콜 ㈜해피콜 HC-BL7000WH 한국 900 2.0
(1.2) 369,000 

  * 대용량 용기 기준이며, “(  )”는 소용량 용기 기준임. 
 ** 2020. 2. 온라인 구입가 기준

1) 최근 2년 이내 초고속 블렌더를 구입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 남·여 500명 대상(한국소비자원,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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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한국산업표준(KS), 전기용품안전기준(KC),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계,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초고속 블렌더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시험 항목 주요 시험 내용 시험방법

안전성

구조
(기계적강도,
전도안정성)

전도안정성, 칼날 및 용기의 기계적강도 등 구조적
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KC 60335-2-141)

감전보호
(누설전류,
절연내력)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 여부 확인

분쇄성능

일반재료
과일(사과), 야채(당근), 곡물(생콩), 냉동과일 
(블루베리·딸기·망고 혼합) 등 ʻ일반재료ʼ와 ʻ얼음ʼ 의 
분쇄성능을 평가

확인시험 및
KS C IEC 

60335-2-142) 준용
얼음

소음 제품 동작 시 최대소음(음향 파워 레벨*)을 확인
 * 제품에서 방사하는 음향에너지

KS C IEC 
60704-2-113) 준용

내구성

칼날·용기
얼음 50회(얼음 15개/1회) 분쇄 및 분쇄성능시험 
후 칼날·용기의 이상 여부 확인

확인시험

모터·부품
1,500회(30초 ON·5분 OFF/1회) 동작시켰을 때 
모터·부품의 이상 여부 확인

표시사항 법정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관련 법령4)

제품특성 제품의 용기무게, 구성품, 보증기간 등을 확인 확인시험

1) KC 60335-2-14 :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전기용품안전기준)
2) KS C IEC 60335-2-14 : 주방기기의 개별요구사항(한국산업표준)
3) KS C IEC 60704-2-11 :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전기 음식 조리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한국산업표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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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평가(요약)

 분쇄성능, 소음, 내구성 등에서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있어 

☐ 초고속 블렌더의 분쇄성능, 소음, 내구성, 구성품 등에 차이가 있어 사용 
용도와 성능 및 가격 등을 고려한 제품 선택 필요

ㅇ 쿠첸(CM-PC101DG) 제품은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고, 얼음의 

분쇄성능은 ʻ양호ʼ했음. 소음(87㏈)은 평균(87㏈) 수준이었고, 내구성 및 안전성은 

이상이 없었음. 구성품으로 텀블러 등을 제공했으며 가격(149,000원)은 가장 저렴했음.

ㅇ 테팔(BL9338KR) 제품은 분쇄성능(일반재료, 얼음)이 모두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고,
소음(87㏈)은 평균 수준이었음. 내구성 및 안전성은 이상이 없었고, 가격 

(309,000원)은 평균(298,961원) 수준이었음.

ㅇ 리큅(BS7) 제품은 분쇄성능(일반재료, 얼음)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고, 소음(89㏈)은 

평균보다 컸음. 내구성 및 안전성은 이상이 없었고, 표시사항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나, 관련 내용을 개선했음을 회신함. 가격(369,000원)은 

두 번째로 비쌌음.

ㅇ 바이타믹스(E320) 제품은 분쇄성능(일반재료, 얼음)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고,
소음(90㏈)은 가장 컸음. 내구성 및 안전성은 이상이 없었고, 무상보증기간

(7년)이 가장 길었으며 가격(665,460원)은 가장 비쌌음.

ㅇ 에버홈(EV-SB9000) 제품은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고, 얼음의

분쇄성능은 ʻ양호ʼ했음. 소음(88㏈)은 평균보다 컸고,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분쇄성능 시험 중 용기바닥 부분 일부가 벗겨져 내구성이 미흡했음. 칼날장착 

가능 텀블러 2개(600㎖, 400㎖) 등을 제공했으며, 가격(160,550원)은 두 번째로 

저렴했음.

ㅇ 해피콜(HC-BL7000WH) 제품은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은 ʻ양호*ʼ했고, 얼음의 

분쇄성능은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음. 소음(84㏈)은 가장 작았으며, 소음방지커버를

사용할 경우 소음(81㏈)이 감소했음. 내구성 및 안전성은 이상이 없었고,
표시사항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나, 관련 내용을 개선했음을 

회신함. 분쇄칼날·용기(1200㎖), 소음방지커버 등을 제공했고, 가격(369,000원)은

두 번째로 비쌌음.

* 소용량 용기(1200㎖) 사용 시 일반재료의 분쇄성능은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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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

가. 분쇄성능

☐ 3개 제품의 분쇄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

ㅇ 일정량의 식품 재료를 분쇄했을 때 분쇄한 양 대비 시험용 체(2.36mm, 8호)를 

통과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분쇄성능이 우수한 제품임.

ㅇ (일반재료분쇄성능)사과·당근·냉동과일·생콩 등 ̒일반재료ʼ의 분쇄성능을 종합 

평가한 결과,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간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 (대용량용기) 리큅(BS7), 바이타믹스(E320), 에버홈(EV-SB9000), 쿠첸(CM-PC101DG), 

테팔(BL9338KR) 등 5개 제품은 일반재료를 100% 분쇄하여 상대적으로 ʻ우수ʼ
했음.

- 필립스(HR3658), 해피콜(HC-BL7000WH) 등 2개 제품은 일반재료에 대한 

종합 분쇄성능이 96 % 이상으로 ʻ양호ʼ했음.

- 닌자(CT641KR) 제품은 일반재료에 대한 종합 분쇄성능이 91 %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떨어져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됨.

※ ʻ보통ʼ 수준으로 평가된 제품도 가정에서 일반적인 주스 재료(사과, 당근, 냉동과일 등)를

분쇄할 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임.

- (소용량용기) 닌자(CT641KR), 에버홈(EV-SB9000), 필립스(HR3658), 해피콜

(HC-BL7000WH) 등 4개 제품은 소용량 용기에서 적은 양을 분쇄하였을 때 

모두 ʻ우수ʼ한 수준으로 평가됨.

ㅇ (얼음분쇄성능) ʻ얼음ʼ에 대한 분쇄성능을 평가한 결과,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간에 성능 차이가 있었음. 

- 닌자(CT641KR), 리큅(BS7), 바이타믹스(E320), 테팔(BL9338KR), 해피콜

(HC-BL7000WH) 등 5개 제품은 10초 이내에 얼음을 덩어리 없이 분쇄하여 

상대적으로 ʻ우수ʼ한 것으로 평가됨.

- 에버홈(EV-SB9000), 쿠첸(CM-PC101DG), 필립스(HR3658) 등 3개 제품은 

20초 이내에 얼음을 분쇄하여 ʻ양호ʼ한 수준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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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블렌더 분쇄성능 평가 결과 ]

브랜드 모델명
평가 결과*

일반재료** 얼음

닌자 CT641KR ★
(☆☆☆) ★★★

리큅 BS7 ★★★ ★★★

바이타믹스 E320 ★★★ ★★★

에버홈 EV-SB9000 ★★★
(☆☆☆) ★★

쿠첸 CM-PC101DG ★★★ ★★

테팔 BL9338KR ★★★ ★★★

필립스 HR3658 ★★
(☆☆☆) ★★

해피콜 HC-BL7000WH ★★
(☆☆☆) ★★★

 <기호의 표시> ★★★(☆☆☆) : 상대적 우수   ★★(☆☆) : 양호   ★(☆) : 보통
  * 대용량 용기로 시험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  )”는 소용량 용기에 대한 평가 결과임.
 ** 사과, 당근, 냉동과일(블루베리, 딸기, 망고 혼합), 생콩(병아리콩) 재료를 각각 용기에 넣고 물과 

함께 1분 간 분쇄한 후 시험용 체(2.36 ㎜, 8호)를 통과한 비율을 종합하여 평가함.

나. 소음

☐ 소음은 84㏈∼90㏈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 있어

ㅇ초고속 블렌더는 전기 모터로 칼날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식재료를 강한 

힘으로 분쇄하는 제품으로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는 가전제품이며, 

상대적으로 소음이 작을수록 우수한 제품임.

ㅇ 제품 동작 시 발생되는 소음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84㏈에서 최대 

90㏈로 차이가 있었음. 

- 해피콜(HC-BL7000WH) 제품이 84㏈로 가장 작았고, 바이타믹스(E320) 

제품은 90㏈로 가장 컸음.

- 해피콜(HC-BL7000WH) 제품은 소음방지커버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약 3㏈(84㏈→81㏈) 정도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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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블렌더 소음 시험결과 ]

브랜드 모델명 시험 결과*

닌자 CT641KR 88

리큅 BS7 89

바이타믹스 E320 90

에버홈 EV-SB9000 88

쿠첸 CM-PC101DG 87

테팔 BL9338KR 87

필립스 HR3658 85

해피콜 HC-BL7000WH 84(81)**

  * 제품 동작 시 30초간 평균 소음(음향파워레벨)을 측정한 결과임.
 ** “(  )”는 소음방지커버(구성품)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결과임.
 ※ 초고속 블렌더 평균 소음(87 ㏈)은 무선청소기(81 ㏈, 무선청소기 품질시험[2017])보다 큰 수준임.

다. 내구성

☐ 1개 제품의 용기 바닥 부분 내구성이 미흡해

ㅇ 초고속 블렌더를 장기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 

작동시켜 칼날·용기 및 모터·부품의 내구성을 평가함.

ㅇ (칼날·용기) 분쇄시험* 후 칼날·용기의 손상을 확인한 결과, 에버홈**(EV-SB9000) 

제품의 용기 바닥면 부분이 일부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 용기 내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얼음 50회 및 사과, 당근, 냉동과일, 생콩 등의 분쇄

** ㈜에버홈은 해당 부품(칼날클러치)을 개선하고, 소비자 요청 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할 계획임을 회신

- 사과·당근·냉동과일 등 비교적 무른 재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단단한 생콩(병아리콩)을 반복 분쇄할 경우 용기 바닥 부분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함.

ㅇ (모터·부품) 장기간 사용에 따른 모터나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내구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음.

* 제품을 1,500회(30초 ON, 5분 OFF/1회) 반복 동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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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 블렌더 내구성 평가 결과 ]

브랜드 모델명
평가결과

칼날·용기 모터·부품

닌자 CT641KR ○ ○

리큅 BS7 ○ ○

바이타믹스 E320 ○ ○

에버홈 EV-SB9000 △주 ○

쿠첸 CM-PC101DG ○ ○

테팔 BL9338KR ○ ○

필립스 HR3658 ○ ○

해피콜 HC-BL7000WH ○ ○

 <기호의 표시>   ○ : 이상 없음   △ : 이상 있음
 주. 분쇄성능 시험 중 용기바닥 부분이 일부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됨.

라. 안전성

☐ 안전성(구조·감전보호)은 전 제품 이상 없어

ㅇ (구조) 물리적 충격에 대해 칼날이나 용기가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와 경사면에 놓였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음.

ㅇ (감전보호) 절연 미흡으로 인해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를 절연내력, 

누설전류 시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 제품에서 이상이 없었음.

마. 표시사항

☐ 표시사항은 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

ㅇ「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리큅*(BS7) 제품은 식품용 기구 도안(ʻ식품용ʼ
단어) 표시, 해피콜*(HC-BL7000WH) 제품은 소재지 표시를 누락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함.

* ㈜리큅과 ㈜해피콜은 해당 표시사항을 개선했음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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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품특성

□ 조절방식, 용기용량, 구성품, 보증기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ㅇ (조절방식) 닌자(CT641KR) 제품은 터치, 바이타믹스(E320) 제품은 다이얼 및 

전원스위치, 해피콜(HC-BL7000WH) 제품은 버튼으로 조절하는 방식이었으며, 

나머지 5개 제품은 다이얼로 조절하는 방식이었음. 

ㅇ (용기) 제품별로 용기의 용량은 최대 1.45L~ 2.0 L, 무게는 0.8㎏~2.0㎏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용기재질은 필립스(HR3658) 제품이 유리 재질이었고 나머지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을 채택하고 있었음.

ㅇ (부가기능) 제품별로 용기장착안전장치, 뚜껑열림안전장치, 용기와 칼날 분리 

등에서 차이가 있었음. 

- (용기장착안전장치) 닌자(CT641KR), 리큅(BS7), 에버홈(EV-SB9000), 쿠첸 

(CM-PC101DG), 테팔(BL9338KR), 필립스(HR3658), 해피콜(HC-BL7000WH) 등 

7개 제품은 용기가 장착된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용기장착안전장치가 있었음.

- (뚜껑열림안전장치) 닌자(CT641KR) 제품은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작동 중 뚜껑이 열리면 작동이 중단되는 뚜껑열림 안전장치가 있었음.

- (용기와칼날분리) 닌자(CT641KR), 리큅(BS7)*, 에버홈(EV-SB9000), 필립스(HR3658) 

등 4개 제품은 칼날을 용기에서 분리할 수 있어 사용 후 칼날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를 세척할 수 있었음.

* 별도로 제공하는 전용 분리도구를 이용해야만 분리가 가능했음.

ㅇ (구성품) 제품별로 소용량 용기(분쇄전용 용기, 싱글컵, 칼날장착가능 텀블러 등), 

소음방지커버, 텀블러, 누름봉 등 제공하는 구성품에 차이가 있었음. 

- (소용량 용기) 대용량 용기 외에 제품별로 분쇄재료 및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용기와 칼날을 제공하고 있었음.

   ·닌자(CT641KR) 제품은 싱글컵 용기(650㎖ 2개) 및 전용 칼날을 제공하여 

분쇄 재료에 따라 적합한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에버홈(EV-SB9000) 제품은 휴대용 텀블러 용기를 2종류(600㎖, 400㎖) 

제공하여 기본 칼날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필립스(HR3658) 제품은 소형분쇄칼날 및 용기와, 기본 칼날에 장착 가능한 

텀블러 용기(600㎖)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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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콜(HC-BL7000WH) 제품은 분쇄전용 용기(칼날 포함, 1.2 L)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용도에 따라 적합한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

- (소음방지커버) 해피콜(HC-BL7000WH) 제품은 작동 시 덮어씌워 소음을 

줄여주는 소음방지커버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약 3㏈ 정도의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음.

- (텀블러) 쿠첸(CM-PC101DG) 제품은 휴대용 텀블러를 제공하고 있었음.

- (누름봉) 리큅(BS7) 등 7개 제품은 누름봉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피콜 

(HC-BL7000WH) 제품은 누름봉 끝에 온도센서가 장착되어 재료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음.

ㅇ (보증기간) 무상보증기간은 제품별로 1년~7년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바이타믹스 

(E320)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이 7년으로 가장 길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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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초고속 블렌더 종합결과표초고속 블렌더 종합결과표초고속 블렌더 종합결과표

브랜드 판매원 모델명

분쇄성능주1

소음
[㏈]

내구성
(부품·
칼날·

용기 등)

안전성
(구조·
감전
보호)

표시
사항

제품특성

구입
가격
[원]*

일반재료
주2

얼음
조절
방식

용기주7

부가
기능

구성품
보증
기간

표시
소비
전력
[W]

용기
용량
[L]

용기
무게
[㎏]

용기
재질

닌자 ㈜마이하우스 CT641KR ★
(☆☆☆) ★★★ 88 ○ ○ ○ 터치 1.9

(0.65) 1.3 플라스틱 ㉠㉡㉢ Ⓑ 1년 1200 191,200 

리큅 ㈜리큅 BS7 ★★★ ★★★ 89 ○ ○ ✕
주5 다이얼 1.8 1.4 플라스틱 ㉠㉢ Ⓖ 1년 1700 369,000 

바이타믹스 ㈜아이피씨 E320
(VM0201) ★★★ ★★★ 90 ○ ○ ○ 다이얼·

전원스위치 2.0 1.1 플라스틱 - Ⓖ 7년 1000
-1200 665,460 

에버홈 ㈜에버홈 EV-SB9000 ★★★
(☆☆☆) ★★ 88 △

주4 ○ ○ 다이얼 1.45
(0.6, 0.4) 0.8 플라스틱 ㉠㉢ ⒸⒼ 1년 1200 160,550 

쿠첸 ㈜쿠첸 CM-PC101DG ★★★ ★★ 87 ○ ○ ○ 다이얼 1.5 1.0 플라스틱 ㉠ ⒻⒼ 1년 1500 149,000 

테팔 (유)그룹세브
코리아 BL9338KR ★★★ ★★★ 87 ○ ○ ○ 버튼 2.0 1.3 플라스틱 ㉠ Ⓖ 1년 1500 309,000 

필립스 ㈜필립스
코리아 HR3658 ★★

(☆☆☆) ★★ 85 ○ ○ ○ 다이얼 1.8
(0.6) 2.0 유리 ㉠㉢ ⒸⒹⒼ 2년 1400 178,480 

해피콜 ㈜해피콜 HC-BL7000WH ★★
(☆☆☆) ★★★ 84

(81)주3 ○ ○ ✕
주6 다이얼 2.0

(1.2) 1.6 플라스틱 ㉠ ⒶⒺⒽ 1년 900 369,000 

 <기호의 표시>
 ★★★(☆☆☆) : 상대적 우수   ★★(☆☆) : 양호   ★(☆) : 보통  

 ○ : 관련 기준(전기용품안전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 또는 이상 없음.
 ✕ : 관련 기준(전기용품안전기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
 △ : 이상 있음.(분쇄성능 시험 중 용기바닥 부분 일부가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됨.)

 주1. 대용량 용기로 시험하여 평가한 결과이며, “(  )”는 소용량 용기에 대한 평가 결과임.
 주2. 과일(사과), 야채(당근), 곡물(생콩), 냉동과일(블루베리·딸기·망고 혼합)의 분쇄성능을 종합 평가함.
 주3. “(  )”는 소음방지커버(구성품)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결과임.
 주4. 소비자 요청 시 해당 부품(칼날클러치)을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 교체 예정
 주5. 제품·포장에 식품용 도안이 누락되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함.
 주6. 제품·포장에 소재지가 누락되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함.

 주7. 대용량 용기 기준이며, “(  )”는 소용량 용기 기준임.

 <부가기능>
 ㉠용기장착안전장치 ㉡뚜껑열림안전장치 ㉢용기와 칼날 분리

 <구성품>
 Ⓐ분쇄칼날 및 용기(1200㎖) Ⓑ싱글컵 전용 칼날 및 용기(650㎖)
 Ⓒ칼날장착가능 텀블러 Ⓓ소형분쇄칼날 및 용기 Ⓔ소음방지커버 Ⓕ텀블러 
 Ⓖ누름봉 또는 주걱 Ⓗ온도측정 누름봉

* 2020년 2월 온라인 구입가 기준으로 구입 장소 및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본 시험 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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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초고속 블렌더 시험 대상 제품초고속 블렌더 시험 대상 제품초고속 블렌더 시험 대상 제품

제품

사진

브랜드 닌자 리큅

모델명 CT641KR BS7

판매원 ㈜마이하우스 ㈜리큅

바이타믹스 에버홈 쿠첸

E320(VM0201) EV-SB9000 CM-PC101DG

㈜아이피씨 ㈜에버홈 ㈜쿠첸

테팔 필립스 해피콜

BL9338KR HR3658 HC-BL7000WH

(유)그룹세브코리아 ㈜필립스코리아 ㈜해피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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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

초고속 블렌더 사용 시 주의사항초고속 블렌더 사용 시 주의사항초고속 블렌더 사용 시 주의사항

 ✔ 어린이가 조작하지 않도록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한다.

 ✔ 작동시키기 전에 용기 및 칼날부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재료 

투입 후 뚜껑이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한다.

 ✔ 투입 재료에 점성이 있거나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갈리지 않고 

칼날이 헛돌 수 있다. 재료가 여러 종류일 경우 수분이 많은 재료를 먼저 

분쇄하고 나머지를 투입하거나, 액체류를 적정량 넣고 작동시키는 것이 좋다.

 ✔ 부피가 큰 재료는 분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투입한다.

 ✔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는 제품으로 이웃에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한다.

 ✔ 칼날이 매우 날카로우므로 세척 시 칼날에 손이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세척한다.

 ✔ 콘센트에 전원코드 연결 시 손이나 전원코드에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 제품 사용 시 용기에 표시된 권장(적정)사용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내용물이 

용기 밖으로 넘칠 수 있으므로 재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한다.

 ✔ 끓는 액체나 뜨거운 재료를 넣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뜨거운 재료를 넣고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경우 뚜껑을 열 때 증기나 액체가 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제품을 공회전 시키거나 마른 재료를 넣고 장시간 사용하면 부품이 과열되거나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경사지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곳, 흔들리기 쉬운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원코드를 분리하여 둔다.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온라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