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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VILLE® 
RECOMMENDS 
SAFETY FIRST
At Breville® we are very 
safety conscious. We design 
and manufacture consumer 
products with the safety of you, 
our valued customer, foremost 
in mind. In addition we ask 
that you exercise a degree of 
care when using any electrical 
appliance and adhere to the 
following precautions.

IMPORTANT 
SAFEGUARDS
READ ALL 
INSTRUCTIONS BEFORE 
USE AND SAVE FOR 
FUTURE REFERENCE
•  Remove and safely 
discard any packaging 
material or promotional 
labels before using the 
toaster for the first time.

• To eliminate a choking 
hazard for young children, 
remove and safely discard 
the protective cover fitted 
to the power plug of this 
appliance.

• Do not place the toaster 
near the edge of a table, 
counter or bench top 
during operation. 
Ensure the surface is level, 
clean and free of water.

• Do not place the toaster 
on or near a hot gas or 
electric burner, or where 
it could touch a heated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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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appliance clear 
of walls and other heat 
sensitive materials such 
as cloths and curtains.

• Do not use the toaster 
on sink drainboard.

• Always ensure the toaster 
is properly assembled 
before use. Follow the 
instructions provided in 
this book.

• Ensure that bread to be 
toasted is the correct size 
for the toaster and does  
not protrude above the 
bread slice opening. 
Ensure the bread is not 
too thick or long that it 
will jam or wedge the 
bread carriage.

• Never cover the toaster 
whilst it is plugged into 
the power outlet or while 
hot.

• Do not place toast directly 
on top of toasting slots 
to warm toast as this 
may prevent correct air 
circulation and damage 
the appliance.

• Do not move the toaster 
whilst in operation or 
when hot.

• Do not touch hot surfaces. 
Use side areas for 
lifting and carrying the 
appliance.

• Do not leave the toaster 
unattended when toasting.

• Always turn the power off 
at the power outlet and 
then remove the power 
plug from the power 
outlet before attempting 
to move the appliance, 
when the appliance is not 
in use and before cleaning 
or storing.

• Do not allow bread 
crumbs to accumulate in 
the bottom of the toaster. 
Failure to clean the crumb 
tray regularly may result 
in a fire hazard.

• Do not clean with metal 
scouring pads.  
Pieces can break off the 
pad and touch electrical 
parts creating an electric 
shock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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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the appliance clean. 
Follow the cleaning 
instructions provided in 
this book.

• Unwind the power cord 
fully before use.

• Do not let the power 
cord hang over the edge 
of a table counter, touch 
hot surfaces or become 
knotted.

IMPORTANT 
SAFEGUARDS 
FOR ALL 
ELECTRICAL 
APPLIA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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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ey do not play with the 
appliance.

• It is recommended to 
regularly inspect the 
appliance. Do not use 
the appliance if power 
supply power cord, plug 
or appliance becomes 
damaged in any way. 
Return the entire 
appliance to the nearest 
authorised Breville® 
Service Centre for 
examination and/or repair.

• Any maintenance other 
than cleaning should 
be performed at an 
authorised Breville® 
Service Centre.

• This appliance is for 
household use only.  
Do not use this appliance 
for anything other than 
its intended use. Do not 
use in moving vehicles 
or boats. Do not use 
outdoors.



5

• The installation of 
a residual current 
device (safety switch) 
is recommended to 
provide additional safety 
protection when using 
electrical appliances. 
It is advisable that a 
safety switch with a rated 
residual operating current 
not exceeding 30mA be 
installed in the electrical 
circuit supplying the 
appliance. See your 
electrician for professional 
advice.

• To protect against electric 
shock, do not immerse 
cord, plug or appliance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 Always turn the power off 
at the power outlet and 
then remove the power 
plug from the power 
outlet before attempting 
to move the appliance, 
when the appliance is not 
in use and before cleaning 
or storing.

• The temperature of 
accessible surfaces 
may be high when the 
appliance is operating.

•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use by young 
children or infirm persons 
without supervision.

• Young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appliance.

• This appliance can be 
used by children aged 
from 8 years and abo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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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 Children shall not play 
with the ap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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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ing and user 
maintenance shall not be 
made by children unless 
they are older than 8 and 
supervised.

• Keep the appliance and 
its cord out of reach of 
children less than 8 years.

• The appliance is not 
intended to be operated 
by means of an external 
timer or separate remote 
control system.

• Bread may burn, 
therefore this toaster 
must not be used near or 
below curtains or other 
combustible material and 
it must be supervised at 
all times when in use.

WARNING
Never operate toaster 
on its side. Never add 
any food substance to 
the bread, muffins or 
crumpets as this can lead 
to electrocution or fire.
This toaster is for toasting 
bread, crumpets and 
muffins only. Placing other 
items in the toaster can 
lead to electrocution or fire.

WARNING
Do not carry or move the 
toaster by holding the 
top metal cover between 
toasting slots as sharp 
edges may cause injury.

FOR HOUSEHOLD USE ONLY  
SAVE THESE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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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A. Brownness Indicators  
LEDs to indicate the brownness setting  
and progress of your toasting.

B. Bread Selection Ring  
Select your bread type to ensure 
comparable brownness across all bread 
types without the guess work. 
The time taken to toast your bread depends 
on the bread type. Select from White, Fruit, 
Brown, Grain, Rye or Crumpet to ensure 
you get the same brownness level every 
time. 
Crumpet setting activates additional heat 
to the middle heating elements to toast the 
insides of your crumpets or bagels without 
burning the outsides.

C. Brownness Selection Dial  
Select how brown you like your toast, 
setting ‘0’ (lightest) to ‘6’ (darkest).

D. 'LIFT & LOOK™' / High lift lever  
Use the lever during the toasting cycle 
to raise and lower the carriage so you 
can check the toasting progress without 
interrupting the toasting cycle. High lift 
feature makes it easier to remove small 
items such as English muffins, crumpets  
or bagels.

E. 'A BIT MORE™'  
If your toast comes up too light, one press 
adds a little extra toasting time. 
REHEAT button 
If your toast has popped up & gone cold, 
Press ‘reheat’ to warm it up again.

F. FROZEN button  
Activates additional toasting time required 
to toast frozen bread.

G. CANCEL button  
Cancels the toasting cycle.

NOT SHOWN
Breville Assist™ P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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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NOTE

This toaster is electronically controlled and 
will not operate until the toaster is plugged 
into a 220–240V power outlet. Before first 
use, remove any packaging material or 
promotional labels attached to your toaster.

1.  Insert the power plug into a 220–240V 
power outlet. The Brownness Indicators  
will illuminate from ‘0’ to ‘6’, and then align 
to the selected browning setting (indicated 
by the position of the Brownness Dial 
and Brownness Indicators). The toaster 
will revert to stand-by mode (Brownness 
Indicators will dim) after a few minutes if  
a button is not pressed or the dial is not 
adjusted.

NOTE

When using the toaster for the first time, we 
suggest toasting on the maximum setting 
without bread. The toaster may emit a 
thin smoke or distinct odour on initial use. 
This is normal and not detrimental to the 
performance of the toaster.

2.  Place bread, crumpets, bagels, etc into each 
of the toasting slots. Ensure items for toasting 
are not too large or too thick to fit in the 
toasting slots. 

3.  Select the bread type in toasting slot using 
the Bread Selection Ring.

NOTE

Various types of bread may require a 
different browning setting. For example, 
raisin toast and white light textured breads 
require less toasting time, while heavier 
textured rye breads may require more 
toasting time. Changing the Bread Selection 
Ring accommodates for these changes 
(removes the guess work) without changing 
the Brownness Selection Dial so you always 
have the same browning no matter what the 
bread type. 

4.  When using the Brownness Selection Dial, 
align the needle with the desired browning 
setting ‘0’ (lightest) to ‘6’ (darkest). 
Indicators will illuminate and align to the 
selected browning setting. The Brownness 
setting is relative to each Bread Type so 
there's no need to keep adjusting the setting 
for different bread types if you have the 
same brownness requirements.

NOTE

When toasting bread for the first time,  
it is suggested to toast on browning setting 
'3' (9 LED Indicators).

5.  To start the toasting process, press the 
lever down until it locks into place. The 
Brownness Indicators will begin flashing 
at “0” then start to gradually count up 
indicating the level of brownness until it 
reaches the browning setting.

6.  Once the toasting cycle is complete the 
carriage will move to the raised position. 
Remove the toast. The brownness indicator 
will re-illuminate to the previously selected 
browning setting for a few minutes before 
entering stand-b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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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o re-activate the toaster from stand-by  
mode, press any button or adjust the 
Brownness Dial. The Brownness Indicators 
will re-illuminate.

WARNING

Do not leave the toaster unattended when in 
use as toast may jam. In the unlikely event 
that bread, bagels, English muffins or toaster 
pastries become jammed in the toasting slots, 
all the buttons and the LED toasting indicators 
will flash and the elements will turn off. 
Remove the power plug from the power outlet 
and allow the toaster to cool completely before 
carefully easing the bread out of the slots. Take 
care not to damage the heating elements. Do 
not use metal utensils.

A BIT MORE™ / REHEAT BUTTON
If your toast comes up too light, one press of 
this button adds a little extra toasting time. 
This feature can be selected before, during or 
after the toasting cycle and can be used with all 
Bread Types and FROZEN functions. 

To use this feature during the toasting cycle:
Press the A BIT MORE™ / Reheat button. The 
button surround will illuminate white when 
selected. The toasting time will automatically 
increase but will not illuminate more 
Brownness Indicators. The A BIT MORE™ / 
Reheat function can be cancelled by pressing 
the A BIT MORE™ / Reheat button again and 
the original toasting cycle will continue. 

To use this feature before or after the  
toasting cycle: 
Press the A BIT MORE™ / Reheat button.  
The button surround will illuminate white 
when selected. Press down the lever until it 
locks into place. The Brownness Indicators will 
automatically align with the lowest browning 
setting then flash and count down for the 
additional browning time.

BREAD TYPE SELECTION
The bread selection feature changes the total 
toasting time for each bread type, so you can 
achieve the same brownness setting across 
different bread types. 

To toast different bread types
1.  Place the bread into the toasting slots. 

2.  Adjust the Bread Selection Ring to bread 
type in the toasting slots, ensuring the 
pointer aligns with the selected setting.

3.  Select the desired browning setting by 
adjusting the Brownness Selection Dial. 
Brownness settings range from '0' (lightest) 
to '6' (darkest).

4.  To start the toasting process, press the lever 
down until it locks into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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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MPET SELECTION
The crumpet selection in addition to adjusting 
the total toasting time activates additional heat 
to the middle heating elements to perfectly 
toast the insides of your crumpets or bagels 
without burning the outsides. 

To toast crumpets or bagels:
1.  Place the crumpet or bagel into the toasting 

slots with the inside of the crumpet or 
bagel facing inwards as per the crumpet & 
bagel markings above the middle heating 
elements of the toaster. 

2.  Adjust the Bread Selection Ring to 
CRUMPET, ensuring the pointer aligns 
with the CRUMPET setting. 

3.  Select the desired browning setting by 
adjusting the Brownness Selection Dial. 
Brownness settings range from '0' (lightest) 
to '6' (darkest). 

SETTINGS
1 20 3 4 5 6

BAGEL

CRUMPET

4.  To start the toasting process, press the lever 
down until it locks into place.

NOTE

It is normal for the outside heating elements 
to appear off or on a lower power during the 
Crumpet setting. This ensures the inside of 
your crumpet toasts without burning the 
outside.

FROZEN BUTTON
This feature activates additional toasting time 
required to toast frozen bread. 

To toast frozen bread:
1.  Place the bread into the toasting slots. 
2.  Adjust the Bread Selection Ring so that the 

pointer aligns with the bread type you've 
inserted in the toasting slots.

3.  Select the desired browning setting by 
adjusting the Brownness Selection Dial. 
Brownness settings range from '0' (lightest) 
to '6' (darkest). 

4.  To select the FROZEN setting, press the 
FROZEN button and the button surround 
will illuminate white. 

5.  To start the toasting process, press the lever 
down until it locks into place. The toasting 
time will automatically increase. 

6.  After the cycle has finished, the FROZEN 
button will turn off.

NOTE

The FROZEN function can be cancelled by 
pressing the FROZEN button again and the 
original toasting cycle will continue.

LIFT & LOOK™ LEVER
This feature lets you raise & lower the carriage 
so you can check the toasting progress without 
interrupting and/or cancelling the toasting 
cycle. During the toasting cycle, simply lift 
the lever to view the toasting progress. Lower 
the lever to continue the cycle or press the 
CANCEL button to stop the cycle at any time.

HIGH LIFT LEVER
The lever can be lifted approximately 2cm 
above the starting position. This raises the 
carriage making it easier to remove smaller 
items such as English muffins, crumpets 
or ba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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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 Cleaning

1. Switch the toaster off at the power outlet 
and then remove the power plug from 
the power outlet. Allow the toaster to cool 
completely before cleaning.

2. To clean any crumbs from the toaster, 
remove the crumb tray (located under 
the left hand side handle) by pulling it 
outwards. Empty and replace the crumb 
tray before using the toaster again. Replace 
the crumb tray by sliding it inwards until it 
locks into position.

3. To remove any additional crumbs caught 
inside, turn the toaster upside down over 
a bin and shake gently to free the crumbs.  
DO NOT bang the toaster, this may damage 
the elements or carriage mechanism.

4. Wipe the outside of the toaster with a 
slightly dampened soft cloth and then dry it 
with a soft dry cloth to dry completely.

NOTE

Do not clean with metal scouring pads. Pieces 
can break off the pad and touch electrical parts 
creating an electric shock hazard and damage 
the finish of the toaster.

STORAGE
Switch toaster off at the power outlet and 
remove the power plug from the power outlet. 
Allow the toaster to cool completely before 
storing. Follow the directions for cleaning and 
store in an upright position on a flat surface on 
a bench top or in an accessible cupboard.

Do not store anything on top of the toaster.

WARNING

Do not use the toaster without the slide-out 
crumb tray in position. Do not allow crumbs to 
build up in the crumb tray. Failure to clean the 
crumb tray regularly may result in a fire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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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2 YEAR WARRANTY
Breville provides product warranty 
for domestic use in specifi ed territories 
for 2 year from date of purchase by faulty 
workmanship and materials. During this 
warranty period, Breville will provide repairs 
and replacement for any defective product 
(based on Breville’s Warranty Policy).

Also, all legal warranty rights under 
Korea’s legislation will be protected and 
will not be impaired by our warranty. For 
full terms and conditions on the warranty, 
as well as instructions on how to make 
a claim, please visit www.breville.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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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지침
사용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토스터를	처음	사용하기	
전,	포장재와	판촉	라벨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의	질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품의	
전원	플러그에	장착된	
보호	커버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작동	중	토스터를	
테이블이나	조리대	
가장자리	근처에	두면	안	
됩니다.	표면이	평평하고	
깨끗하며	물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압	가스나	전기	버너의	
위나	근처,	또는	가열된	
오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토스터를	놓으면	안	
됩니다.

2	 Breville®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7	 제품 구조
8	 기능
11	 관리 및 청소
12	 보증

목차

BREVILLE®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Breville®은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아울러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의 예방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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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벽과	천,	커튼	등	
열에	민감한	소재에서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	싱크대	배수판	위에서	
토스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사용하기	전에	항상	
토스터가	올바르게	
조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본	설명서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구울	빵이	토스터에	맞는	
크기인지	그리고	빵	조각	
구멍	위로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빵이	너무	두껍거나	
길어서	빵	운반부에	
걸리거나	끼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토스터가	전원	콘센트에	
꽂혀	있거나	뜨거울	때	
토스터를	절대	덮으시면	
안	됩니다.
•	공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	토스트를	
토스팅	슬롯	바로	위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	작동	중이나	뜨거울	
때에는	토스터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	뜨거운	표면을	만지면	
안	됩니다.	제품을	
들어올리거나	옮길	때는	
측면	부위를	사용합니다.
•	빵을	굽는	동안에는	
작동하는	토스터를	두고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	제품을	이동하기	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청소	및	보관하기	
전에	항상	전원	콘센트의	
전원을	끄고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토스터	바닥에	빵	
부스러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빵	
부스러기	쟁반을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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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여	
청소하면	안	됩니다.	
수세미의	조각이	떨어져	
전기	부품에	닿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제품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본	설명서에	
명시된	청소	지침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기	전에	전원	
코드를	완전히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	코드가	조리대나	
테이블	가장자리에	
걸리거나	뜨거운	표면에	
닿거나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기 제품에 
대한 중요 안전 지침
•		본	제품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	
그러한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제품	
사용에	관해서	감독이나	
지시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	제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전원	
코드,	플러그	또는	
제품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된	경우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검사	및/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인	
Breville®	서비스	센터에	
제품	전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유지	보수(청소	
제외)는	공인	Breville®	
서비스	센터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본	제품은	가정용입니다.	
이	제품을	원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5

움직이는	차량이나	선박	
또는	야외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	전기	제품을	사용할	때는	
추가적인	안전	보호를	
위해	누전	차단기(안전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회로에	정격	잔류	작동	
전류가	30mA	이하인	
안전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은	전기	기술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코드,	전원	플러그,	
제품을	물이나	다른	
액체에	담그시면		
안	됩니다.
•	제품을	이동하기	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청소	및	보관하기	
전에	항상	전원	콘센트의	
전원을	끄고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제품이	작동	중일	때는	
접근	가능한	표면의	
온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의	감독	없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	8세	이상	어린이나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안전한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	
보호자의	감독을	받거나	
지침이	주어지고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는	경우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	8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의	감독	없이	청소	
및	사용자	유지	보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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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과	코드를	8세	미만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외부	타이머나	
별도의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	빵이	탈	수	있으므로	이	
토스터는	커튼	또는	기타	
가연성	소재의	근처나	
아래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	중에는	항상	
감독해야	합니다.

경고
절대	토스터를	옆으로	
눕혀서	작동하시면		

안	됩니다.	감전	또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빵,	머핀	또는	크럼펫에	
음식물을	절대	첨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	토스터는	빵,	크럼펫,	
머핀만	구울	수	있습니다.	
토스터에	다른	물건을	
넣으면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
날카로운	모서리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토스팅	슬롯	사이에	있는	
상단	금속	커버를	잡고	
토스터를	운반하거나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용 
이 지침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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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G

A
C

B

A. 갈색 정도 표시기  
갈색	정도	설정	및	토스팅	진행률을	
나타내는	LED.

B. 빵 선택 링  
어림짐작하지	않고	모든	빵	유형에서	
비슷한	갈색	정도를	보장하려면	빵	유형을	
선택합니다.	
 

빵을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빵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흰색,	과일,	갈색,	곡물,	호밀	또는	
크럼펫	중에서	선택하여	매번	동일한	갈색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럼펫	설정은	중간	발열체에	추가	열을	
활성화하여	크럼펫	또는	베이글의	겉을	
태우지	않고	내부를	토스팅합니다.

C. 갈색 정도 선택 다이얼  
'0'(가장	밝음)에서	'6'(가장	어두움)까지	
설정하여	얼마나	갈색으로	구울	것인지	
선택합니다.

D. 'LIFT & LOOK™'/하이 리프트 레버  
토스팅	사이클	중에	레버를	이용하여	
운반부를	올리고	내릴	수	있으므로	토스팅	
사이클을	중단하지	않고	토스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	리프트	기능으로	
잉글리시	머핀,	크럼펫	또는	베이글과	같은	
작은	빵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E. 'A BIT MORE™'  
토스트가	너무	밝게	나온	경우	한	번	누르면	
토스팅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데우기(REHEAT) 버튼 
토스트가	튀어나와서	식었다면	'데우기
(REHEAT)'를	눌러	다시	데웁니다.

F. 냉동 빵(FROZEN) 버튼  
냉동	빵을	굽는	데	필요한	추가	토스팅	
시간을	활성화합니다.

G. 취소(CANCEL) 버튼  
토스팅	사이클을	취소합니다.

표시되지 않음
Breville	Assist™	플러그

제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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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토스터는	전자식으로	제어되며	220–240V	
전원	콘센트에	연결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	토스터에	붙어	
있는	포장재나	판촉	라벨을	제거합니다.

1.	 전원	플러그를	220–240V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갈색	정도	표시기가	'0'에서	'6'까지		
켜진	다음	선택한	브라우닝	설정(갈색	정도		
다이얼	및	갈색	정도	표시기의	위치로	
표시됨)에	맞춰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다이얼을	조정하지	않으면	몇	분	후에		
토스터가	대기	모드(갈색	정도	표시기가	
어두워짐)로	되돌아갑니다.

참고

토스터를	처음	사용할	때는	빵	없이	최대	
설정으로	굽는	것이	좋습니다.	토스터를	처음	
사용할	때는	약간의	연기나	독특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토스터의	
성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빵,	크럼펫,	베이글	등을	각각의	토스팅	
슬롯에	넣습니다.	토스트용	빵이	토스팅	
슬롯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크거나	
너무	두껍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3.	 빵	선택	링을	사용하여	토스팅	슬롯에	
들어가는	빵	종류를	선택합니다.

참고

다양한	유형의	빵에는	다른	브라우닝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	
토스트와	가벼운	질감의	흰색	빵은	토스팅	

시간이	덜	걸리는	반면,	보다	무거운	질감의	
호밀	빵은	더	많은	토스팅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빵	선택	링을	변경하면	갈색	정도	
선택	다이얼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어림짐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빵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브라우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갈색	정도	선택	다이얼을	사용할	때는	
'0'(가장	밝음)	~	'6'(가장	어두움)	중	원하는	
브라우닝	설정에	바늘을	맞춥니다.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고	선택한	브라우닝	설정으로	
맞춰집니다.	갈색	정도	설정은	각각의	빵	
종류에	상대적이므로	동일한	갈색	정도가	
필요한	경우	다른	빵	종류에	대해서	설정을	
계속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빵을	처음	구울	때는	브라우닝	설정을	'3'(LED	
표시기	9개)으로	하여	굽는	것이	좋습니다.
5.	 토스팅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레버를	아래로	누릅니다.	
갈색	정도	표시기가	"0"에서	깜박이기	
시작한	다음	브라우닝	설정에	도달할	때까지	
갈색	정도	수준을	표시하면서	점차적으로	
숫자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6.	 토스팅	사이클이	완료되면	운반부가	올라간	
위치로	이동합니다.	토스트를	꺼냅니다.	
갈색	정도	표시기는	대기	모드에	들어가기	
전에	몇	분	간	이전에	선택한	브라우닝	
설정으로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참고

대기	모드에서	토스터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거나	갈색	정도	다이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갈색	정도	표시기에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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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토스트가	끼일	수	있으므로	사용	중에는	
작동하는	토스터를	두고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빵,	베이글,	잉글리시	머핀	또는	
토스터	페이스트리가	토스팅	슬롯에	끼이면	
모든	버튼과	LED	토스팅	표시기가	깜박이고	
발열체가	꺼집니다.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고	토스터를	완전히	식힌	다음	
슬롯에서	빵을	조심스럽게	꺼내시기	바랍니다.	
발열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속	조리	도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A BIT MORE™/데우기(REHEAT) 버튼
토스트가	너무	밝게	나온	경우	이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토스팅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	기능은	토스팅	사이클	전,	중,	후에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빵	종류	및	냉동	빵(FROZEN)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팅 사이클 중에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A	BIT	MORE™/데우기(REHEA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하면	버튼	주변에	흰색	
불이	들어옵니다.	토스팅	시간은	자동으로	
증가하지만	갈색	정도	표시기에	더	많은	
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A	BIT	MORE™/
데우기(REHEAT)	기능은	A	BIT	MORE™/
데우기(REHEAT)	버튼을	다시	눌러	취소할	수	
있으며	원래의	토스팅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토스팅 사이클 전이나 후에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A	BIT	MORE™/데우기(REHEA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하면	버튼	주변에	흰색	불이	
들어옵니다.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레버를	
아래로	누릅니다.	갈색	정도	표시기가	가장	
낮은	브라우닝	설정에	자동으로	맞춰진	
다음	추가	브라우닝	시간	동안	깜박이고	
카운트다운됩니다.

빵 종류 선택
빵	선택	기능은	각각의	빵	종류에	대한	총	
토스팅	시간을	변경하므로	다양한	빵	종류에	
대해	동일한	갈색	정도	설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빵 종류를 토스팅하려면
1.	 빵을	토스팅	슬롯에	넣습니다.	
2.	 포인터가	선택한	설정에	맞춰지도록	빵	
선택	링을	토스팅	슬롯의	빵	종류에	맞게	
조정합니다.

3.	 갈색	정도	선택	다이얼을	조정하여	원하는	
브라우닝	설정을	선택합니다.	갈색	정도	
설정	범위는	'0'(가장	밝음)에서	'6'(가장	
어두움)까지입니다.

4.	 토스팅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레버를	아래로	누릅니다.

크럼펫 선택
총	토스팅	시간을	조절하는	것	외에도	크럼펫을	
선택하면	중간	발열체에	추가	열을	활성화하여	
크럼펫	또는	베이글의	겉을	태우지	않고	속을	
완벽하게	토스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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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럼펫이나 베이글을 토스팅하려면,
1.	 토스터	중간	발열체	위의	크럼펫	및	베이글	
표시에	따라	크럼펫	또는	베이글의	속이	
안쪽을	향하도록	하여	크럼펫	또는	베이글을	
토스팅	슬롯에	넣습니다.	

2.	 포인터가	크럼펫(CRUMPET)	
설정에	맞춰지도록	빵	선택	링을	
크럼펫(CRUMPET)으로	조정합니다.	

3.	 갈색	정도	선택	다이얼을	조정하여	원하는	
브라우닝	설정을	선택합니다.	갈색	정도	
설정	범위는	'0'(가장	밝음)에서	'6'(가장	
어두움)까지입니다.	

설정

베이글
크럼펫

4.	 토스팅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레버를	아래로	누릅니다.

참고

크럼펫	설정	중에	외부	발열체가	저출력에서	
꺼지거나	켜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크럼펫	토스트의	겉이	타지	
않고	속이	잘	구워지도록	합니다.

냉동 빵(FROZEN) 버튼
이	기능은	냉동	빵을	토스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토스팅	시간을	활성화합니다.	

냉동 빵을 토스팅하려면,
1.	 빵을	토스팅	슬롯에	넣습니다.	
2.	 포인터가	토스팅	슬롯에	넣은	빵	종류에	
맞춰지도록	빵	선택	링을	조정합니다.

3.	 갈색	정도	선택	다이얼을	조정하여	원하는	
브라우닝	설정을	선택합니다.	갈색	정도	
설정	범위는	'0'(가장	밝음)에서	'6'(가장	
어두움)까지입니다.	

4.	 냉동	빵(FROZEN)	설정을	선택하기	위해	
냉동	빵(FROZEN)	버튼을	누르면	버튼	
주변에	흰색	불이	들어옵니다.	

5.	 토스팅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레버를	아래로	누릅니다.	
토스팅	시간은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6.	 사이클이	끝난	후	냉동	빵(FROZEN)	버튼이	
꺼집니다.

참고

냉동	빵(FROZEN)	기능은	냉동	빵(FROZEN)	
버튼을	다시	눌러	취소할	수	있으며	원래의	
토스팅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LIFT & LOOK™ 레버
이	기능을	이용하면	운반부를	올리고	내릴	
수	있으므로	토스팅	사이클을	중단	및/또는	
취소하지	않고	토스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팅	사이클	중에	레버를	올리기만	
하면	토스팅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클을	계속하려면	레버를	내리고	언제든지	
사이클을	중지하려면	취소(CANCEL)	버튼을	
누릅니다.

하이 리프트 레버
이	레버는	시작	위치에서	약	2cm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부가	들어	
올려져	잉글리시	머핀,	크럼펫	또는	베이글과	
같은	작은	빵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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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스터가	연결된	전원	콘센트를	끈	다음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습니다.	
청소하기	전에	토스터를	완전히	식힙니다.

2.	 토스터에서	빵	부스러기를	치우려면	빵	
부스러기	쟁반(왼쪽	핸들	아래에	위치)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뺍니다.	토스터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빵	부스러기	쟁반을	비우고	
다시	장착합니다.	빵	부스러기	쟁반이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안쪽으로	밀어서	
다시	장착합니다.

3.	 내부에	끼어	있는	추가	부스러기를	
제거하려면	토스터를	통	위에서	뒤집은	다음	
가볍게	흔들어서	부스러기를	털어	냅니다.	
토스터를	세게	내려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발열체나	운반부	메커니즘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4.	 토스터의	외부를	부드럽고	약간	젖은	천으로	
닦은	다음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닦아서	
완전히	말려	줍니다.

참고

청소하실	때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세미의	조각이	떨어져	전기	부품에		
닿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고	토스터	마감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관
토스터가	연결된	전원	콘센트를	끈	다음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습니다.	보관하기	
전에	토스터를	완전히	식힙니다.	청소	지침에	
따라	조리대	위의	평평한	표면이나	접근	가능한	
찬장에	똑바로	세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토스터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경고

밀면	나오는	빵	부스러기	쟁반을	제자리에	놓지	
않은	상태로	토스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빵	부스러기	쟁반에	부스러기가	쌓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빵	부스러기	쟁반을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관리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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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품질 보증
Breville은	구입일로부터	2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잘못된	
제조	공정	및	자재로	인한	결함에	대하여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증기간	동안	Breville	
은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수리	또는	교체를	
제공합니다(Breville의	보증	정책에	따름).
또한,	고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제품의	
하자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보호되며	Breville의	보증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법적	권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Breville의	보증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고객센터에	대한	문의	방법을	살펴	보시려면	
www.breville.com/kr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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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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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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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합니다(Breville의	보증	정책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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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보호되며	Breville의	보증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법적	권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Breville의	보증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고객센터에	대한	문의	방법을	살펴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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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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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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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속적인	제품	개선으로	인해,	본	책자에	담긴	제품	삽화	및	사진은	실제	제품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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