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 탈피기 취급설명서

(주)히라노제작소의 당근 탈피기를 구입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下記사항을 사용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또한, 이 취급설명서는 항상 보시기 편리한 곳에 보관하고 숙독하시어 안전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주의 및 경고 ----------------------

• 낙하․미끄럼 등에 따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상온의 습기가 적은 장소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 당근 및 기타 야채류의 탈피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칼날이 예리하므로 사용 시에는 18세 이상의 정상적인 판단력 및 행동력이 있는 자가 반드시 

 혼자서 작업해 주십시오.

• 당근 탈피기의 칼날은 무척 예리합니다.

 작업 전,후 또는 작업 중에도 항상 칼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근 탈피기 투입구에 손을 넣고 동작버튼 혹은 레버를 동작하면 매우 위험하오니 항상 당근을    

 투입한 손이 투입구에서 완전히 빠져 나온 이후에 동작하시길 바랍니다.

• 칼날틀 안으로 손을 넣으면 절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칼날틀 안으로는 손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작업시작 및 종료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도 끊임없이 기계 및 칼날 등에 파손 또는

 이상이 없는지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용해 주십시오.

• 사용중에 칼날조각이나 칼날파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칼날 조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공 된 

 당근 속에 섞인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모두 폐기해 주십시오.

• 세척 시에는 특히 칼날에 주의하고 냉수 또는 미온수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하여 주십시오.

• 보관시에는 낙하 등의 염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당근 탈피기 사용방법】
 

 

  1.구조 및 부분품별 명칭

  핸들

                                                                                       동작

                                                                                       버튼

누름봉 

칼날틀

              <수동식 당근 탈피기>                       <자동식 당근 탈피기>

  2.한손으로 투입구에 당근의 뾰족한 부분을 아래로 세워서 넣어 줍니다. 

                                →                         →

  3.수동식은 핸들을 잡고 아래 방향으로 누르고 자동식은 동작버튼을 누르면 누름봉이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4.누름봉이 당근을 칼날틀 속으로 통과 시키면 탈피 된 당근이 아래로 낙하합니다.

  5.탈피 된 당근이 떨어지는 깊이가 길면 충격으로 상처가 생길 수 있사오니 배출구 쪽에는        

   작업박스를 설치하여 낙하 구간을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6.수동식과 자동식의 특징을 설치 기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7.수동식 핸들을 내릴 때 바로 아래로 내리면 LOOK이 걸려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아래로 내리면 고장 및 파손에 원인이 됩니다. 잡은 핸들을 앞으로 밀면 LOOK이 풀리면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림 참조)

 

                                   X                           O  

  8.투입구에 절대로 손을 올리고 작업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스프링이 끊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칼날교환 및 간격조절*

  1.칼날이 마모되면 깨끗이 탈피되지 않고 작업도 힘들게 됩니다. 

   무리한 작업은 기계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칼날은 미리 교환해 주십시오.

  2.먼저 고정나사(2개)를 완전히 풉니다.

 



  3.기존 칼날뭉치를 빼어낸 후 칼날뭉치에서 칼날을 양쪽의 홈에서 뺍니다.

   홈이 좁아져서 칼날이 빠지지 않으면 공구를 이용해서 입구를 늘려줍니다.

  

  4.새 칼날 교체 방향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5.새 칼날로 교체한 칼날뭉치를 역순으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6.탈피기 간격 조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육각볼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육각볼트에 체결 된      

   너트를 풀고 육각볼트를 조이거나 풀면 칼날부가 움직입니다. 육각볼트로 충분하게 조절 후에는  

   육각볼트가 풀리지 않도록 반드시 너트를 조여야 합니다.

   

  7.칼날을 잘못 장착하면 탈피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칼날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신 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