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엉 탈피기 취급설명서

(주)히라노제작소의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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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엉 및 기타 야채류의 탈피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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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작업해 주십시오.

• 우엉 탈피기의 칼날은 무척 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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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엉 탈피기 투입구에 손을 넣으면 매우 위험하오니 항상 우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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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중에 칼날조각이나 칼날파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칼날 조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공 된 

 우엉 속에 섞인 것으로 판단 될 경우에는 모두 폐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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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관 시에는 낙하 등의 염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우엉 탈피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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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사용해서 홈이 좁아졌을 경우 칼날이 쉽게 빠지도록 공구를 이용해서 입구를 늘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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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및 소모품 문의】
                            히라노코리아
                            T.031-373-9618
                            F.031-373-9619

   http://www.hirano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