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1

HK-1 파인필러 스탠드타입 (영업용)

취 급 설 명 서

히라노의 파인필러 스탠드 타입을 구입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下記 사항을 사용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또한, 이 취급설명서는 항상 보시기 편리한 곳에 보관하고 숙독하시어 안전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및 경고

• 단단하고 평평한 받침대위에서 낙하등의 사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칼날이 예리하므로 날끝에 주의해 주십시오.

• 칼날부분은 특히 식칼과 마찬가지로 부주의하게 취급하면 흉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칼날이 예리하므로 사용시에는 18세 이상의 정상적인 판단력 및 행동력이 있는 자가

  반드시 혼자서 작업토록 해주십시오.

• 작업시작 및 종료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중에도 끊임없이 기계 및 칼날등에 파손, 

  또는 이상이 없는지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용해 주십시오.

• 칼날파편이 컷팅한 재료 속에 들어갈 경우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항상 작업전,후

  점검해 주십시오.

• 핸들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손을 떼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 핸들이 위로 올라가므로

  이때 얼굴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사용 후에는 파인필러 및 도마등 더러워진 곳은 깨끗이 물로 세척해 주십시오.

• 작업 및 이동중에 손이나 손가락이 가동부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컷팅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안전을 위하여 절대로 한손으로는 작업하지 마십시오.

＊ 이동시에는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 슬라이드부분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는 실리콘계 오일을 소량 도포해 주십시오.

＊ 장기간 사용후 칼날의 마모가 심해질 경우는 칼날 교체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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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칼날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업해 주십시오.

＊파인애플은 잘랐을 때에 즙이 많이 나오므로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멸균, 살균된 행주로 자주

  닦아 주십시오.

 *칼날을 HK-1의 본체에 장착된 도마가 아닌 다른 

  받침을 대면 칼날부분이 손상되기 쉬우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밑둥이 위로     잎부분이 아래로

칼날의 중앙과 파인애플의 중앙이

일치되도록 합니다.

셋팅시 사진과 같이 칼날이 아래로

향하므로 안전장갑 착용을 권합니다.

P.2

파인필러 스탠드타입 HK-1

사용방법

① 작업대에 파인필러 스탠드(HK-1)와 파인필러 원터치(HKP)를 세팅합니다.

 

② 양쪽면을 컷팅한 파인애플을 잎이 있던 쪽을 아래로 하고 중앙에 맞추어 세팅합니다.    

   양쪽은 가급적 빗각이 아닌 직각으로 평행이 되도록 잘라주십시오.

   파인애플을 놓을 때 기울어지게 되면 절단면에 껍질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레버를 내리면 파인애플이 눌리며 탈피됩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위상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④ 레버를 놓거나 들어 올리면 파인애플이 빠집니다.

  *컷팅시에 파인애플의 무른 정도나 수분량에 따라서 컷팅 후 레버를 올렸을 때에

   파인애플이 칼날(원터치 타입) 본체에 달라붙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대로 밀어 올리면 도중에 파인애플이 떨어져 즙이 사방으로 튈 수 있습니다.

   



▶

▶

P.3

장착 및 분해 방법

1)스프링 장착 

  2개의 스프링을 그림과 같이 본체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착시 스프링 장력에 의해 부상의 염려가 있으므로 2인1조 장착을 권합니다.

2)칼날 분해

 ①스탠드 본체에서 2개소의 접나사(大)를 풀어 본체와 분리합니다.

 ②다음 그림과 같은 순으로 4개소의 접나사(小)를 풀어 외주날과 심빼기 칼날을 분리

 합니다. (조립은 역순입니다.)

 



▶ ▶

▶

P.4

수평 맞추는 방법

 ①스탠드 본체의 레버를 내려 외주날과 도마가 뜬 곳 없이 일치 하는지 확인합니다.

 ②뜬 곳(틈) 이 있는 곳의 위치(전, 후면)을 확인후 칼날부를 본체에서 분리, 아래 그림과

 같이 4개소의 접나사(小)를 풀어 직사각의 걸침판을 들어낸 후 칼날부만 남게 합니다.

 

 ③뜬 곳의 위치가 전면이라면 예비부품으로 드리는 와셔를 전면 두 곳의 접나사 채우는

 볼트에 끼우고 또 후면이라면 후면의 두 곳 볼트에 와셔를 끼워넣고 다시 역순으로 체결

 합니다. 와셔는 뜬 높이가 적으면 한 개 틈이 넓으면 두 개를 채워 넣습니다.  

  

 

 

 ④스탠드 본체에 칼날부를 체결한 뒤 다시금 레버를 내려 칼날부와 도마가 잘 맞닿았는지

 확인합니다.   



평행하게 컷팅되지 않은 파인애플을 자르면

잘려진 파인애플 형태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칼날 삽입방법이 통상과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어 파인필러의 날끝을 손상케 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탈피된 파인애플도 껍질이

남고 또 과육의 Loss가 다량 발생합니다.

P.5

파인애플을 깨끗하게 컷팅하기 위해서 다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파인애플은 가급적 평행으로 자릅니다.

파인필러의 세척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중, 또는 사용후 반드시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1.파인필러 스탠드(HK-1)와 칼날(HPW)을 분리합니다.

2.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솔로 세척후 자연 건조 시키거나 액체 소독제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3.칼날(HPW)이 위험하므로 장갑 착용후 세척용 솔을 사용하여 세척하며 찌꺼기가 

  낀 부분도 솔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4.뜨거운 온수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열탕소독기는 부품 중 프라스틱의 변형이 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