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M

p.02 한
국
어

S����ᓠ
ᇄ

p.12 English
Q��傈俑

[kjWXW^`YG㇠㟝㉘⮹㉐G䋩䚝GoYWWGz�����G┍⺵㙸OrySluSjoSqwP�}UWXU����GGGX YWYWTWYTXWGGG㝘䟸G\aZ`aX`



02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주거나, 잡아당기거나, 고온 근처에 놓거나, 가스렌
지 등 화기 근처에 두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거
나, 좁은 곳에 끼워 놓거나, 가공하지 마세요. 
● 절대로 개조하지 마세요. 또한,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세요. 
● 본체의 틈새나 구멍에 손가락, 철핀 등의 이물질
을 넣지 마세요.  화재, 감전, 상해, 고장의 원인이 됩니
다. 제품 AS 및 점검은 휴롬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 전원코드 손상시 수리 및 개조하지 마시고 A/S 
및 대리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체에 물을 묻히거나 뿌리지 마세요.  제품의 스
위치에 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
세요. 
●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지 마세요. 
●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접지하세요. 또한, 가스관, 플
라스틱 수도관, 전화선 등에는 접지하지 마세요.  반드시 
접지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세요.
● 작동 중에 드럼세트 부품을 분해하거나, 투입구
나 주스 배출구에 손가락, 숟가락 등의 이물질을 절
대로 넣지 마세요.  
●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어
린이가 이 기기를 놀이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감독
이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잘못 건드리거나, 넘어트리면 
상해나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 취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사용하지 마
세요. 신체장애 또는 심리적 문제가 있거나 경험과 지식
이 부족한 사람은감독자 없이는 사용하지 마세요.
● 자력을 가지는 물품(ex. 자석팔찌 등)을 착용하
거나 소지한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자
력을 가진 물건을 제품 주변에 두면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본체 세트나 호퍼세트를 제대로 결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동시키지 마세요.  
● 도시가스 등의 유출이 있을 때는 전원 코드를 조
작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완전히 환기를 시키세요. 
●  배출구에 젓가락, 숟가락 등을 절대 넣지 마세요. 
● 작동 중 스크루의 회전이 멈춘 경우 [역회전]버튼
을 3~5초 간 눌러 역회전 작동을 시킨 후, 역회전 작
동이 완전히 멈추면 다시 [착즙]버튼을 누르세요. 작
동 중 멈춤 상태가 지속되면 모터 과열로 인한 부품 손상, 
기능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가 지속될 시 제품을 정
지시키고 휴롬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작동 중에 본체를 이동시키거나, 드럼세트 또는 

  경고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젖은 손으로 코드를 꽂거나 뽑지 마세요. 
● 보증서와 명판에 표기된 교류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감전, 화재, 성능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전
압이 다를 경우 모터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고장의 원인
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원코드를 콘센트 깊숙히 정확하게 꽂아 넣으
세요. 
●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묶거나, 상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P2~5) 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읽은 후에는 누구나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장소에 보
관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국내(대한민국)용 입니다. 전원, 전압이 다
른 국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의 사양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보시기전에

사용설명서 [ 가정용 / 보증서 별도 ]   |   H-2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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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분리하거나 결착하지 마세요.  반드시 정지시
키고 전원코드를 뽑은 후 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사용 시 넥타이, 긴 목걸이, 스카프 등이 투
입구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본 제품은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 놓고 사용하
세요.  
● 투입구에 재료를 넣을 때, 눌름봉 이외의 것(젓
가락, 숟가락, 딱딱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 마세요. 
● 1회 연속 30분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모터의 과열
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재작동은 5분 정도 기기를 완
전히 정지 시킨 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에 심한 충격을 주거나 떨어트리지 마세요. 
● 가정용 제품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
요. 많은 양의 재료를 무리하게 착즙할 경우 부품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용방법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 이상한 소리나 과도한 발열, 연기가 나면 즉시 사
용을 중지하고,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 제품 사용 시 나는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소멸
됩니다.
● 사용 시 이외는 전원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아주
세요.  또한, 코드를 뽑을 때는 반드시 전원 코드 머리
를 잡고 뽑으세요. 
● 80 °C 이상의 고온에서는 세척하지 마세요. 식기
세척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등에 넣지 마세요.  고장, 
부품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 기기는 약 6.5 kg입니다. 기기를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두 손으로 본체를 확실히 잡고 이동하세요.  
드럼이나 본체 측면 등을 잡고 이동하면 본체가 낙하하
여 상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가정용 제품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
요. 많은 양의 재료를 무리하게 착즙할 경우 부품 파
손의 원인이 됩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
용방법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반드시 재료별 손질법을 잘 숙지하시고 올바르게 
손질 후 투입해 주세요. 
- 재료가 올바르게 손질되지 않으면 착즙이 원활하지 않
거나 제품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재료 
-바나나, 알로에, 마, 백년초, 무른 키위, 토마토와 같이 무
른 재료를 단독으로 사용 시 드럼 내 즙 고임현상이 일어
나 원활한 착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르지 않은 재료
와 함께 혼합하여 사용해 주세요.

2. 사용중 주의 사항

-호두,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잣, 콩 등은 소량만 혼
합 투입하거나 물에 불려 다른 재료와 혼합 투입하세요. 
 착즙이 불가한 재료 
- 깨, 원두, 산초, 나무껍질, 솔잎 등과 같이 즙을 낼 수 없
는 재료는 넣지 마세요. 미꾸라지, 장어, 새우, 다슬기, 오
징어 등을 투입하지 마세요.
- 술, 꿀, 설탕 등에 절인 과일(포도, 복분자, 오디 등) 및 효
소류(함초, 와송 등)를 투입하지 마세요.
- 보리수, 알로에, 백년초, 모과, 바나나, 마, 칡, 사탕수수, 
도토리, 민들레 등과 같이 재료 특성상 착즙이 어려운 재
료는 넣지 마세요.   
- 삶은 감자, 고구마, 콩 등과 같이 삶은 재료는 넣지 마세
요. 곡물 분쇄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얼린 재료를 착즙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착즙한 녹즙, 주스는 장기보관하지 마시고, 가급적 
바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곡물 분쇄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파손 및 고
장의 원인이 됩니다.) 
 한번 착즙한 찌꺼기는 재착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료 투입 전 공회전을 하지 마세요.
 호퍼의 재료투입한계점 이상으로 재료를 투입하
지 마세요.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 모터 과열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단, 연속 사용 시 일
단 정지하고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용하세요.
 동작 중 절대로 주스/찌꺼기 배출구에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을 넣지 마세요.
 눌름봉 이외의 것으로 재료를 절대로 밀어넣지 마
세요. 부품이 파손되거나 상해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지 마세요. 
- 감전 , 누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스위치 주변에 이물
질 같은 것을 묻히지 마세요.
 주스캡은 열고 사용해 주시고, 여러번 혹은 대량
으로 착즙하실 때에는 제품 뒤쪽의 찌꺼기컵을 자
주 비워주세요.
- 주스나 찌꺼기가 넘칠 수 있습니다. 주스캡을 닫고 착즙
하면 호퍼내로 주스가 역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시든 재료나 냉동 과일은 착
즙량이 적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후 바로 세척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말라 붙어 분
해 및 세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 후 바로 세척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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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4. 필터 선택 시 주의 사항3. 전원 스위치

[  ] : 정지 - 제품 작동을 정지 할 때 
사용합니다.

제품 작동 시 스위치를 눌러 사용합니다.

[  ] : 역회전 - 착즙 중 재료가 
과투입 되어 작동이 멈추었을 때 사용
합니다. ※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에만 작동하며 손을 떼면 멈춥니다.

※ 재료별 손질법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체질에 맞는 재료 선택이 필요합니다.

※ 재료별 손질법을 참고하시고 재료에 맞는 필터
를 선택하세요. 

※ 재료별 기기 사용 방법 및 참고 사항은 레시피북
을 참조해 주십시오.

※ 호퍼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재료를 손질 해 주
시되 대량 착즙 하거나 빠른 착즙을 원하실 때에는 
좀 더 잘게 잘라서 투입하시고, 1kg 정도 '착즙 후 분
리, 세척' 과정을 반복하여 사용해주세요. 

※ 호퍼의 재료투입한계선 이상으로 재료를 넣지마
세요.

※ 무른 과일 착즙 시 미세 필터를 사용하면 드럼 내 
재료가 괼 수 있습니다.

※ 섬유질이 많은 과채류를 기본 필터로 착즙할 경
우 주스가 걸쭉해 질 수 있습니다.

※ 착즙 불가 재료 : 해당 재료 투입 시 파손 및 고장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깨, 원두, 산초, 나무껍질, 솔잎 등과 같이 즙을 낼 수 없
는 재료. 미꾸라지, 장어, 새우, 다슬기, 오징어 등.
- 술, 꿀, 설탕 등에 절인 과일(포도, 복분자, 오디 등) 및 
효소류(함초, 와송 등)
- 보리수, 알로에, 백년초, 모과, 바나나, 마, 칡, 사탕수
수, 도토리, 민들레 등과 같이 재료 특성상 착즙이 어
려운 재료   
- 삶은 감자, 고구마, 콩 등과 같이 삶은 재료
- 곡물 분쇄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얼린 재료

※ <사용중 주의사항>의 안내를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3P 참조)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  ] : 작동 - 제품을 작동시켜 착
즙 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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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본 필터 (주황색) 4-2. 미세 필터 (검정색)

• 섬유질이 많거나 뿌리, 줄기, 잎 채소류를 착즙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과채류는 기본필터를 사용하세요)
• 필터 구분 : 필터 날개에 [ B ]필터 구분 마크가 있습니다.
• 재료별로 손질에 주의가 필요한 재료 등이 있으니 
     하단 재료별 손질법을 참조하세요. 
•대량 혹은 여러번 착즙할 경우 잘게 손질하여 '착즙 후 
   분리, 세척' 과정을 반복하시고, 뒤쪽 찌꺼기컵을 자주 
   비워주세요. 
•빠른 착즙을 원하실 때에도 잘게 손질해 주세요.

     뿌리 채소 류
   당근, 비트, 생강, 고구마, 감자, 마늘 등
재료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흙과 같은 이물질을 반
드시 제거해줍니다. 생강과 같이 섬유질이 많은 재료는 겉
껍질을 제거한 후 동강내고, 긴  재료는 세로 썰기로 동강
내어 착즙하세요.

     잎 • 줄기 채소 류  
  셀러리, 케일, 양배추, 미나리, 밀싹, 부추 등
3cm이내로 손질하여 착즙해 주세요. 잎 줄기 채소류는 섬
유질이 길고 질겨서 착즙이 잘 되지 않거나 감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뿌리, 잎, 줄기 채소류 외의 재료들을 미세필터로 
    착즙할 때에는 주스가 괴일 수 있습니다. 
    기본 필터를 사용해 주세요.

• 일반 적인 과일 채소류를 착즙 하실 때 사용하세요.
• 필터 구분 :  필터 날개에 [ A ]필터 구분 마크가 있습니다.

     시트러스 류
  자몽, 오렌지, 레몬 등
겉껍질을 벗기고 과육을 호퍼 투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로 썰어 준비합니다. 치아로 씹을 수 없는 단단한 씨는 제거한 
후 투입하세요.

     껍질이 두꺼운 과일 류
  파인애플, 용과, 멜론, 수박, 석류 등
겉껍질을 벗기고 과육을 호퍼 투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로 썰어 준비합니다. 치아로 씹기 힘들 정도의 씨는 제거한 후 
투입해 주세요.

     씨앗 과일 류
  포도, 사과, 복숭아, 감, 자두, 체리, 배, 참외 등
치아로 씹을 수 없는 단단한 씨앗, 복숭아 등과 같이 크기가 
큰 씨가  들어 있는 재료는 반드시 씨를 제거한 후 과육만 준
비하여 동강냅니다. 단단한 씨는 작동 멈춤, 부품 파손 등의 원
인이 됩니다. 사과씨는 독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제거해 주세
요. 포도류는 깨끗이 씻은 후 알알이 떼어 준비합니다. 너무 
무른 재료는 단일 착즙 하지 마시고 다른 과채류와 혼합 투입
해 주세요.

     무른 과일 류
  단독착즙 (베리류, 방울토마토, 파인애플 등)
※ 깨끗이 씻어 투입구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다듬어 주세
요. 꼭지가 있는 과채류는 꼭지를 제거하세요.

   혼합착즙 (딸기, 키위, 바나나, 찰토마토, 망고 등)
※ 수분이 적고 점성이 강한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
어 착즙하세요. 껍질과 꼭지를 제거하세요. 망고는 씨를 제
거해주세요.

J

[kjWXW^`YG㇠㟝㉘⮹㉐G䋩䚝GoYWWGz�����G┍⺵㙸OrySluSjoSqwP�}UWXU����GGG\ YWYWTWYTXWGGG㝘䟸G\aZ`aYY



06 5. 조립방법

드럼의 홈(⑦-5)에 외부 필터의 날개(⑤/⑥)를 맞춰 조립하세요.
드럼에 조립된 외부 필터에 이너필터와 스크루를 조립합니다. 
이너필터의 결착점(④-1)과 외부 필터의 날개(⑤-1 / ⑥-1)가 만나도록 조립하세요.

호퍼(②-1)에 호퍼뚜껑(①-3)을 세로로 세워서 조립해 주세요.
호퍼 [  ]조립표시점(⑦-1)과 드럼의 [  ] 조립표시점(②-3)을 맞춰 결착하세요. 
결착된 호퍼를 드럼의 [  ]조립표시점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려 주세요. 
내부 부품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으면 호퍼가 닫히지 않습니다. 

드럼부 배출커버(⑦-2)와 고리가 올바르게 닫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1. 배출커버를 위로 올려 닫고 고리를 걸어 주세요.

2. 패킹이 올바르게 조립 되지 않았거나 레버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으면 착즙 도중 

   레버가 열리거나 주스가 셀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조립된 드럼세트를 본체에 올려주세요.

01
02

03
04
05

06

07

Α�Β�
Γ�

Ώ
�

Ύ�

Γ�

ΐ�

Γ�

01 02 03

0604 

Ύ�

05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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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실리콘류 조립과 분해

 ※ 패킹은 소모품으로 6개월~1년 단위로 교체
사용 권장합니다. 고객센터 통해 구매할수 있습
니다.

01
02
03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으면 즙이 샙니다.)

패킹을 잡고 젖히듯이 빼냅니다.
세척 후 패킹의 한쪽을 먼저 걸듯이 끼웁니다.
나머지 부분도 끼우고 둘레를 눌러줍니다.

착즙 패킹

실 패킹

01

02

Γ�

Γ�

01

02

Γ�

Γ�

세척 후 패킹의 둥근부분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격자 
홈이 위를 향하도록 구분하여 끼웁니다.

패킹의 위아래를 구분하여 조립하세요. 

주스캡 패킹

호퍼 패킹

01
02

03

분리 시에는 한쪽을 젖혀 빼세요. 
세척 후 패킹 위아래를 방향을 확인하여 한쪽을 
걸듯이 끼웁니다.
패킹의 나머지는 접히는 부분없이 꾹꾹  눌러 조
립합니다.

Γ�

Γ�

드럼 패킹

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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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7. 사용 방법

04

07

05

08

06

09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01 0302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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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동 스위치의 역회전[REV] 버튼을 3~5초
간 누르셨다가 손을 떼는 과정을 2~3회 반복해 
주세요. 역회전[REV]은 재료를 위로 되돌리는 버튼 
입니다. 역회전[REV]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
동되며, 버튼에서 손을 떼면 스크루의 회전이 멈춥니
다. 

02 역회전 작동이 완전히 정지하고 난 뒤 
착즙[ON ]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켜 줍니다. 착즙
[ ON ]이나 역회전[ REV ]  기능 작동 시 반드시 스크
루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춘 다음 돌리고자 하는 방향
으로 버튼을 돌려줍니다.

참고하세요
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센
트에서 코드를 뽑고 드럼세트를 분리하여 세척한 뒤 
다시 사용하세요.
모터의 특성상 정지시켜도 바로 멈추지 않고 작동 중
인 방향으로 천천히 돌다가 멈춥니다.

 8. 사용 중 스크루가 멈출 때

01

02

01 호퍼 손잡이 안쪽의 레버를 당겨 호퍼 뚜껑을 
열어주세요. 
① 호퍼 손잡이 안쪽의 레버를 당기면 호퍼 뚜껑이 열립
니다. 과다한 재료 투입은 제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02  호퍼의 투입 한계선까지만 재료를 넣어 주세요. 
① 무른 재료는 혼합 착즙해 주세요.
② 많은 양을 착즙하실 때에는 드럼과 본체 뒤쪽 찌꺼기
컵을 자주 비워주세요.

03  호퍼 뚜껑은 닫고 주스캡은 반드시 열어주세요.
① 착즙 버튼을 누르기 전에 즙컵을 먼저 놓아주세요.
② 주스캡을 닫고 착즙하면 호퍼 내로 주스가 역류할 수 
있습니다. 주스캡을 다시 열어도 주스가 흘러나오지 않는
다면 호퍼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비워주세요.

04  전원 스위치[ON]를 눌러 작동 시킵니다.
① 제품 작동 시 '찰칵' 하는 소리는 드럼세트와 모터가 결
착되는 소리입니다. 

05  작동 중 재료를 추가 투입하고 싶을 때에는 
추가투입구를 사용하거나 호퍼 뚜껑을 여세요.
① 호퍼뚜껑을 열면 작동이 멈춥니다. 
② 지정된 눌름봉 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③ 착즙 중 호퍼 내에서 재료가 헛돌때에는 눌름봉을 사
용하여 눌러주세요. 

06  제품 뒤쪽의 찌꺼기컵이 가득 차지 않도록 
자주 비워주세요.

07  호퍼 내 재료가 완전히 내려간 뒤 1분정도 더 
작동 시켜 주세요. 
① 천천히 눌러 짜기 때문에 마지막 재료 착즙까지는 시
간이 필요합니다. 
② 착즙후에도 추가 작동시켜 잔류 찌꺼기를 제거하면 호
퍼 분리와 부품 세척 시 더욱 편리합니다.

08  착즙과 찌꺼기 배출이 끝나면 전원 스위치를 
눌러 정지시킵니다.
① 전원 스위치로 정지시켜도 3초 이후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09  드럼 내 남은 주스를 앞으로 기우려 따라주세요.
① 토마토와 같이 주스 농도가 걸쭉힌 주스는 드럼 내에 
주스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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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 분해와 세척방법 

 제품 작동이 완전히 정지 한 후 마른 손으로 전원 코
드를 뽑아주세요. 제품을 정지시켜도 모터가 천천히 
멈추니 작동이 완전히 정지한 후 3초정도 뒤에 드럼 
세트를 분리하세요.  

드럼세트와 본체를 분리합니다. 호퍼를 돌려서 연 후 부
품들을 차례로 당겨  분해합니다.

청소솔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부품을 세척하세요. 

드럼은 배출커버와 주스캡을 열어서 세척합니다. 

본체는 물기를 꽉 짠 타월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
세요. 

실리콘 재질의 패킹류는 사용 후 분리/세척 하세요. -잔
여물이 끼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호퍼 패킹, 주스캡 
패킹, 착즙패킹, 실패킹, 드럼패킹)

베이킹 소다, 구연산 또는 식초를 희석한 미온수에 담가
두시면 살균 세척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후 제품을 바로 세척하지 않으면 제품의 스테인리
스 스틸 부품과 기타 부품들은 재료의 염분과 찌꺼기로 인
해 부식되거나 변색될 수 있고 오염물이 말라 붙어 분해 및 
세척이 어려워 지거나 성능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바로 세척하여 완전히 자연 건조시켜 
깨끗한 곳에 보관하세요. 장기 보관시, 반드시 세척솔을 이
용하여 깨끗이 세척 후 보관하세요. 끓는 물이나 고온을 
이용한 세척, 철 수세미, 연마제, 날카로운 청소도구를 사
용하지 마세요.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에 넣지 마세요. 

※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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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의뢰하시기 전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세요. 
사용 중 A/S 신청 및 문의는 고객센터 TEL)1544-7011, 홈페이지 http://www.hurom.co.kr 을 통해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신청이나 부품 신청 시 모델명과 제조번호 혹은 바코드 아래 숫자를 확인해 주
시기 바랍니다.

10. 수리를 
의뢰하시기 전에

01. 작동을 시작하면 '찰칵' 
소리가 납니다. 

02. 본체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03. 안전센서에 맞춰 조립해 
주세요.

04.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05. 정상 작동 중 멈춥니다. 

06. 스크루에 깨진 자국 및 
스크류 상단에 스크래치 
자국이 있습니다. 

07. 재료 투입 직 후 찌꺼기 
배출구로 즙이 샙니다. 

08. 호퍼내로 주스가 역류
합니다. 

09. 호퍼와 드럼사이, 드럼과 
본체 사이에 주스가 샙니다.

10. 호퍼가 열리지 않습니다. 

11. (착즙 시) 드럼이 흔들립
니다. 

12. 배출커버를 닫았는데 
찌꺼기가 배출이 됩니다. 

모터와 스크루가 결착하는 소리입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드럼세트와 본체가 올바르게 조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 조립/분리시 반드시 전원을 꺼주세요.

표시점에 맞춰 조립되었는지 확인 하세요. 
제품 조립/분리시 반드시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코드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장시간 사용 시(30분 이상)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체(모터)의 열이 식은 뒤 정상작동됩니다.
호퍼가 올바로 결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호퍼 결착이 바르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습
니다. 드럼 자물쇠 표시와 호퍼의 조립표시점이 서로 마주보도록 조립하셔야만 작동 가
능합니다.본 제품을 조립법 순서대로 조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조립안내 페이지(P06)
를 참조하세요.

재료가 과다 투입되었거나 너무 굵은 재료가 투입되지 않았나요?설명서 P09를 참
고 하시어 역회전 작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형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크류 측면과 상단에 일직선의 성형자국 이외의 곡
선형태의 자국이 남습니다. 정상적인 부품으로 사용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투입 재료에 따라 찌꺼기 배출구로 주스가 조금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제품 이상은 아니며 재료특성에 따른 현상이며 작동 시 즙샘 현상은 멈춥니다. 계속 주
스가 새면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주스캡을 닫은 상태에서 착즙하셨나요?  주스캡을 닫은 상태에서 착즙할 경우 호퍼
내로 주스가 역류할 수 있습니다. 주스캡을 다시 열어도 충분히 배출이 되지 않는다면 호
퍼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비워주세요. 

호퍼 패킹이나 드럼 패킹이 올바르게 조립되었나요? 
호퍼 패킹이나 드럼 패킹이 거꾸로 조립 되었거나 완전히 조립되지 않으면 즙이 샙니다. 
패킹이 올바르게 조립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부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을수 있습니다. 제품을 작동[ON]시켜 내부 찌꺼기를 
배출하거나 역회전[REV]을 10초 가량 작동시켰다가 멈추고를 2~3회 반복하면 호퍼가 
잘 열려집니다.
이물질, 고형물질(감 씨류의 단단한 씨)이 투입되지 않았나요? 
이물질, 고형물이 투입 되었을 경우에는 역회전 시도 시 부품이 더 파손 될 수 있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A/S 접수 해주세요.

본체 모터 운동 힘에 의해 약간 흔들림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재료의 특성(단단
하거나 질긴)에 따라 크고 작은 움직임이 발생 합니다. 이는 스크루가 회전하면서 생기
는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고장이 아닙니다. 수분이 많고 무른 재료에 비해 단단한 재료
들은 흔들림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예 : 당근/감자/무/비트/콜라비 등)

레버를 닫아도 찌꺼기는 자연스럽게 배출 됩니다.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찌꺼기 
배출량과 배출속도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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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You should read <Precautions for Safe Use >
02 You should follow <Precautions for Safe Use >
03 Precautions are classified as follows.

1. Precautions for Safe Use 

OUTLET WHILE THE JUICER IS RUNNING.
 WHEN THE POWER CORD, WIRE IS BROKEN OR 

DAMAGED OR THE PLUG!IN PART BECOMES LOOSE, 
DO NOT OPERATE THE MACHINE. IF THE SUPPLY 
COR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BY THE 
MANUFACTURER, IT'S SUERVICE AGENT OR SIMILARLY 
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AVOID A HAZARD.
 DO NOT WET  OR SPLASH WATER ON THE MAIN BODY.  

Be careful not to let any liquids or other substances get into the 
switch on the appliance.
 DO NOT OPERATE THE POWER DIAL WITH WET HANDS. 
 FOR SAFETY, GROUND THE APPLIANCE. (MAKE SURE 

TO USE THE OUTLET WITH GROUND CONNECTION.) 
DO NOT GROUND TO GAS PIPE, PLASTIC WATER PIPE,  
TELEPHONE LINE, AND SO FORTH.  It could cause electric 
shock, fire, malfunction or explosion. 
 NEVER DISASSEMBLE THE CHAMBER SET DURING 

OPERATION NOR INSERT FINGERS, FOREIGN OBJECTS 
SUCH AS FORKS, SPOONS, ETC. INTO HOPPER CHUTE OR 
JUICE OUTLET.  
 APPLIANCES CAN BE 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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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 ANCE IN A SAFE WAY AND IF THEY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CHIL  DREN 
SHALL NOT PLAY WITH THE APPLIANCE. CLEANING 
AND USER MAINTENANCE SHALL NOT BE MADE BY 
CHILDREN. THIS APPLIANCE SHALL NOT BE USED BY 
CHILDREN. KEEP THE APPLIANCE OUT OF REACH OF 
CHILDREN.
 DO NOT USE THE PRODUCT WHILE WEARING OR 

CARRYING ITEMS WITH MAG NETIC FORCE (E.G., 
MAGNETIC BRACELETS, ETC.). Placing objects with magnetic 
force around the product may lead to malfunctions.

  Caution  Violating the labeling requirement, may 
cause serious injury or damage to the appliance.  
 DO NOT RUN THE JUICER WHILE THE CHAMBER SET IS 

NOT ASSEMBLED     PROPERLY. 
 WHEN DETECTING A GAS LEAK, DO NOT INSERT THE 

POWER CORD INTO THE OUTLET. OPEN THE WINDOW TO 
VENTILATE FULLY AND IMMEDIATELY.
  NEVER INSERT UTENSILS SUCH AS CHOPSTICKS OR 

SPOONS INTO THE JUICE/PULP VENT. 
 IF THE SQUEEZING SCREW STOPS SPINNING DURING 

NORMAL OPERATION, PRESS THE "REV" BUTTON AND 
HOLD FOR 3 TO 5 SECONDS TO ACTIVATE REVERSE 
ROTATION. AFTER REVERSE ROTATION STOPS 
COMPLETELY, PRESS "ON" BUTTON AGAIN TO RESUME 
NORMAL OPERATION. If the screw continues to stop during 
the operation, the parts may be damaged or performance 
may be impaired due to overheating in the motor.  When such 
a problem continues, stop using the product and contact our 

  Warning  Violating the labeling requirement,  may 
cause serious injury or death.  
 DO NOT PLUG IN NOR UNPLUG WITH WET HANDS.
 USE THE RIGHT VOLTAGE ONLY AS SPECIFIED ON THE 

WARRANTY CARD AND THE PRODUCT SPECIFICATIONS. 
FAILURE TO FOLLOW THIS INSTRUCTION MAY RESULT 
IN ELECTRIC SHOCK, FIRE, OR PERFORMANCE 
IMPAIRMENT.  Connecting to a different voltage may shorten 
the motor's lifespan or cause malfunction.
 PLUG THE POWER CORD CORRECTLY AND FIT IT 

TIGHTLY INTO A WALL SOCKET.   
 IF THE POWER COR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BY THE MANUFACTURER’S ITS SERVICE OR SIMILARLY 
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AVOID A HAZARD. If the 
power cord is damaged, it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NEVER DISASSEMBLE CHAMBER SET PARTS OR INSERT 

ALIEN SUBSTANCES INTO THE JUICE OUTLET AND PULP 

1. Read 'Precautions for Safe Use ' (p. 12~13)  and 
use the appliance properly.
2. After reading the manual, keep it in a convenient 
location for future reference.
3. Do not use it abroad which has different power 
supply and voltage.
4. Any quality improvements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Before Reading Manual

Instruction Manual [ Home use only / Warranty not included ]   |   H-200 Series

CONTENS
1. Precautions for Safe Use 
 
2. Cautions During Operation

3. Power Switch / 
4. Precautions for Strainers

5. How to Assemble

6. Plugging and Unplugging Silicone 

7. How to operate

8. When the squeezing screw stops 
during normal operation

9. How to disassemble and clean

10. Before requesting repair

P 02

P 03

P 04

P 06

P 07

P 08

P 09

P 1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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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ustomer service center. 
 DURING THE OPERATION, DO NOT ATTEMPT TO MOVE 

THE MAIN BODY,  DISASSEMBLE THE CHAMBER SET OR 
PARTS, OR TRY TO LOCK THEM. It may cause an injury or a 
failure. If any action is needed, switch off and unplug the power 
cord first. 
 MAKE SURE NO ALIEN SUBSTANCES GET INTO THE 

HOPPER OTHER THAN INGREDIENTS WHEN USING THE 
JUICER.  
 PLACE THE APPLIANCE ON A FLAT AND STABLE 

SURFACE. 
 DO NOT OPERATE THE APPLIANCE FOR MORE THAN 

30 MINUTES AT A TIME. It may cause a motor failure due 
to overheating. Cool it down sufficiently about 5 minutes  and 
operate it again.
 DO NOT ALLOW A SEVERE SHOCK TO THE APPLIANCE 

NOR DROP IT.  
 IF THE APPLIANCE GIVES OFF AN UNPLEASANT SMELL, 

EXCESSIVE HEATING, OR SMOKE, STOP USING THE 
APPLIANCE IMMEDIATELY AND CONTACT THE  LOCAL 
CUSTOMER CARE CENTER.  When using a new appliance, it 
gives off a smell, which  disappears naturally over time.
 ALWAYS UNPLUG THE APPLIANCE AFTER USE. ALWAYS 

DISCONNECT THE APPLI ANCE FROM THE POWER 
SOURCE  IF IT IS LEFT UNATTENDED AND BEFORE AS 
SEMBLING, DISASSEMBLING OR CLEANING. WHEN 
UNPLUGGING THE POWER CORD, MAKE SURE TO HOLD 
THE POWER CORD BY ITS HEAD. 
 DO NOT WASH THE APPLIANCE AT A HIGH TEMPERATURE,  

800C(1760F) OR HIGHER. DO NOT PUT THE APPLIANCE IN A 
DISHWASHER, A DRYER OR A MICROWAVE ETC. 
 THE MACHINE WEIGHS ABOUT 6.5kg. WHEN YOU ARE 

MOVING THE MACHINE, MAKE SURE YOU HOLD THE 
MAIN BODY TIGHTLY WITH BOTH HANDS. When you hold 
the machine by the chamber or the side of the main body, the 
main body may fall and result in injury or malfunction.
 DO NOT USE HOUSEHOLD PRODUCTS FOR COMMERCIAL 

PURPOSE. Forcing a large amount of ingredients for extraction 
may damage the parts. Please contac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for the advice on using  the product for commercial 
purposes.
 DO NOT USE THE APPLIANCE IF THE ROTATING SIEVE OR 

THE PROTECTING COVER IS DAMAGED OR HAS VISIBLE 
CRACKS.
 EXCLUSIVELY FOR HOUSEHOLD USED ONLY

 Make sure to properly read the instructions for 
preparing ingredients before inserting them. 
- Poorly prepared ingredients may hinder the extraction 
process and/or cause damage to the product.

 Ingredients that need extra care 
- When using soft ingredients alone, such as mangoes, 

2. Cautions during Operation

bananas, or strawberries, the juice may pool inside the 
chamber and not be extracted properly. Please add other 
ingredients that are not too soft.
-For walnuts, peanuts, almonds, sunflower seeds, pine 
nuts, beans, etc., insert only a small amount or use them 
with other ingredients after steeping in water. 

 Ingredients that cannot be juiced 
- Do not use unjuiceable ingredients such as sesame 
seeds, coffee beans, tree barks, or Chinese peppers. Do 
not insert mudfish, eel, shrimp, marsh snail, squid, etc.
- Do not use fruits soaked in alcohol, honey, or sugar 
(e.g., grapes, raspberries, or mulberries) and herbal 
ingredients (e.g., glasswort or rock pine enzymes).
- Do not use any ingredients that are unjuiceable in nature, 
such as autumn olive, aloe, cactus, quince, banana, yam, 
kudzu root, sugar cane, acorn, and dandelion.   
- Do not use boiled ingredients such as boiled potato, 
boiled sweet potato, and boiled bean. Do not use this 
product for grinding grains.
- Do not use frozen ingredients for juicing.

 We recommend that you consume the juice 
immediately, if possible, and not refrigerate it over a 
long period of time.

 Do not use this product for grinding grains. (Failure 
to follow this instruction may cause malfunction or 
damage to the product.) 
⋊ Do not re-squeeze pulp discharged through the pulp 
outlet. 
⋊ Do not idle the product before inserting ingredients. 

 Do not overload ingredients into the hopper above the 
guided limit mark.
⋊ Do not use for more than 30 minutes in a continuously.
- It may cause a failure due to the overheating of the motor.  
When using the appliance continuously, stop for 5 minutes 
after every 30 minutes of use. 
⋊ Never insert chopsticks or spoon into pulp outlet during 
the operation. 
-  Inserting chopsticks and the like may cause damage to 
parts and personal injury.
⋊ Do not press the ingredients with anything except the 
pusher.
- It may stick to the screw and cause injury and failure.
⋊ Do not operate the power dial with a wet hand 
- It can cause electric shock, short circuit, or fire. Do 
not stain the power dial and its proximity with alien 
substances.

 Keep the juice cap open while juicing, and empty the 
pulp container frequently when juicing several times or 
in bulk.
- Juice or pulp may overflow the container. The juice can 
flow backwards into the hopper if the juice cap is closed. 
⋊ If you do not wash immediately after use, it may be 
caked with pulp,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isassemble 
and wash or  may become the cause of performance 
degradation.

[kjWXW^`YG㇠㟝㉘⮹㉐G䋩䚝GoYWWGz�����G┍⺵㙸OrySluSjoSqwP�}UWXU����GGGXZ YWYWTWYTXWGGG㝘䟸G\aZ`aY_



14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4. Precautions for strainers3. Power Switch

[  ] : Stop - Press it to stop the 
operation of the product.

Press and hold the switch for the product operations.

[  ] : REV - Press when the 
production halts while in use 
due to material overload. ※ The 
appliance works only when the 
button is pressed, and it stops 
when the button is released.

※ When you prepare juicing ingredients, choose 
your own proper ingredients if you have any food 
allergy.

※ Refer to the ingredient preparation guide and 
choose the right strainer type accordingly. 

※ Please refer to the recipe book for how to use the 
product and tips for different ingredients.

※ Juicing ingredients should be cut small enough 
for the hopper. When you want faster or large 
juicing process, chop up ingredients a bit smaller. 
For every 1 kg extraction, repeat the "disassemble 
and rinse" cycle. 

※ Do not overload ingredients into the hopper 
above the guided limit mark.

※ Fine strainer for soft fruits may cause pooling in 
the chamber.

※ Coarse strainer for fibrous fruit vegetables may 
cause thick juice extraction.

※ Ingredients to avoid: Inserting the following 
ingredients may cause product damage or 
breakdown.
- Unjuiceable ingredients such as sesame seed, coffee 
bean, Chinese pepper, tree bark, or pine leaf. Mudfish, 
eel, shrimp, marsh snail, squid, etc.
- Do not use fruits soaked in alcohol, honey, or sugar 
(e.g., grapes, raspberries, or mulberries) and herbal 
ingredients (e.g., glasswort or rock pine enzymes).
- Any ingredients that are unjuiceable in nature such as 
autumn olive, aloe, cactus, quince, banana, yam, kudzu 
root, sugar cane, acorn, dandelion   
- Boiled ingredients such as boiled potato, sweet potato, 
bean, etc.
- Do not use this product for grinding grains.
- Frozen ingredients

※ Please refer to <Precautions during Operation>.  
(refer to 13P)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  ] : ON - Starts the motor and 
makes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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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oarse strainer (orange) 4-2. Fine strainer (black)

• Use this strainer for juicing fibrous roots, stalks, or 
leafy vegetables. 
(Use the coarse strainer for general fruit vegetables.)
• Strainer mark: The strainer is black and has a 
strainer mark [ B ] on its hook.
• As some ingredients need extra care in trimming, 
please refer to the preparation guide below. 
• When juicing several times or in bulk, cut ingredients 
smaller pieces, repeat "extract, disassemble, and 
clean" cycle, and empty out the pulp container 
frequently. 
•For even faster process, cut ingredients into smaller 
pieces as well.

     Root vegetables
Carrots, beets, ginger, yam, potatoes, garlic, etc.
Make sure to wash dirt and debris off the roots with 
running water. Peel outer skins of fibrous ingredients 
such as ginger, and cut long ingredients into sticks for 
extraction.

     Leaf • stalk vegetables  
Celery, kale, cabbage, watercress, wheat sprout, 
chives, etc.
Cut the ingredients into 3 cm or shorter pieces for 
extraction. As leaf stalk vegetables are rough and 
fibrous, they are not squeezed well, or the screw can 
get tangled. 

•Find a strainer for root, leaf, stalk vegetables 
cause pooling in the chamber. Please use the coarse 
strainer.

• Use it for extraction of general fruits and vegetables.
• Strainer mark: It is translucent orange and has 
strainer mark [A] on its hook.

     Citrus fruits
Grapefruit, orange, lemon, etc.
Peel outer skin and cut the fruits into small size for the 
hopper chute. Remove all the hard, unchewable seeds or 
pits before insertion.

     Fruits with thick rind
Pineapple, dragon fruit, melon, watermelon, 
pomegranate, etc.
Peel outer skin and cut the fruits into small size for the 
hopper chute. Remove fruit seeds that are hard to chew 
before insertion.

     Fruits with hard seeds
Grape, apple, peach, persimmon, plum, cherry, pear, 
Korean melon, etc.
Use flesh only after removing hard, unchewable hard part 
of fruit, such as a peach pit. Hard seeds cause the product 
to halt while in use and may damage the product 
components. Remove apple seeds, if possible, as they can 
be toxic when ground. For grapes, pluck each grape from 
the bunch after rinse. Do not use too soft ingredients alone, 
but instead insert them with other fruit vegetables.

     Fruits of soft, juicy texture
One-Ingredient Extraction 
(berries, cherry tomatoes, pineapples, etc.)
※ After cleansing, cut the ingredients into small pieces for 
the hopper hole. Remove stalk ends from the fruit 
vegetables.
Mixture Extraction 
(strawberry, kiwi, banana, tomato, mango, etc.)
※ For dry and viscous ingredients, mix with other 
ingredients for juicing. Remove the rind and stalk in 
advance. Remove mango seeds.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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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 How to Assemble

Make sure to align groove in the chamber(⑦-5) external strainer wing(⑤/⑥).
Assemble the inner strainer and squeezing screw onto the external strainer of chamber. 
The settlement point of the inner strainer (④-1) and the wing of outer strainer (⑤-1 / ⑥-1) should 
be aligned in place.
Place the hopper lid (①-3) vertically onto the hopper (②-1).
 Align the guide mark (⑦-1) of the hopper [  ] with the guide mark (②-3) of the chamber [  ]. 
Turn the assembled hopper clockwise until its guide mark is aligned with the guide mark 
[  ] on the chamber. 
If the internal components are not assembled correctly, the hopper will not close properly. 
Make sure the discharge cover (⑦-2) of the chamber is properly fastened with the loop.
1. Close the discharge cover and fasten it with the loop.
2. If the silicone parts are not plugged in place, or the lever is not fastened, 
     juice may leak or the lever may open during extraction.
Place the well-assembled chamber set onto the base.

01
02

03
04
05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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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lugging and Unplugging Silicone

 ※ Silicone packings are supposed to be replaced 
every 6 to 12 months. You can purchase them 
through our Customer Service Center.

01
02

03

(The juicer may leak if the product is not assembled 
properly.)

Hold the silicone ring and pull it out smoothly.
After cleaning, plug the silicone ring upright into 
the slot by fixing one end into place first.
Insert the rest and press down firmly.

Extraction Packing

Seal Packing

01

02

Γ�

Γ�

01

02

Γ�

Γ�

After cleaning, firmly insert with the round side 
outward and the grid hollow facing upward.

Plug the silicone packings upright. 

Juice Cap Packing

Hopper Packing

01
02

03

Grab onto one side and pull out. 
After cleaning, plug the silicone rings upright 
into the slot as if it is hanged one side first.
Press the rest of packing down along the slot 
in place without any folded part.

Γ�

Γ�

Chamber Packing

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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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 How to operate

04

07

05

08

06

09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01 0302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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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Press and hold [REV] button for 3 to 5 
seconds and release the button 2 to 3 times.
 [REV] button pushes the ingredients back up to 
dislodge. Reverse rotation continues only when 
the button is pressed while the screw stops 
when the button is released. 

02 After reverse rotation stops completely, 
press the [ON] button to run operation. 
When pressing the [ON/Extract] or [REV/
Reverse] button, make sure to press it after the 
screw stops moving completely.

Precautions
If the juicer does not work after these steps, 
unplug the appliance, and disassemble and 
clean the parts before operating the juicer 
again.
The motor will continue to spin after the 
machine is turned off, but it will slow down and 
come to a complete halt.

 8. When the squeezing screw stops  
       during normal operation

01

02

01 Pull up the lever inside the hopper knob and open 
the lid. 
① Pull up the lever inside the hopper knob, and open 
the lid. Overloading the product with ingredients may 
damage the product.

02  Insert juicing ingredients below the limit mark of 
the hopper. 
① Use watery soft ingredients after mixing them with 
others.
② When juicing in bulk, empty out the chamber and 
the pulp container frequently.

03  Close the hopper lid, and keep the juice cap open.
① Before pressing the ON button, put the juice 
container in place.
② The juice can flow backwards intothe hopper if the 
juice cap is closed. If the juice doesn't empty even after 
opening the juice cap, open the hopper lid and remove 
the contents.

04  Press the [ON] button to start operation.
① "Clicking" sound upon starting is made when the 
chamber set fits with the motor. 

05 If you want to add more ingredients during 
operation, use the add door on the top or open up the 
hopper lid.
① Operation stops when the hopper lid is open. 
② Do not use any other voltages other than the 
designated one.
③ When the screw spins and the ingredients are 
not being ground, use the pusher to push down 
ingredients. 

06 Empty out the pulp container behind the base 
frequently in order to prevent the back of the product 
to become full with wastes.

07  Let the product run for another minute or so after 
the last ingredient goes down through the hopper. 
① It takes some time for the last piece to be extracted 
as it is pressed down the product slowly. 
② Run the appliance after the extraction to send out 
residual pulp, and it will be easier to disassemble and 
clean the hopper.

08 Once the extraction and release of residue is 
done, switch off the juicer.
① The juicer stops 3 seconds after it is switched off.

09 Pour any juice left in the product by tilting the 
chamber set forward.
① For thick juice like tomato juice, it is likely to pool in 
the chamber set.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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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 How to Disassemble and Clean 

 After the product stop operating completely, 
unplug the power cord with your dry hands. 
The motor is still slowing down after the 
appliance is turned off, so wait about 3 seconds 
before separating the chamber.  

Separate the chamber set from the base. Turn 
the hopper open and pull off the parts in order.

Wash the parts under running water with the 
cleaning brush. 

Wash the chamber with the pulp outlet cover 
and the juice cap wide open. 

Wipe the base with a dry towel or soft cloth. 

For silicon rings, detach and wash them after 
use. -There may be juice residues stuck in. 
(Hopper ring, juice cap, extraction cap, sealing, 
and chamber ring)

You can sterilize the parts by soaking them in 
warm water with baking soda, citric acid, or 
vinegar.

※ Clean the appliance right after use. Otherwise, it 
will be harder to disassemble parts and clean off dry 
residue inside, and it may also cause performance 
impairment. For long-term storage, clean the 
appliance with the cleaning brush in advance. 
Do not clean the product with boiling water or subject it 
to high temperature. 
Do not use abrasive cleaning tool like kitchen sink 
cleaner, or stainless-steel sponge. 
Do not use a dishwasher or dish dryer for the product. 
After cleaning, completely air dry the appliance and 
store it at a clean place.

※

01

02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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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the following before asking for repair. For follow-up service and any inquiry 
you may have while using the product, please contact our Customer Center, or 
homepage at http://www.globalhurom.com. Check the manufacturer’s number or 
the number under the barcode when requesting for follow-up service or parts. 

10. Before 
Requesting Repair

01. When the product starts 
operation, it will make a 
"clicking" sound. 

02. The product won't operate 
with the main body only.

03. Align the safety sensors.

04. The product does not work.

05. The product suddenly 
stops running. 

06. There are cracks on the 
screw and scratch marks on 
the upper part of the screw. 

07. Juice leaks through the 
pulp outlet immediately upon 
inserting ingredients. 

08. Juice flows back into the 
hopper. 

09. Juice leaks between the 
hopper and the chamber, or 
between the chamber and the 
main body.

10. I can't open the hopper. 

11. The chamber is vibrating 
(during juicing). 

12. Pulp outlet is covered, but 
the pulp comes out. 

This is the sound of when the motor and the squeezing screw are connected. 
and not a sign of malfunction.

Make sure the chamber set and main body are assembled properly. 
Ensure the product is unplugged before assembling or disassembling it.

Make sure they are assembled in accordance with the assembly guide. 
Ensure the product is unplugged before assembling or disassembling it.

Check if the power cord is plugged properly. 
The machine may not work after prolonged use (30 minutes or longer). 
It will resume normal operation once the main body (motor) cools down.
Check if the hopper fits properly. 
If the hopper is connected incorrectly, the product will not operate properly. 
It will operate only when the lock symbol on the chamber is perfectly aligned 
with the assembly guide on the hopper (②-3). Ensure the product is assembled 
in accordance with the assembly guide. Refer to the assembly page 16 of the 
instruction manual.

Is the hopper overloaded with juicing ingredients, or are the ingredients too big?
Refer to the manual page 19, and activate reverse rotation.

In addition to the straight molding marks on the top and sides of the screw, there 
are curved marks that were created while it was being molded. 
These marks are normal and they have no impact on your use of the screw. 

A little juice may come out of the pulp outlet depending on the ingredient. 
This is not a product defect but the resul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gredient. 
The leakage will stop once the product starts running. If the leakage persists,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Did you operate the product with the juice cap closed?  Closure of the juice cap 
may cause a back flow up to the hopper. If the flow gets clogged even after opening 
the juice cap, open the hopper lid and empty out the inside. 

Is the hopper silicone ring assembled correctly? 
Juice will leak if the chamber silicone ring has been assembled upside down or 
incompletely. Check if the silicon rings have been assembled correctly.

There may be excessive pulp remaining inside. If the remaining pulp is discharged 
by turning on the machine, or the machine is rotated in reverse for 10 seconds two 
or three times, the hopper will open smoothly.
Perhaps you put foreign or solid substances (hard seeds such as persimmon 
seeds)? If you have put foreign or solid substances, attempting to run the product 
in reverse direction may further damage the component. Thus,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and request after-sales support.

The product may wobble slightly due to the vibrations produced by the main 
body's motor. It may vibrate depending on the ingredient's hardness or toughness. 
This is not a malfunction but a normal sign as it is caused by the rotating screw. 
The product may seem to vibrate more when juicing solid ingredients (e.g., 
carrots, potatoes, radishes, beets, or kohlrabies) than when juicing soft and 
watery ingredients. (e.g., carrot. potato, radish, beet, kohlrabi, etc)

Even if the lever is closed, pulp may still come out naturally. 
The velocity and amount of pulp discharge may differ according to the ingredient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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ၥਥ߿i
��༽ᇰေᎭಈါ܌୶ኔᑓᒽi
�ഝѣᄊ౧යऄࡊঌᯍၹἻˀ ᜶ шᘩǍ
�ឰӈ࠲వֶ̗ၹ̆ᆑᇜྭǍἷళᑟᥖ߶వ
ឭἻԻᑟ͘ᒱֶ̗ᤂᛡᬪੋ૯ڮǍἸ
�༽ᇰࢤፙᎳ๓ᑈజ๓ܘ࠲ޠᑈᓨኆዟᑓi
�ᅔྟါ܌༂Ķ༽ᇰཷ݂ວݎဩగᔜi
�આКநᄊᮼ ἻెឰӈᡔૉᄊႍᬍಖᝮǍ
�ឰӈᤌ፞Ύၹవֶ̗ᡔ����Ѭ᧿Ǎ
�݂ວఋจછᎳᏄࡕ৳ོࣔတীᑽiྛ
ৱጲಲኼေᎭڤڞĶ༽ᐦඉေᎭ����ईᓣ
ੋĶᐩᅁ���ईᓣi
ឰӈښ୲ͻర࠲ኡੋߕӆߕଣКଆປ
Ǎ
ଚ੯܇బᕅૌ಄Ⴀᇯᄡఋจછࠪᓒྟܭ�
ૌཿဃ৾i
� ឰӈΎၹᬔԍೢ˨ܱᄊ͊͵Х̵ྭʹો
ԍᮼెǍ
�ఋจછຄࠫޱᒫᐦᐗᔜ࠲ᅤ୶Ķࠪ
ᓒཿဃ৾ਥڞীᑽi
�ឰӈၹຳ୲ͻႃູनТ�
�ఋจછᎅࡕޱh ടબપᐢi༽ᇰཷࡕ
᐀௬ৎૌ॑ཊᏜᑢི፴ᇯi
�ഝයឰ੪न౧යᄦἻࣳ ੋܸ᧚ܳښ˅
ഝයՑፃψቇଌປǍ
��ৱᒽબܘᑈఋจછ፯ྑޠiྛ ৱڻਧৱ
ᒽज़Ķৱᒽఋจછቔੋྟೕi
� ΎၹՑళቡԁຍฤἻ൵႑ᄊ౧ᐛԻښ౧ݠ
ᑟ͘ፇڱἻΎ४ᬲ̆ટԅ֗ຍฤܬᦊ Ἳ͈
˷Իᑟ͘ᒱܬভᑟʾᬌ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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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ጸ͈Ύၹฌਓ̃ᮊ��ႃູनТ

>� �@���ϣൣੋظ���ေ݂ວ
ᅁᓉচᕩi

ોͱनТ̿Ύֶ̗ੰᛡᄱऄ୲ͻǍ

>� �@���Ԧᣁ���ྛৱ݂ວᐦ
চᕩ໊ᎳᏄါ܌ᔢྟ৳
ำiظߗظ༼ᐩᅁĶࢰ
¿� ୴ࠟظᔓॗظำဩڞ
ڞำੋظচᕩĶႣ௬܍
ᅁᓉi

Ąݠ౧০ࠫ౽̏ᮼྭஐἻឰښюܬഝ
යᮼెἻᤥહᤠՌᒭࣂᄊᮼెǍ

Ą�ឰԠᮼెюܬૉӯࣳᄱऄᤥહՌᤠ
ᄊ౧යጸ͈ዝیǍ

ĄឰԠᮼ៨Ἳ̀ ᝍݠ͵Ύၹవֶ̗֗
దТˀՏᮼెᄊଢᇨǍ

ĄഝයᮼెऄࡊԻᑟѭ࠵ἻཀྵՑгஊК
நǍݠ౧০ਇഝයሮᤴएఞঌੋʷ
ܸࠫ᧚ᮼెഝයἻឰ࠲ᮼెѭ४ఞ࠵
ʷ̏Ǎඈഝ�LHᮼెՑἻឰટԅࣳфฤᦊ
͈Ǎ

ĄઆКநᄊᮼెἻឰӈᡔૉᄊႍ
ᬍಖᝮǍ

Ąࠫᣄඵ౧Ύၹ౧යጸ͈Իᑟ͘ᒱ౧
යᬷ˗ښҒʹЯǍ

Ąࠫեጜ፥ᣗܳᄊ౧ᘂዝΎၹ౧ዢ౧ය
ጸ ἷ͈ࣜ ുᓤጳἸԻᑟ͘ᒱഝѣᄊ౧ය
උᣗไስǍ

Ą᜶ᥘВΎၹᄊᮼెὉઆКʾ ѵᮼెԻ
ᑟ͘ᒱֶ̗૯ੋڮᏨԧၷᬪǍ
�ᇞࣚᑓᒽ࠲ါ܌Ķಡྛᒵh௩ࣺh
ଵhၯດબᒍႣᒙiฌ⅊h⅟Ꮝhሜhᄫ
h℟Ꮝ࠶i
�༽ᇰᅔྟᎭhखඥબᄃ৳࠲ႈ
ৱĲಡྛᄍhၯᝬબྐྵពĳૌڤܥါ
Ĳಡྛ৻ᕅબዸႣංĳi܌
�ྂਦᐦᄔኘᇞࣚᑓᒽ࠲ါ܌Ķಡྛཁ
ᰥᰃhഓᝒhራཿᑴh෪hቅh࿓ጱh
hफ़ᒏhቒৱhແডᎌ���
�ᔃၤ࠲ါ܌Ķಡྛᔃၤ࠲ᅟhၥh߿
i࠶
�༽ᇰ݂ڤວᎭᏄዶෑাᇯi
�ಈ࠲ါ܌

ĄឰԠ��୲ͻሮ˗ᄊฌਓ̃ᮊ�Ǎ
ἷឰԠኄ����ᮆἸ

누름정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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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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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न� ��ࡕ௬ဴ
ᑓᒽ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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ᓠ
ᇄ

����౧යጸ͈ ����౧ዢ౧යጸ ἷ͈ࣜ ുᓤጳἸ

•᜶ࠫܳጜ፥ᄊಪǌ౻ੋՁዝᘂᖝഝයἻឰ
Ύၹጸ͈Ǎἷឰࠫʷᓊᄊ౧ᘂΎၹ౧ය
ጸ͈ǍἸ
•ጸ͈ಖᝮὉૈ ੮ʽЦదጸ͈ಖᝮ�<#>Ǎ
•ႀ̆౽̏ᮼెښҝѭᭊ᜶ᮩܱฌਓἻڂ
ឰԠʾ᭧ᄊᮼెюܬૉӯǍ
•ेܳੋܸ᧚ഝයἻឰ࠲ᮼెѭ˞ఞ࠵
ᄊڱἻ᧘ܭþഝයǌટԅ֗ຍฤÿ॰ဗἻࣳ ፃ
ψቇଌປǍ
•᜶ΎഝයሮఞঌἻឰՏನ࠲ᮼెѭ˞ఞ
Ǎڱᄊ࠵

ಪዝᘂᖝ

ᑋᖷӱǌၶᖝǌၷކǌࡣᕲǌژ៰ǌܸ ᗝǍ
ᇱھေᎭႈޏሖݨ࠲ᅟਥܘᇯi
ཙާࢰርᆬါ࠲܌ດĶಡྛတନĶ۪ ୍ݎ
Ꮔᑓᒽiۉ༢ᆪብᄱĶ܌ါ࠲

Ձ�ȕ�౻ዝᘂᖝ �
ᔎᖝǌၳ ᗰǌԄॷᖝǌ᜵ภᖝǌ࠵᳡ᔏǌᮂᖝ
Ǎ
ါ܌༢ᆪ� �� ಉඡબঐ࠲ብĶۉᏄ
ᑓᒽiᎳᏄጾ۠಄ၗ୍ܓ۪༤ࢰርᆬĶ
ყ၂ਧዟᑓĶఋจછེ݀Ꮔᅤ୶܃
i

ȕ� ࠫಪǌ౻ǌՁዝᘂᖝ˨ܱᄊᮼెΎၹ౧ዢ
౧යጸ͈Իᑟ͘ᒱ౧යᬷ˗ښҒʹЯǍ
ឰΎၹ౧යጸ͈Ǎ

•ၹ̆ࠫʷᓊඵ౧֗ᘂᖝഝයǍ
•ጸ͈ಖᝮὉૈ ੮ʽЦదጸ͈ಖᝮ�<">Ǎ

�����౾ീዝඵ౧

᜵಄ǌീߕǌಈǍ
ႈৱཙດĶ༢ݳብఫĶੋࣷྟೕܣiᅔྟ
༂ĶཙާდᎺਣhᇞࣚஷା࠲ᕃબࡑ٣i

�����ЦదᣗԒ౧ᄕᄊඵ౧

�ᖠᖷǌ༢ᴝ౧ǌᯮၡǌ᜵ၡǌᆃഡǍ
ႈৱཙດĶ༢ݳብఫĶੋࣷྟೕܣiᅔྟ
༂ĶཙާᏄஷା࠲ৱਣi

�����Цదᣗᆶ౧ᄊඵ౧

��ᗈᖭǌᔱ౧ǌಱǌಓߕǌౄߕǌഹಱǌǌᯮၡǍ
୴ေᎭཙާႈৱ࠲ਣhᏄஷା૽࠲܇
ईੋ࠲ৱྖi૽ ࠲ৱਣఋจછࠪᓒ݂ວᐦ
ေᎭ৳ݶᓠޠሸᅁᓉᐗᔜĶ۪ ༤ఋจછ੯݂
ວᕛଚiᑓຫৱဩĶఋจཙާຫৱਣĶ፺ᆪ
ৱਣᐦዶෑੋછᎺiࢤᏄᄍĶ༽ᐦޏሖੋ
ᐥߟᄍᓠᑘሤඉఇᄍi܃ጲ୴ေᎭྡ
ါ܌Ķ᎐໔Ꮥ໔ვৱၗፃᅔྟi

�����ᣄᏫܳයᄊඵ౧

ӭʷᮼెഝයἷฺ ౧ǌݙڙ౧ǌᖠᖷἸ
¿༷ሖੋĶါ܌༢ݳብఫĶੋࣷྟೕ
ఙiཙާৱၗ۠࠲i

ຉՌഝය
ἷᕙᕽǌ݉ प౧ǌᯮᘌǌ᜵ጚಓǌᓵ౧Ἰ
Ąࣰࠫ̆ྌ֗ዥስᮼెἻឰˁХ̵ᮼెຉՌ
ՑᤉᛡഝයǍ༽ᄝ༂ཙާৱດਥ۠iཙާ൬ৱ
ਣ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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ҬॹࠫᴏҒʹ�	ņ��
�ܱᦊᎪѡᡑ�	ń�Ņ
�˗ᄊѢയǍ
ЯᦊᎪ֗ᛃᤉ٨ጸᜉ҂ҒʹᄊܱᦊᎪʽǍ࠲
ฆ܇ളᆖࡑূ࠲��Ą����Ꮥᆀ܇ളᆖ࠲ᅗ��ą�����Ć����᎐ᆈཟࢤi


��Ł	�ᄰ߷ᜉ҂நۇ�
��ŀ	�நᄦ࠲�ʽǍ

��ņ	�ಖᝮநᄊૉ࠲�<� �>�ˁҒʹᄊૉಖᝮ�	Ł��
�< �>�ࠫᴏǍ
ᮋ᧫ᣁጸᜉՑᄊநἻᄰᒰХૉಖᝮˁҒʹʽᄊૉಖᝮ�<� �>�ࠫᴏǍ
ྛৱฆ܇ᕛଚᆴᒫཫᕛᔢĶೕᇞࣚڻਧi

ᆸδҒʹᄊଆஊᄦ�	ņ��
�ˁᩚဗᆸࠀڍǍ
��ৎڻ๓ࣷज़۪໔Ꮥგੱূi

��ྛ ৱସ܇ଚᆴࠫྟܭᆻĶબᒍ၎۠ᆴূĶ

ৱᒽఋจછችĶબᒍ၎۠ఋจછᐦᑓᒽ৳ݶᓠ߾௬i

ᄊҒʹ߷ᜉ҂۳ऐʽǍݞጸᜉ࠲

��
��

��
��
��

��

��

Α�Β�
Γ�

Ώ
�

Ύ�

Γ�

ΐ�

Γ�

�� �� ��

�����

Ύ�

��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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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ଣК֗પѣᆪᑛࠛڔ࠰

Ą�ᆪᑛࠛڔ࠰ऄඈ���ᒰ� ���˔థఞ૱ʷ
Ǎ০Ի̿ᤰੈ̓ᄊࠇਗ਼Ҭ˗ॷᤉᛡ
᠔˼Ǎ

��
��

��

ĲྛৱସඦऔཚᆴᒫཫᕛᔢĶఋจછ
ࣔတᒽiĳ

ᇕᔓସੱ۪ອᇈቔᆀi
༷ሖੋĶସੱ߅ᓁቔሤܭྟܭ
ᆻiࠫĶሪፃূܣ
ई۪Ꭽಬቔሤዟi܇໔Ꮚྟܭ

ഝයࠛڔ࠰

ڔ࠰ࠛ

��

��

Γ�

Γ�

��

��

Γ�

Γ�

༷ሖੋĶධݙᆀĶᓠగ࣯অݙĶূ
iྟܭ

ସඦऔཚݙྟܭi

౧යᄦࠛڔ࠰

நࠛڔ࠰

��
��

��

ᔗᔓፃ۪ቔᆀi
༷ሖੋĶସੱ߅ᓁቔሤܭྟܭ
ᆻiࠫĶሪፃূܣ
ඦऔཚ໔Ꮚ܇ईዾܣܭቔሤظዟ
ࠫᆻĶۂඬྂਦ܇ईὄᓵi

Γ�

Γ�

Ғʹࠛڔ࠰

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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ᓠ
ᇄ

���ોͱ�<Ԧᣁ>�ોᨎ���ᒰ���ሚἻཀྵՑ
नોᨎἻે ፞ᤈʷሮ���ᒰ���Ǎ
ࣦ<�ظ ᔜ@ظ�ำછါ܌ቔੋᅤዟۉཕ
চᕩĶ܍ำဩࣦቔᔜظᔓॗظi୴ࠟޠ
ำੋᅤ୶ᅁᓉiظႣ௬

���ԦՔᣁ߹Лϣൣ˨ՑἻો�<न>�ો
ᨎनݽᤂᛡi
ࣦ<�௬�ᑓᒽ@�બ<�ظ ᔜ�ࣦ ቔᔜ@ظ�ำ
ဩĶཫډᐦᅤ୶ᆈཟᅁᓉᐗᒾ
ੋᐥظሤظำi

ฌਓ̃ᮊ

ྛৱᐦᓄኔᒐቭ܅ᓸᒾੋᑓᒽᆴচᕩĶ
ᅕĶܸܭ᐀ࡕڞޠْ༼ ቺ܇ଚ۪༷ሖĶ
ੋᐥܡᕩᑓᒽi
ৎڻੋĶࡕྈછ૨ኼᔜĶ࠙ Ⴓછ
ᔀ܅ሤଳĶᓁᓑᆈཟᅁᓉi

����୲ͻరᛃᤉ٨ϣ
ͻࢺൣ

��

��

நᨎЯᄊ౻Քʽઢࣳ੪नᄦǍ࠲���
āೕำฆ࠲၎۠ቔ۪߾௬ज़i
ᔢྟ܌ါࢰ৳ ວ݂ఋจછࠪᓒ ວ݂੯i

����આКᄊഝයᮼె᧚ऄͰ̆நᄊႍᬍಖ
ᝮǍ
āေᎭႈྡ࠲߿ါ܌ဩ᎐Ꮥ໔ვါ܌દ
ਧੋᐥᔢྟi
Ă߿ᑓᒽဩĶ༽ࠧݍగ༂ᄡਥᑈړi

���Ռ̔ நᄦἻࣳ ౧යᄦδે੪न࿄গǍ࠲
āظv௬wظำᒾ༂Ķৱᒽࠫࣷړቂ᎐ᆻ
ᓓi
Ăྛৱڻਧৱᒽज़Ķৱᒽఋจછቔੋྟೕ
iྛ ৱૐေᐦ߾௬ৱᒽज़ੋৱᒽᆴ๓గĶ
i܌ါޠज़۪ཕ௬ೕ߾༼

���ો�<न>�ોᨎ̿թү୲ͻǍ
āྛৱ༂ᄡᏕࡕಲᇈূĶဩછࣔ
vᡉᡗwဏiޠ

୲ͻరҫКఞښ౧᜶ݠ��� ᮼܳ Ἳెឰ੪न
ᮇᦊᄊᮼెҫੋᏨ੪नநᄦǍ
ā߾௬ೕज़ဩĶܡᕩᅁᓉi
Ă༽ᇰေᎭᓈࡕዟᒾᆀྂ࠲ਦ໔ვࡕ
ዟi
ăྛৱᅤ୶ᐦᔜᆴዶෑါ܌Ķ༽
ေᎭᅤዟٸቔሤظዟါ܌i

���ፃψቇ۳ऐՑᄊଌປἻൣֶ̗Ցቫ
Ѝ໘ऌປǍ

తՑʷགᮼెநᤉК˨ՑἻᝨֶ̗ښ���
гᤂᛡʷѬ᧿ࢻԿǍ
ā�ᎳᏄᕠੋፃࡑါ܌ዟྟ ວ݂࠲ဩ୍Ķ
፺ࢤߗᒐ܇ईါ܌ᑓᒽኬጲ഼ࢰፃ࠲ࡑဩ
i
Ăᑓᒽᒾੋᐗኔڞ๓ܘޠᑈĶᒐጟঐ
፟Ꮔܸ ቺਥ༷ሖೕi

���ഝය֗ଆѣ൵ປ߹ੇՑἻТഝයǍ
āᑓᒽછᐦৎڻ���ඵੋᅁᓉi

���ՔҒϚபҒ Ἳʹψѣֶ̗˗൵႑ᄊ౧යǍ
āࢤᏄቓࣞ༣ᒽᒐጟޗึ࠲ৱᒽĶৱᒽఋจ
છોᓠᐦ༂ᄡฆi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누름정회전

역회전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정지상태

작동스위치 정회전

역회전

off(정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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ᐦ݂ວᆈཟᅁᓉᐗᔜੋĶ༽Ꭽढ़၎ْޠ
ྈછੴᐗࡕੋڞڻᅕiৎܭ᐀ࡕ
ኔᓁᓑᅁᓉĶ፺ࠉ࠶༼ߗ��ඵੋᐥईಏ༂
ᄡi

༂ᄡᏕળᕫईಏi߾௬ೕႍظ۪
ཕޠঋঊ܇ଚi

ေᎭ༷ሖၼᐦႈሤ༷ሖঋ܇ଚi

ᐦ߾௬๓ᑈज़ਥৱᒽज़࠲༻సሤ༷ሖ༂
ᄡi

Ꭽፃఫढ़ᐻ࠲൵୫બྡ܉܄ျળᕫi

ᏄସੱĶ༽ᐦေᎭੋཕሤ۪୶ኔ༷ࢤ
ሖi�ఋจ߲ᐦৱᒽܘĲೕੱhৱᒽ
ज़hᑓᒽज़hඦऔཚਥ༂ᄡੱĳ

ఋ܇ଚྟብႯ߾hวඔႻબ࠲ߣ
ᇂႈᓠ୶ኔቝi

¿�ေᎭੋᒫཫ༷ሖڞiणᐾĶঐᏄܸ
ቺ܇ଚਥ༷ሖढ़ᐻ࠲ฆܘ܇ᇯĶጺఋจછ
ࠪᓒڞኘจሤଳiྛ ৱጲݎဩ߲ࣷĶ༽
ᄝ༂Ꭽ༷ሖၼ༷ሖڞi༽ᇰᎭंႈ༷ሖ݂
ວĶणᐾఋจછᎳᏄॳᇂ੯i༽ᇰေᎭ
બ༷ܣႈࣱޢሖচிĶಡྛ༷࠲ෑೕࠄ
ᒍ܃ኦ४৻ඪ܉i༽ᇰေᎭሖᆉબਾᆉ
༷ሖ݂ڤວi༷ ሖੋĶ༽ࠉ࠶ڞᆈཟढ़
ᐻĶੋᐥ߲ࣷڞᏄढ़ᆻᓓ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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ᆯᅮᆬኢ༂Ķ༽ᕂሚᐐሤฆ �ྑi�ᅆ৳߾ۮఏरᓠኈက༽ၓੋरᇱi
က༽ၓੋरᇱબ܇ଚरᇱဩĶ༽ཫྃኑਝh�ᓖᐸۆਝબᄱኒሤධ࠲ၵᕈi

���ឰර
፥ξ˨Ғ

���̗ ֶनݽᤂᛡἻ͘
ԧѣþ֜׃ÿܦǍ

���̗ ጸᜉ˟ʹᄊ̩ښֶ
ৱцʾళࢺͻǍ

���ࠫ ᴏ߷Л͜ਖ٨Ǎ

���̗ ֶళࢺͻǍ

���̗ ֶቊཀྵϣൣ ᤂᛡǍ

���ᛃᤉ٨ ద̔ᜈ
ࣳ˅ ʽቫదѳǍ

���આКᮼెԁద౧ය
̰ଆປืѣǍ

���౧යԦՔืКநǍ

���౧යښநˁҒʹ˨
ੋᏨҒʹˁ˟ʹ˨
ѣǍ

���ੈ ข੪नநǍ

���Ғʹښഝයሮ˗ԧ
ၷүǍ

���ଆປ࠰Ἳͮ ൵ປ
ืѣǍ

ᒐဿಲࡕਥᅤ୶ဩࣔ ᐗኔীᑽiံۓ܃ဏ፼Ķ࠲ޠ

ཫډፙᒫཫᕛᔢ༂ᄡਥᔇᄡi
ᇱھᐦᕛᔢબܸቺ ວ݂༂ ሤْܭ᐀ࡕᅕi

ཫظډᒃᕛᔢᓈࠪ ୶ኔᕛᔢiီې
ᇱھᐦᕛᔢબܸቺ ວ݂༂ ሤْܭ᐀ࡕᅕi

ଈܱܭ᐀ࡕᅕဿणᒫཫྟܭi
ဩေᎭĲ���ईᓣબĳĶఋจછᅁᓉচᕩiݎݖ
ᔇᄡĲࡕĳᇂଳ࠻ Ķੋઐैᒫܡݍᕩi
ଈܱೕဿणضᔢᒫཫiྛ ৱᆴᒫཫಲೕĶ݂ ວ܃จᒫݍচᕩi୴
ᒃᕛᔢᓈࠪظࠟ ဩĶࢤĂ����ᆈඊ��भਝᏕೕგ࠲ေ༂ᄡီې
ᒃᕛᔢᓈࠪظډછচᕩiཫ܍ ᕛᔢီې ວ݂i༽ܖᐐေᎭႏශၡࡈ����ጻ࠲
ᕛᔢฆ iྑ

ဿणቔೕᓠᔢྟ࠲ါࢰ৳܌બᒍါ߿৳܌ŉ༽ܖᐐႏශၡࡈ࠲����ጻĶ۪
ࣦ ቔᔜi 

ާᅤ୶܇ਥ࠲ۅܨᓁቁᓖාૣېĶੳ߲ᐦᓖාဩ݂ တ࠲ᆂཌې
ૣiᒐቭૣېဿᒫݍሸቕĶ܃છࢤᅤ୶࠲ေᎭᐸݳi

ிᄡါ܌Ķৱᒽఋจછ๓ᑈజޠiᒐ܃ၬᏄ݂ ວᮚߏĶဿါ
ᏹ፺iፃ݂ࠗວ௬ဴᐗኔĶᒽછᅁᓉiྛ࠲ဃᄔᒥڤ܌ ৱᒽፃᓁ߲
ᐦĶ༽Ꮥᇒඑ࠲ఏरᇱᓠኈರሗi

ڤᕩܡ ວ݂ဩဿणਧৱᒽज़ŉڻਧৱᒽज़ఋจછࠪᓒৱᒽቔੋ ೕྟ
iྛ ৱૐေᐦ߾௬ৱᒽज़ ྈੋݓ܃Ķ༽߾௬ೕज़۪ࠧ గฆ܇ါ܌i

ೕସ ဿੱणᒫཫᕛᔢŉྛ ৱ༂ᄡସੱ࠲ᕛᔢሤࠧࡍબᒍ܃ᆈཟĶ
છࣔ တᒽሸቕiଈܱဿणᒫཫᕛᔢସੱi

ฆ܇ఋจᎺ৳ܘ࠲ࢰᑈiྛ ৱᅆ৳๓ܘޠᑈĶબᒍࣦ ቔᔜ�
���ඵ�ᓑߚ�ೕછ ಟႍ༷గi
ဿणఋจࣷ ྟ፴ᇯબᒍ૽ ࠲ᇷĲ૽ ࠲ৱਣĶಡྛਣᄎਣĳŉ
ྛৱࣷ ྟ፴ᇯબᒍ૽࠲ᇷĶ၌ࣦቔᐗኔఋจછ୶ፃࠪ܅ ᓒ܇
ଚ੯i፺ߗĶ༽Ꮥᇒඑ࠲ఏरᇱᓠኈರሗĶ۪ ༽ཅၓੋᒷހi

ᎳᏄᔇᄡࡕ࠲છ݂တᒟĶ፺݂ߗວᐦᐗኔဩఋจછ഼ᆢ༵ትiါ
બཱྀኘĶ݂࠲܌ ວఋจછᎺ܃ᅊ࠲ݶᒟiᒐံۓ܃ᐗኔীᑽĶဿ
ፃᓦᒫݍሸቕĶᒟᎳᅤ୶݂တiቂࢤᏄႈྡ࠲߿ါ܌ቂڮᑓ
ါ܌ဩდ݂ တ࠲ᒟఋจછঐ߿i

ૐေਧ၎۠Ķܘᑈྈఋจછᕆޠi๓ᑈ࠲Ⴓਥၵఋจછდ
ေᎭါ܃࠲܌ᅊᎺდ܃ᅊ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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