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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귕쎈깷퓨≦잼궽펩욥홴

본체

표시부

로터몸체
오링

로터

로터핀
홀더

공기조절기

실리콘마개

흡입플러그

흡입노즐

노즐

휘핑헤드고정핀

노즐어댑터

믹싱로드고정핀

휘핑헤드

보틀링

믹싱로드

보틀

[ 보틀부]

[ 본체]

[ 휘핑파트]

※프로휩조립/분해시, 위 그림을보고 활용하시면훨씬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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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체 뒷면 전원을 OFF한후,  
모든 파트를분리하세요.

02
휘핑 파트로부터 보틀을 분리한 후, 병에
남아있는 잔여크림을 제거하고 온수로 병을

세척하세요.

03
새로 담은 온수를 넣고 휘핑파트를 다시 본체와
끼운 후, 동작버튼을 눌러 잔여크림을 씻어내주세

요.(총 3회반복)

Tip! SPEED버튼을 3초간길게 누르면 세척모드로 전환

되며 30초간 연속작동이됩니다 .

(최소 2L이상 물필요)

04
오링을 포함한 모든휘핑 파트를

분리하세요.

05
휘핑 헤드 고정 핀을 제외한 모든 파트를
온수에 충분히 잠기도록넣고, 브러시(솔)을

이용하여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Tip! 비누 또는 세제를 사용하시면 , 세척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

06
사용 중인 세제액의 메뉴얼에
따라 모든 파트를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07
이후,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건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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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속도조절버튼

READY (준비램프)
제품 본체와 휘핑파트를결합하면

준비램프에 불이켜집니다

RUN (운전램프)
휘퍼가 작동 중일 경우 ,  

운전램프에불이 켜집니다

CHECK (점검램프)
보틀에 액상크림이 비어 있을 때 ,  

점검램프에 불이켜집니다

SPEED (속도조절버튼)   

휘핑크림을 만드는 속도를 1-5단

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TIP! 3초간길게 누르면 세척모드로

전환되며 30초간자동운행됩니다 .)

POWER (전원램프)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누르면

전원램프에 불이켜집니다

② 공기조절기 (에어셀)

버튼을 돌려서 만들고자 하는 크림의 단단함의 정도를

조절합니다 .  (1-8단계설정가능 )

③ 실리콘마개

색상에 따라 크림의 단단함의 정도를 조절합니다 .

본체 측면에
원터치 동작버튼을 눌러 작동 시작!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작동 멈춤!

양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작동버튼대신 페달을 밞으면 ,  

크림이 나옵니다 .

프로휩 작동! 이것만 따라하세요!

주요 버튼기능 작동하기 활용법

01 02
보틀부와 휘핑파트를 끼워 본체와

체결한 후 , 뒷면 전원스위치를켜세요

SPEED버튼을눌러 휘핑크림이 나오는

속도를 조절하세요 .

공기조절기를돌려 휘핑크림의

텍스처를 조정하세요 .

READY 불이 켜지고 본체

측면의동작버튼을누르면
기기가 작동됩니다 .

03

05
S컵 또는 접시 등에 용도에 맞는

모양을 내어 크림을 담습니다 .

본체 측면의동작버튼에서

손을 떼면 작동이 멈춥니다 .

06

04

(반투명: 단단하게/빨간색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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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기 스피드 레벨을 5단으로 설정하세요.
②각 파트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③노즐이나 믹싱로드를 세척 후 다시 끼워 보세요.
④실리콘 마개의 구멍이 휘핑 헤드 뒤 편 구멍과
일치하는 지확인하세요.

READY 상태이나

제품이 나오지않아요

①실리콘 마개의 구멍이 휘핑 헤드 뒤 편 구멍과
일치되어 있는 지확인하세요.

②로터에 구리스를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③흡입 노즐이 휘핑 파트에 빠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계가멈췄어요

① 제품이 굳었다면
스피드 레벨 ▲ 에어 조절기 ▼

② 제품이 너무 부드럽다면 스피
드 레벨 ▼에어 조절기 ▲

③사용 중인 액상 크림에 적합한 실리콘 마개를
선택해 주세요.

④사용 중인 액상크림에 품질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제품이 너무 굳었어요!  

제품이 너무부드러워요!

①스피드 레벨을 5단으로 올려 주세요.
②믹싱로드를 휘핑파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세척 후,  

다시 끼워주세요.

물 세척 시 노즐에서

물을 빨아 들이지를 않아요

①보틀에 휘핑크림이 적당량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②휘핑파트가 제대로 조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조립을 다시해주세요.

③사용 중인 액상크림의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초기 CHECK 표시

라이트가 계속나와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프로휩
고객만족센터로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국번없이) 1566-4503

실시간 카카오 채팅 상담은
QR코드를 찍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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