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이 구입한 OE LIDO 2 핸드밀은 이미 조립되어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원두 보관통을 끼우고, 분쇄도를 조정하고, 커피 콩을 넣은 후에 갈면 됩니다! 

 

그라인더 분쇄도 조정 

분쇄도의 조정은 그라인더 몸통에 붙어있는 두 개의 링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넓은 링은 조정용 

링(아래쪽 링)이며, 좁은 링은 고정용 링(위쪽 링)입니다. 분쇄도 조정은 원두 보관통을 끼우고서

도, 빼고서도 가능합니다. 

 

그라인더를 받으시면, 분쇄도는 그라인더 본체의 선과 조정 링의 검은 선이 일치하게 되는 0의 

위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기본 설정에서 조금 더 굵은 분쇄도를 가지도록 보통 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분쇄도를 조정하려면, 우선 고정링을 오른쪽 방향(시계방향)으로 돌려 풀어 놓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굵게 분쇄되도록 조정하려면 조정용 링을 왼쪽방향(반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조정 

링을 이리 저리 돌려 보시면, 조정 링에 붙어 있는 내부 버와 축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분쇄도로 조정이 되었다면, 고정용 링을 반 시계방향으로 돌려 조정 링과 꽉 물리도록 고

정 합니다. 이제 그라인더는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분쇄도를 조금씩 조정하려면 고정링을 풀고, 조정 링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후에 다시 고정

링을 잠그시면 됩니다. 

 

링들은 총 16개의 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라인더는 처음의 0 위치에서 약 2 1/4 바퀴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분쇄도는 초기 위치로부터 눈금 갯수를 세는 식으로 지정할 수 잇습니다. 

 

에스프레소에 적당한 분쇄도는 대략 초기 위치로부터 10 눈금 위치 정도입니다. 

드립에 적당한 분쇄도는 대략 16 눈금 위치 혹은 초기 위치에서 한바퀴 회전한 위치입니다. 

침지식 방법(프렌치 프레스 등의 굵은 분쇄도)는 대략 1바퀴 + 8 정도의 눈금 위치입니다. 

 

OE LIOD 2 핸드밀은 비교적 간단한 도구이지만, 익숙해 지는 데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고정 링을 너무 꽉 잠그게 되어 두 개의 버가 끼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될지

도 모릅니다.  

두 개의 링을 풀려면 보통은 양쪽 링을 잡은 후, 결합된 상태의 그라인더를 어느 방향으로든 돌

리면 됩니다. 

 

두 개의 링이 중심 버 고정부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든다면 아마도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너무 단단하게 끼인 경우에는 두 링 사이를 상처가 나지 않는 망치(역주: 고무 망치 같은 것) 

같은 것으로 한번 두드려 주면 될 것입니다. 

 

원두 보관통을 그라인더에서 분리할 때는 링 두 개를  원두 보관통의 뚜껑인 것처럼 잡고, 나머

지 손으로 원두 보관통을 돌리면 됩니다. 

원두 보관통을 분리할 때 호퍼 부분만을 잡게 되면 분쇄도 설정이 변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역주: 저도 처음에 자주 하던 실수입니다). 

 

 LIDO 2를 길들이는 단계가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그라인더가 "Grind In"( 역주: 이어폰이 번인 되



는 것처럼) 상태가 되면 좀더 빠르고 편안한 분쇄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쌀이나 커피가 아닌 다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커피 콩으로 길들이는 것

이 좋습니다. 

  

그라인더 청소하기 

 매일 청소하기- 동봉된 브러쉬를 이용해 아래쪽에서 버의 커피가루를 제거하면 됩니다. 

  

 좀 더 확실히 청소하려면, 동봉된 볼 드라이버(잃어버리지 마세요!)를 이용해 일단 손잡이를 고정

하고 있는 나사를 푸세요. 손잡이를 완전히 분리한 후, 조정링도 완전히 풀어서 빼 주십시오.  조

정링과 그에 딸린 내부 버, 축을 그라인더 아래쪽으로 빼내면 모두 분리해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립할 때는 반대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손집이를 분리한 후, 나사를 풀어 위쪽 베어링 판을 분리하면 호퍼를 직접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

니다.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호퍼를 닦으세요. 그라인더를 세척하고 싶으시다면 자극적이지 않은 

세제를 이용하고, 잘 헹궈낸 후 완전히 말려 재조립하시면 됩니다. 

  

식기세척기 사용은 금지입니다. 

   

 호퍼에서 외부 버를 분리할 경우, 버의 정상적인 정렬을 위해 조립에 주의해야 합니다(분리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사용팁 

 LIDO 2 그라인더를 설계하며 염두에 둔 것은 모든 사용자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라인더를 사

용하는 기술을 습득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눈금이 없는 조정링에 반영 되어 

있습니다 - 그라인드 분쇄도 세팅을 여러분만의 체계로 만들어 보세요. 눈금을 세고, 설정을 기억

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색깔 눈금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스티커를 붙여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 분쇄도를 표기해 보세요. 



  

 LIDO2 는 두 손 사용하기 분쇄 방법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바닥 면을 몸이나 동봉된 바닥 판

에 밀착해야 합니다. 편안한 방식은 그라인더를 30도 정도의 각도로 잡고 몸에 바짝 붙여 잡는 

방식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있는 

경우나 카운터에서 서서 그라인딩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은 그냥 잡기만 하고 나머

지 한 손만을 사용하는 분쇄방법은 들고 있는 팔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연스럽

게 두 손을 모두 이용하는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커피 콩과 여건에 따라, 아래쪽 버에 정전물질이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

적인 일이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브루잉 하기 몇 분 전에 커피

를 갈거나(정전기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커피 콩에 살짝 수분을 더해주면 됩니다. 

  

 사실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면 많은 브루잉 방법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작은 입자들(실

버스킨, 체프, 미분 등등)이 정전기 때문에 갇히게 되어, 분쇄된 커피에 끼어들어가는 것을 막아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