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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기기 스탠드 겸용 소독기

“채믹소” 의미 : 채고야 + 믹서기 + 소독고

특 징

기 능

야채절단기와 믹서기, 양념분쇄기 등의 스탠드 기능과 칼날 등의
부속품을 보관할 수 있는 소독기 기능을 갖춘 주방기기 스탠드 겸용
소독기로 기계본체와 부속품을 한곳에서 보관하며 사용이 가능함
작업대 아래의 빈 공간을 소독고로 활용하여 협소한 주방 내에서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함
기존 자외선 소독기 안에 칼날 보관용 거치대가 들어가지 않아 칼날만
따로 겹쳐서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칼날의 손상을 방지함
도마, 칼, 야채절단기 부속품, 기타 주방기구들을 한 개의 소독기 안에
모두 보관하여 복잡한 소독기에서 야채절단기, 믹서기, 양념분쇄기 등의
기계 부속품만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소독기를 이용하면
부품관리도 원활하고 위생적으로도 안전 함
중량물인 야채절단기와 기타 기기류를 올려놓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소독기와 다른 프레임 구조와 두꺼운 판재를 사용하여
튼튼하고 안정적임

[제원]
* 크 기 : 950(W) X 490(D) X 680(H)
* 전 기 : 단상 220V
* 소비전력 : 34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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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1) 573-0065(代)
FAX : (031) 57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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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대 기능
야채절단기, 믹서기, 양념분쇄기 등의
작업대로 사용이 가능함
2) 자외선 살균기능
3) 열풍 살균 건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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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캔오프너

제품의 특징
다량의 캔을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오픈할 수 있음
작은캔과 대형캔 모두 작업이 가능함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안전성이 뛰어나며 원터치 작동방식으로 사용이 간편함
테이블거치식 수동제품은 오프너가 설치되어 있는 한정된 장소에서 만 사용이 가능하나
전동식 제품은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지 작업이 가능함.
테이블거치식 오프너는 가격이 전동식에 비해 그리 저렴하지 않으며 드라이브기어와
나이프가 쉽게 마모되고 이를 부분 교체할 수 없어 주기적으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함으로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아 드라이브기어와 절단나이프 등의 소모성 부품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함.

제원
MODEL
SIZE
ELECTRIC
MOTOR
WEIGHT

캔도리-250
W240 X H250 X D290
단상 220V
40W
9kg

구입권장처 :
학교 단체급식소 및 관공서, 기업체 구내식당,
군부대, 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호텔, 병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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