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하지 않는 맛의 진실!!!

Noodle Master Series
파스타와 면요리 전문가를 위한 프리미엄 면 조리기

"NOODLE ROBO", "SOUP ROBO", "KYOZA ROBO"
세계 최고의 면요리 전문가를 귀하의 주방에 추천합니다.

  www.yujinmc.kr
  www.noodlemas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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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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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요리의 맛과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싶은 식당                                                                        

전문가 없이도 최상의 맛을 유지하고 싶은 식당                                                                              

피크타임에 최소의 인원으로 신속하게 대량의 면요리 제공을 희망하는 식당                                            

현재보다 다양한 면 메뉴를 추가하고자 하는 면 요리집                                                                     

면 메뉴를 추가하여 고객 확보 및 이윤을 높이고자 하는 일반 주점 및 일반식당                                        

면요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면조리 시스템 확보가 어려운 식당                                                       

작업 시간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싶은 식당                                                                                   

사전에 면을 삶지 않고 즉석에서 대량의 면을 조리하고자하는 식당                                                        

주방공간이 좁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식당                                                                                 

연속적인 온수 확보 및 가스 사용으로 에너지 사용이 높은 식당(기존 에너지 비용보다 40%이상 절약)                    

주방 온도를 낮추고 작업 동선을 간결하게 하여 주방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식당                    



A300 A500 A600 RA800

면 종류별 선택 모드

면 종류별 작업방법 입력모드

면 냉각 방식 선택 모드(냉수, 찬공기 등)

편리한 자동 승하강 기능(전자동만 해당)

다량의 면이 붙지 않고 열 투입을 용이하게 하는 자동 진동 시스템 채택(전자동만 해당)

삶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가마솥 구조 채택

면바구 당 1개 전용 히터 채용으로 전기 사용량 최소화 실현

작업시간 기억 및 호출기능(총 15 타임 기억)

자동 온도 조절 기능

냉 온수 급수 별도 배관채택

고온 안전차단장치

누전 및 과전류 차단장치

녹슬지 않고 내구성 강한 고급 스텐레스 사용



제품명 A300 A500 H500 A600 H600 RA600 RA800

제품치수 570x720x820 570x720x821 570x720x822 860x720x822 860x720x822 640x830x920 640x830x920

제품중량 75kg 76kg 80kg 95kg 90kg 100kg 105kg

물탱크 용량 31 liter 29 liter 29 liter 23 literx2EA 23 literx2EA 66 liter 66 liter

면바구니 크기 489x265x106 211x263x104 211x263x104 153x263x104 153x263x104 140x145.5x355.6 140x145.5x355.6

면바구니 수 1EA 2EA 2EA 4EA 4EA 6EA 8EA

면바구니
최대허용 중량

3kg 1kg 1kg 1kg 1kg 600g 600g

최대 전력량 380v/10kw,17A 380v/10kw,17A 380v/10kw,17A 380v/10kw,17A 380v/10kw,17A 380v/10kw,17A 380v/10kw,17A

사용전력량 10kw X1히터 10kw X1히터 10kw X1히터 5kw X2히터 5kw X2히터 10kw X1히터 10kw X1히터

면종류 A300 A500 H500 A600 H600 RA600 RA800 비고

스파게티 120인분 40X2=80인분 40X2=80인분 30X4=120인분 30X4=120인분 20X6=120인분 20X8=160인분 6분 삶음 기준

냉동스파게티 360인분 100X120인분 120X2=240인분 60X4=240인분 90X4=360인분 60X6=360인분 60X8=480인분 2분 삶음 기준

소면 240인분 60X2=160인분 80X2=160인분 60X4=240인분 60X4=240인분 3분 삶음 기준

중면(건면) 120인분 40X2=80인분 40X2=80인분 30X4=120인분 30X4=120인분 20X6=120인분 20X8=160인분 6분 삶음 기준

생면(칼국수,
중화면 등)

120인분 40X2=80인분 40X2=80인분 30X4=120인분 30X4=120인분 20X6=120인분 20X8=160인분 6분 삶음 기준

라면 240인분 80X2=80인분 80X2=80인분 60X4=240인분 60X4=240인분 20X6=120인분 20X8=160인분 3분 삶음 기준

우동 500인분 180X2=360인분 180X2=360인분 180X4=720인분 180X4=720인분 60X6=360인분 60X8=480인분 1분 삶음 기준

쌀국수 120인분 40X2=80인분 40X2=80인분 30X4=120인분 30X4=120인분 20X6=120인분 20X8=160인분 6분 삶음 기준

냉면 500인분 180X2=80인분 180X2=80인분 180X4=720인분 180X4=720인분 60X6=360인분 60X8=480인분 1분 삶음 기준

사양

시간당 조리 능률

상기 데이타는 당사가 실험한 데이타입니다. 같은 종류의 면이라도 면의 굵기, 함수율, 재료의 성분에 따라 삶는 시간과 면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면의 최대 투입량이 달라져 상기 데이타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기준은 기기에 온수가 공급되어 예열 없이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 입니다. 만약, 온수 없이 냉수만 연결된 상태에

서는 예열시간이 필요하여 본 기준보다 능률이 저하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제품의 사양은 개량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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