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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빨라야 할 때,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 이상의 오븐이 필요합니다.
ORACLE은 설치부터 서빙까지 모든 것이 더 빠릅니다.
메뉴의 창작, 업데이트 및 관리, 신속한 서비스, 직원 교육, 청소 및 유지 보수
모든 요리 요구 사항에 적합한 열량과 속도 - 세 가지 가열 방법 으로 브라우닝과 토스
팅은 항상 맛있는 요리를 보장합니다.

강력한 열 전달
최대 3000W의 파워가 훌륭한 브라우닝과 토스팅을 보장합니다.

컨벡션
팬 속도 조절이 가능한 95 °C ~ 270 °C의 온도

마이크로웨이브
빠른 가열 및 조리 시간 단축을 위한 최대 2000W의 파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라클은 오픈 주방, 제한된 공간의 사무실 또는 작은 주방들을 위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빠르고 혁신적인 케이터링 서비스를 위한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샌드위치, 패스트리, 피자, 생선, 야채 및 고기와 같은 다양한 신선하고 냉동 된 음식을 조리, 그릴링 , 토스팅,
해동 및 재가열 시키는 작업이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조리 시간

ORACLE

[분:초]

[분:초]

Frozen Pizza Margherita

6:00

1:35

Gourmet sandwich

8:00

0:30

Salmon with ratatouille

12:00

2:00

Chicken with potato wedges

11:00

2:30

Grilled vegetables

10:00

2:20

Chocolate cake

10:00

1:00

요리 종류

한번의 클릭으로 놀라운 결과
오라클은 다양한 성능의 컴팩트한 오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고해상도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와 수많은 미리 입력된 레시피로 인하여 원하는 요리
의 아이콘을 터치하고 요리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간절약형 콤팩트타입 조리
70cm 깊이의 팬이 들어갈 수 있으며 직경 30cm까지 피자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PLUG & PLAY
오라클은 어느 장소, 어디서나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후드가 필요 없는 PLUG & PLAY로 플러그를 꽂으면 바로 요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디스플레이
HD True-Touch ™ 7 "고해상도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외에도 오라클은 사용언어
선택이 가능하며 화면상의 이미지만 터치를 하면 조리가 가능합니다.
연결
표준 WiFi, 이더넷 및 USB 연결

빠른 세척
급속 냉각 시스템과 오븐 내부의 논스틱 라이닝 덕분에 오라클은 일과후 신속한 세척이
가능 합니다.
추가 비용 NO
특별한 요리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금속 용기들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전기 사양
Cooking Chamber
Dimentions
(L x D x H mm)

Capacity

Electrical
power
(kw)

consumption
(A)

ORAC1

312 x 312 x 178

17.2

3.68

16

1

ORAC2

312 x 312 x 178

17.2

5.95

16

2

Model

Power

Microwave Impingement
(kw)
(kw)

External dimentions
(L x D x H mm)

Power supply
Voltage

3

358 x 743 x 578

1N AC 230V - 50Hz

3

358 x 743 x 578

3N AC 400V - 50Hz

External dimentions
(L x D x H mm)

Power supply
Voltage

옵션 전기 사양 - 발주 시 선택
Cooking Chamber
Dimentions
(L x D x H mm)

Capacity

Electrical
power
(kw)

consumption
(A)

ORAC1

312 x 312 x 178

17.2

3.6

18.2

1

3

358 x 743 x 578

1N AC 230V - 60Hz

ORAC1

312 x 312 x 178

17.2

2.45

13

1

3

358 x 743 x 578

1N AC 230V - 60Hz

ORAC1

312 x 312 x 178

17.2

3.25

15

1

3

358 x 743 x 578

1N AC 230V - 60Hz

ORAC2

312 x 312 x 178

17.2

5.95

28.6

2

3

358 x 743 x 578

3N AC 400V - 60Hz

ORAC2

312 x 312 x 178

17.2

5.95

28.6

2

3

358 x 743 x 578

3N AC 400V - 60Hz

Model

Power

Microwave Impingement
(kw)
(kw)

특징 및 기능
조리 기능

제어 시스템

* 최대 3kW의 전력 파워
* 95 °C에서 270 °C 사이의 다양한 온도의 컨벡션
* 최대 2kW의 전력을 사용하는 전자 레인지 기능
* 전자 레인지 해동 기능
* 최대 4단계의 매뉴얼
* 1200 가지 요리 프로그램을 단계 (최대 4 사이클)로 저장하고
이름과 전용 아이콘을 선택 해서 레시피 저장 가능

* 사일런트 기능 : 작동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 되는 팬 속도 제어 기능
* 에어 필터 청소 알림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요리 프로그램을 업로드 / 다운로드 하기 위한 Wi-Fi / 이더넷이
기본 장착

작동
* HD True-Touch™ 7" 고해상도 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 자동 예열 기능

청소 및 유지 관리
*
*
*
*

승인된 세제를 부드러운 문 표면에 직접 사용 가능
손쉬운 청소를 위한 탈착식 논스틱 조리 챔버 라이닝
쉽게 청소가 가능한 자력 탈부착식 에어 필터
마감 시 청소 시간을 줄여주는 빠른 냉각 기능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요리 프로그램을 업로드 / 다운로드 위한 USB 포트 기본 장착

특징
* 외부 스테인레스 스틸 마감
* 전면 컨트롤 패널의 미러한 마감
* 부드럽게 곡선 처리된 조리실 내부
* 후드가 필요 없는 내장형 촉매 변환기
* 인체 공학적 핸들이 있는 풀다운 도어
* 문을 열 때, 오븐의 조리실 표면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열려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꺼낼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딩 도어
* 물이 튀는 것에 대한 IPX3 의 방수 마감

ACCESSORIES

코팅 플레이트

테프론 트레이

스톤 플레이트

완벽한 요리, 브라우닝, 토스팅를 보장하기
위한 스무스형 (포함) 또는 굴곡형 (옵션)

완벽한 브라우닝, 토스팅를 보장하기 위한
논스틱 스무스형 또는 굴곡형 드레이

빵, 피자, 평평한 빵을 요리하거나 브라우닝
할때 사용

알루미늄 패들

논스틱 라이닝 킷

세제

샌드위치나 피자 등을 오븐으로 부터 꺼낼 때
사용

빠르고 쉬운 청소를 위해 사용

찌꺼기 제거 및 오븐 표면 보호를 위한 세제

상위 선반

후면 커버 패널

스탠드

액세서리를 보관 할 수 있는 선반이 있는 선반

커버 패널은 전원 케이블과 통풍구를 숨겨서
오픈 주방 설치 시 추천

이동식 고정식 스텐드 하나 또는 두대 이상
설치가 가능한 하부 선반이 있는 스탠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