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W-CE 202101

쉽세계에서 최초로 독자개발한 무연 그릴이므로 , 화력이 세고 , 든든하게 제조되고 있습니다 .

SERW-CE
심포전기식무연그릴

CO2 배출 제로

유럽 안전인증 그릴

지구환경보호에도 , 종업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심포 전기식 그릴입니다 .
이유 1

이유 6

종업원이 쉽게 다치지 않는다 .

가스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 .

이유 2

이유 7

청소가 간단하다 .

가스그릴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

이유 3

이유 8

부속품 파트가 적다 .
부속품이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

고장이 적다 .

이유 9

이유 4

조작이 간단하다

철저한 감전 방지책
철저한 방수 대책

이유 10

이유 5

고기 구이 효과가 균일하다 .

2 중의 방화 시스템
Standard: LVD: 2014/35/EU
EMC: 2014/30/EU

LVD
EN 60335-1
Directives: EN 60335-2-36

Rating:

EMC
EN 62233
Directives: EN 55014-1
EN 55014-2
EN 61000-3-2
EN 61000-3-3

220~240 Vac, 50/60 Hz,
2000 W,

안전 안심도 맛의 일부분이다 .
종업원이 밝은 미소도 , 맛의 일부이다 .
그릴이 종업원들에게 부담을 끼치면 , 종업원들이 지친다 →일이 재미없어진다 →손님에 대
한 서비스가 난잡해진다 → 밝은 미소가 사라져버린다 →종업원들이 일을 그만 두게 된다
→손님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레스토랑의 인기가 떨어진다 →매출도 떨어지게 된다 .

가격우선이였던 경영자가 , 심포 그릴로 바꾸는 이유
이유 1: 종업원들이 부상과 화상을 쉽게 입었다 .
이 계기로 가게를 그만뒀다 . 그릴이「 쓰기가 불편
하다」「 위험하다」 라고 종업원의 평판이 나쁘다 .
이유 2: 청소가 귀찮다 . 쉽게 지친다 .
종업원들이 청소하기 싫어 한다 .
이유 3: 부속품이 쉽게 망가진다 . 소모 부품의 조달이 귀찮은 일이다 .
이유 4: 누수로 고장났다 .
이유 5: 화재사고가 최근에 증가되고 있다 .
경영자가 걱정하게 된다 .

이유 6: 가스 배관의 노화가 걱정된다 .
공사비용이 싼 전기식으로 교환하고 싶다 .
이유 7: 부동산 오너가 가스식을 싫어하고 있다 .
화재사고를 걱정하고 있다 .
이유 8: 테이블이 쉽게 고장나기에 사용할 수 없는 테
이블이 많아지고 있다 . 매상 로스는 허용할 수 없다 .
이유 9: 화력조정이 많은 가스식그릴은 귀찮다 .
이유 10: 심포의 전기식그릴은 맛있게 구워진다 .
이런 평판들은 모두 정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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