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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RAND WOOSUNG

간접냉각방식 / 온도범위 : 0℃~7℃ / 상부 : 스테인리스

모델명 GWHD-1KG GWHD-2KG GWHD-3KG GWHD-4KG

크기(mm) W600×D756×H1015 W1494×D692×H1067 W1754×D692×H1067 W2294×D692×H1067

내용적(ℓ) 냉장 223 냉장 568 냉장 670 냉장 912

호프냉장고 디스펜서

호프냉장고

•맥주의 종류에 맞는 최적의 온도로 맥주의 참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맥주를 깨끗하게 보관하며 호프디스펜서로 바로 시음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런 외형 재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매장분위기를 살려줍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가능

신선한 맥주의 향과 맛을 더욱 시원하고 풍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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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냉각방식 / 온도범위 : 0℃~7℃ / 상부 : 스테인리스

모델명 GWHT-1KG GWHT-2KG GWHT-3KG GWHT-4KG

크기(mm) W600×D756×H1015 W1494×D692×H1067 W1754×D692×H1067 W2294×D692×H1067

내용적(ℓ) 냉장 223 냉장 568 냉장 670 냉장 912

호프냉장고 테이블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가능

간접냉각방식 / 온도범위 : 0℃~7℃ / 상부 : 스테인리스

모델명 GWHT-1BG GWHT-2BG GWHT-3BG GWHT-4BG

크기(mm) W600×D756×H1015 W1494×D692×H1067 W1754×D692×H1067 W2294×D692×H1067

내용적(ℓ) 냉장 223 냉장 568 냉장 670 냉장 912

호프냉장고 테이블 유리문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가능

간접냉각방식 / 온도범위 : 0℃~7℃ / 상부 : 스테인리스

모델명 GWHC-2KG GWHC-3KG GWHC-4KG

크기(mm) W1494×D692×H1067 W1754×D692×H1067 W2294×D692×H1067

내용적(ℓ) 냉장 568 냉장 670 냉장 912

호프냉장고 컵 + 디스펜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가능



2018 GRAND WOO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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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도 LED램프

01

충격 방지 범퍼 채용

03

이동이 편리한

바퀴채용

05
냉기 유출을 막는

나이트커버 기본장착

06

선반높이

조절가능

04

디지털 조작패널로 

편리한 온도조절

02

GWOMSH05DS3F

크기(mm) W500×D670×H1450

제품 색상 화이트 / 블랙 / 스테인리스

온도범위(℃) 4 ~ 15

전원 220V 60Hz

소비전력(W) 1050

GWOMSS05DS4H

크기(mm) W500×D670×H1740

제품 색상 화이트 / 블랙 / 스테인리스

온도범위(℃) 4 ~ 15

전원 220V 60Hz  

소비전력(W) 1050

White Black Stainess

내치형 수직 오픈 냉장쇼케이스 1450

내치형 수직 오픈 냉장쇼케이스 1740

내치형 수직오픈 냉장쇼케이스 1450/1740
작은 공간도 활용하고 상품도 돋보이는 슬림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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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유리 냉장쇼케이스(블랙)

라운드형 냉장쇼케이스 900

4면 유리 냉장쇼케이스(화이트)

라운드형 냉장쇼케이스 1200

GWGRGP09DF
크기(mm) W900×D520×H780 온도범위(℃) 5 ~ 15

내용적(ℓ) 75 전원 220V 60Hz  

주요특징 2단, LED램프, 열선로이페어유리, 제상수 자연증발방식

GWGFGT45DNS3HDF
크기(mm) W460×D410×H1000 온도범위(℃) 4 ~ 15

내용적(ℓ) 78 전원 220V 60Hz  

주요특징 3단 선반, LED램프, 페어유리

GWGFGT45DNS3HDF
크기(mm) W460×D410×H1000 온도범위(℃) 4 ~ 15

내용적(ℓ) 78 전원 220V 60Hz  

주요특징 3단 선반, LED램프, 페어유리

GWGRGP12DF
크기(mm) W1200×D520×H780 온도범위(℃) 5 ~ 15

내용적(ℓ) 100 전원 220V 60Hz

주요특징 2단, LED램프, 열선로이페어유리, 제상수 자연증발방식

4면 유리 냉장쇼케이스
튼튼하고 상품 주목도가 높은 4면 유리 스타일

다양한 매장분위기에 어울리는 라운드 스타일

라운드형 냉장쇼케이스

4면 유리

컴팩트

디자인

슬림

사이즈

미려한

라운드형

결로방지

페어유리

2단

전시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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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RAND WOOSUNG

01 02편리한

디지털온도조절기

단단한

로이 강화유리

컵회수대 살균건조 소독기 80개/120개/180개용

WS-RC120E
크기
(mm)

W600×D530×H1705

살균 GL15 × 3 전원 220V 60Hz

용량 컵 120개 소비전력 580W

WS-RC180E
크기
(mm)

W800×D530×H1705

살균 GL15 × 3 전원 220V 60Hz

용량 컵 180개 소비전력 630W

WS-RC080E
크기 
(mm)

W600×D450×H1025

살균 GL15 × 2 전원 220V 60Hz

용량 컵 80개 소비전력 340W

아이스크림 냉동쇼케이스
더욱 강한 냉기와 넓은 유리로 뛰어난 진열효과

컵살균과 보관, 회수를 하나로 한번에

컵회수대 살균건조 소독기

아이스크림 냉동쇼케이스

GWRFA18ZF
크기(mm) W1750×D800×H845 온도범위(℃) -27 ~ -15

내용적(ℓ) 645 전원 220V 60Hz  

주요특징 직냉식, 외부충격방지범퍼, 이동바퀴장착, 로이강화유리

03 04충격방지범퍼

채용

바퀴를 장착

이동편리

강력 냉동

고급

스테인리스

대용량

강력 살균

충격방지

범퍼

3 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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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기 절약렌지 튀김기 절약렌지

GW – F650
크기(mm) W650×D720×H790

가스(㎉)
LNG 10,320 용량(ℓ) -

LPG 11,160 버너 2열

GW – R600
크기(mm) W600×D690×H700

가스(㎉)
LNG 18,920 용량(ℓ) 41

LPG 18,840 버너 3열

GW - R780 
크기(mm) W780×D860×H815

가스(㎉)
LNG 18,920 용량(ℓ) 101

LPG 18,840 버너 3열

GW – F750
크기(mm) W750×D830×H790

가스(㎉)
LNG 10,320 용량(ℓ) -

LPG 11,160 버너 2열

GW - R760
크기(mm) W760×D840×H795

가스(㎉)
LNG 18,920 용량(ℓ) 78

LPG 18,840 버너 3열

GW – R870 
크기(mm) W870×D950×H875

가스(㎉)
LNG 18,920 용량(ℓ) 124

LPG 18,840 버너 3열

절약탕렌지 100인용 절약탕렌지 200인용

절약탕렌지 250인용 절약탕렌지 310인용

튀김기 절약렌지/절약탕렌지
강력한 화력과 3중 구조의 뛰어난 연료 효율성

연료비

절감

3중

구조

투시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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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458 우성빌딩 9층

• 영업부 Tel 02-2237-7950  Fax 02-2237-7948
• 해외영업부 Tel 02-2237-7943  Fax 02-2237-7944

천안영업소

부산영업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로 258-16

• 영업부 Tel 041-621-8101~4  Fax 041-621-810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89로 7 

• 영업부 Tel 051-832-1762~4  Fax 051-832-1760

•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2018년 5월 현재 기준입니다.

• 제품의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의로 본체를 개조하여 사고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외관(색상) 및 제품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A/S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 -1328 (지역번호없이)

http://www.woosungin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