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kery •

YOUR ADVANTAGES 장점
Uniform baking results

일정한 베이킹 결과

Baking on site increases profits

현장 베이킹으로 이익 증대
Preset recipes for easy use

사용하기 쉬운 프리셋 레시피
Save valuable space

공간절약

SCANDINAVIAN ROOTS

스칸디나비아인의 근원
GLOBAL MINDSET

전반적인 사고방식
덴마크 라네르스에 본사를 둔 HOUNÖ는 35년간 고급형

를 사용할 경우에는 번잡하지 않게 최대한 유연하게 조리가 가능

베이커리 오븐을 개발 및 제조 해왔습니다. 이 회사의 오븐

합니다. 당사의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은 디자인, 기능 및 유연성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

됩니다.

습니다. 이 오븐에는 매일 맛있는 빵과 페이스트리를 능률적
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빵 기술이 제공됩니다.

미각을 자극시키는 빵 냄새
HOUNÖ 베이커리 오븐은 경험이 산물입니다. 곡선형 오븐 도

베이커리 오븐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었던 HOUNÖ는 지

어와 매끈한 외관은 오븐에서 구워지는 빵의 품질을 분명히 말해

난 몇 년간 전세계 제과점, 레스토랑, 호텔, 슈퍼마켓, 학교,

주고 있습니다. 도어 핸들은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이며, 터

휴게소 및 유람선에 오븐 제품을 공급하는 규모로 성장했습

치 디스플레이는 작동이 매우 쉽습니다. 오븐에서 나오는 맛있는

니다. HOUNÖ는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 Middleby Cor-

냄새는 미각을 자극시킵니다.

poration의 일원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과 성능
선은 위대한 악

HOUNÖ제품에서 디자인과 기능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HOUNÖ는 선이 위대한 악이라고 생각하며 최고가 아닌 것에 여

HOUNÖ 베이커리 오븐의 독특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프론트

러분이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전문가용 베이커리

쿠킹 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18분이면 데니쉬 페이스트리

오븐은 빵이 오븐에서 맛있게 구워지는 것에 중점을 두며, 여러 가

180개를 구워낼 수 있습니다. HOUNÖ 베이커리 제품은 유연성,

지 제품을 한꺼번에 구워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ackTimer®

신뢰성 및 용량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PAR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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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uccessful
HOUNö bakery concept
성공을 위한 HOUNÖ 베이커리 컨셉

Tested quality and safety

HOUNÖ’S OVENS STRENGHTEN SALES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는 HOUNÖ 오븐
HOUNÖ의 성공적인 제빵 레시피에는 아로마, 외형, 바삭함, 맛이 모두 어우러져 있습니다. HOUNÖ베이커리 오븐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판매 강화를 위한 서구적인 빵을 구워내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입이 발생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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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NÖ BAKERY LINE

HOUNÖ 베이커리 라인
HOUNÖ CombiSlim 베이커리 모델은 최대의 유연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이 오븐에는 가장 인기 있는 베이킹 모드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모든 직원들
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터치 모델에는 직관적인 터치 디플레이
인 SmartTouch®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용이합니다. 자동 클리
닝 시스템인 CombiWash®로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USB 키를 사
용하면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HOUNÖ 베이커리 오븐에 레시피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 모드

표준 기능

■ 열풍

• Combi Wash® 자동 클리닝 시스템

■ 10단계 CombiSmart®

• 내장 핸드 샤워

■ 발효

• 최고의 안전성을 고려한 2단계 안전 핸들
• 냉각
• 자동 가습 펄싱
• USB 연결
• SmartTouch® 디스플레이
• 500가지 레시피 저장(각각 최대 15단계)
• 프로그램이 사전 설정된 요리책
• RackTimer®
• CombiNet®
• HACCP 품질 관리
• 자동 서비스 진단 시스템

HOUNÖ 베이커리 제품(www.HOUNÖ.com)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QR 코드를 스캔 하거나 HOUNÖ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OUNÖ 베이커리 모델은 귀하에게 필요한 다양한 베이킹 모드와 기
능을 갖추고 있으며, 미세한 조정도 가능합니다. 모든 터치 모델에는
직관적인 터치 디플레이인 SmartTouch®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프로
그램이 용이합니다. 자동 클리닝 시스템인 CombiWash®로 귀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USB 키를 사용하면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
니면서 HOUNÖ 베이커리 오븐에 레시피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 모드

표준 기능

■ 열풍

• Combi Wash® 자동 클리닝 시스템

■ 10단계 CombiSmart®

• 내장 핸드 샤워

■ ClimaOptima®

• 최고의 안전성을 고려한 2단계 안전 핸들

■ 발효

• 냉각
• 자동 가습 펄싱
• USB 연결
• SmartTouch® 디스플레이
• 500가지 레시피 저장(각각 최대 15단계)
• 프로그램이 사전 설정된 요리책
• RackTimer®
• CombiNet®
• HACCP 품질 관리
• 자동 서비스 진단 시스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태블릿에 HOUNÖ 앱을
설치하면 HOUNÖ 베이커리 오븐을 손쉽게 작동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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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SHLY BAKED BREAD. ALL DAY.

하루 종일 신선하게 구워지는 빵
신선하게 구워낸 식빵, 파이, 페이스트리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는 고객을 끌어들이고 매출을 올립니다.
HOUNÖ 베이커리 오븐은 조작이 쉽습니다. 따라서 연속으로 빵을 구워내기가 간단하며, 하루 종일 신선한 빵을 매대에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HOUNÖ 베이커리 오븐은 그 독특한 디자인만으로 빵의 품질이 드러나므로 매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을 끄는 오븐 내부 조명과 곡선형 유리를 통해 빵이 구워지는 과정을 고객이 지켜 볼 수 있습니다.

180 frozen danish
pastries in just
18 minutes.
180개의 냉동 대니쉬
페이스트리를 구워내는데

단, 18분! 데 단 18분.셉
HOUNÖ의 베이커리 오븐은 빠르고 유연합니다. 식빵, 파이, 머핀, 페이스트
리 같은 어떤 종류의 빵이든 이 오븐에서 구울 수 있습니다. 구워진 빵의 품질
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열풍과 스팀의 조합이 맛있는 빵이 조리되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바게트
를 구울 때는 빵 속에 증기가 포류되도록 베이킹 중간에 습도가 추가됩니다.
굽는 과정이 끝났을 때 오븐 배기구를 단순히 여는 것으로 겉이 바삭해집니다.
지능형 습도 조절 장치인 CombiSmart를 사용하면 오븐 내부에 정량의 습도
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오븐 내부에서는 팬 방향이 바뀌므로 열풍과 스팀이 오븐 내부에 고루 분산됩
니다. 따라서 일정한 품질의 빵을 매대에 올릴 수 있으며, 폐기되는 제품도 줄
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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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TO USE

편리한 사용
HOUNÖ의 베이커리 오븐은 전 직원이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모든 종류의 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SmartTouch 디
스플레이를 사용하면 디스플레이를 터치하여 직관적인 안내에 따라 오븐을 간단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스타일의 제빵 기능, 무한한 가능성

수동모드
수동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베이킹 설정을 직접 선택하고 HOUNÖ 베이커리 오븐을 사용할 때마다 손쉽게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사전 설정된 레시피
베이킹을 좀 더 쉽게 하려면 사전 설정된 레시피를 활용하여 나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열 및 베이킹을 비
롯한 프로그램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가지 프로그램 단계를 사용하면 습도 펄싱 및 배기구 개폐를 미세하게 조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된 레시피를 사용할 때의 또 다른 장점은 누가 오븐을 작동하든지 베이킹 결과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SMART. INSIDE OUT

스마트한 기능
간단하고 직관적인 베이킹의 SmartTouch®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베이킹 중 SmartTouch® 만큼 직관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편리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익숙한 인터페이
스로 오븐 조작이 용이한 것 뿐 만 아니라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어떤 것보다 효율적이고 흥미로운 기능이
손끝에서 조작하여 실현됩니다.

ComhiSmart®는 10단계 습도 조절이 가능

ClimaOptima*는 오븐 내부의 습도를 자동

합니다. 조리 유형에 따라 습도를 선택하면, 베

으로 조절하여 완벽한 제빵 결과를 보장합니

이킹 중에 습도가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다.

베이킹용 열풍 사용. 탁월한 베이킹 결과를 위
해 방향 전환이 가능한 팬의 속도를 조절하고,
배기구를 제어하고 자동 습도 펄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각 기능은 오븐의 열기를 원하는 온도까지
신속하게 냉각시켜 오븐을 다음 조리 과정으
로 재빨리 넘어가게 하거나 Combiwash 클
리닝 사이클로 넘어가게 합니다.

예열 기능은 설정된 온도로 오븐을 예열하여
로딩 중에 열기가 최대한 유지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항시 일정한 베이킹 결과를 얻을 수 있
습니다.

발효 기능은 오븐의 습도와 주변 온도를 정확
하게 유지시켜 반죽이 마르거나 갈라지지 않
고 잘 부풀어지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므로
제빵 결과가 항상 일정하게 나옵니다.

CombiWash®는 완전 자동 클리닝 프로그
램으로, 최소한의 물, 약품 및 에너지를 사용하
여 티끌 하나 없는 오븐 내부를 유지합니다. 클
리닝은 폐쇄 회로에서 진행되므로 화학약품에

즐겨 찾기 기능은 가장 인기 있는 레시피에 빠
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출될 우려가 일절 없습니다.
기억된 500개의 레시피를 사용하면 누가 베
고급 기능에는 예열, 발효, 냉각 같은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킹을 했건 일정하고 맛있는 빵이 보장됩니
다. 각 레시피는 최대 15단계까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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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과 카페

해상에서

휴게소

유치원

편의점 /샌드위치 가게

요양소

WHEN SIZE MATTERS

크기 문제

HOUNÖ 베이커리는 컴팩트 쿠킹을 지향합니다.
조리 장소가 협소할 때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HOUNÖ 베이커리의 폭은 51.3 cm에 불과합니다. 이 미니 베이커리 오븐은 협소한
조리실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HOUNÖ 베이커리 오븐이 있을 때 미니 오븐을 별도의 조리대에 놓고 사용할 때 좋습니다.
CombiSlim 베이커리 오븐은 3가지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오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당사 슬림 오븐 2대를 쌓아 올리
고, 콘덴세이션 후드를 사용하면 오븐에 있는 여분의 스팀을 효과적으로 빨아들여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CombiSlim
베이커리 오븐은 원하는 곳 어디든 배치할 수 있습니다.

“

CombiSlim 베이커리 오븐은
최소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덴마크 Restaurant Palsied Kro의
상무이사 겸 Chef de Cuisine인 Per Hallundbaek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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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ON YOUR
INVESTMENT.
투자수익률

“

완벽한 제빵 결과와 금전적인 이유로
HOUNÖ 베이커리 오븐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 L’Epicuruien의 Chef de Cuisine 겸 레스
토랑 소유자인 Didier Ballet 씨는 HOUNÖ를 선택한 이유를

공간 절약
“이 오븐에서 각종 빵 제품을 구워낼 수 있기 때문에 조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에서 오븐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베이커리

“우리 레스토랑은 대형 베이킹 용량과 유연성이 동시에 필

오븐 2대를 쌓았기 때문에 점유 면적은 더 줄어든 셈이죠.”

요했기 때문에 HOUNÖ 베이커리 오븐을 설치했습니다.
조리실에서 매일 맛있는 빵과 페이스트리를 단시간에 구울

에너지 절감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Didier Ballet의 250석 규모의 레스토랑은 외식 산업의 성장

“오븐 사용법이 매우 쉽고 베이킹 품질이 좋은 것은 당연

과 함께 HOUNÖ 베이커리 오븐의 높은 유연성을 활용한 혜

하죠.”

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손님이 몰릴 때는 오븐을 둘 다 가동하지만, 예약이 뜸할
때는 전기요금 때문에 오븐 1대를 끄고 오븐 용량을 적정하
게 유지합니다.”

프랑스 레스토랑 L’Epicuruien의
Chef de Cuisine 겸 레스토랑 오너인 Didier Ballet 씨

EXCELLENT TASTE TO BE REMEMBERED

기억에 남는 뛰어난 풍미

완성된 페이스트리와 빵의 달콤한 맛은 고객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재 구매율을 높입니다. 레스토랑이나 매장의 필요에 따라
롤, 식빵, 대니쉬 페이스트리부터 피자, 머핀, 파이, 케이크까지 모두 구울 수 있습니다. HOUNÖ 베이커리 오븐에서는 맛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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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HIGH CAPACITY PLUS SUPERB ERGONOMICS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대용량 오븐
작업 환경 개선 방법
HOUNÖ는 사용자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12트레이 롤-인 오븐인 Visual Bakery BPE 1.16 롤-인을 공급하
는 이유입니다. 인체공학적 작업 높이에서 대량 베이킹의 장점을 활용해보십시오. 최대 작업 높이는 144 cm에 불과하므로
손을 뻗으면 모든 트레이에 닿고, 따라서 넣고 빼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오븐 사이즈는 더 이상 타협점을 찾
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감
Visual Bakery 오븐은 에너지 소비와 와트 수가 적기 때문에 청구서의 전기 요금이 줄어듭니다.
15트레이 오븐의 소비 전력이 36 kW인 것에 비해, 독특한 12트레이 롤인 오븐은 24 kW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33% 이상 감
소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리 도중 에너지 소비도 12트레이 오븐이 대체로 낮습니다.

12-트레이 오븐

Max. working height 170 cm

Max. working height 144 cm

에너지 및 물 계량기를 선택하면 combi 오븐의 에너지 및 물 사용량을 측정하고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15-트레이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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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SOLUTION-PASSTHROUGH OVEN

특별 솔루션-패스쓰루
(Pass Through) 오븐
패스쓰루(Pass Through) 는 곧 능률화를 의미
HOUNÖ는 특별한 오븐 솔루션으로, 도어가 2개 있는 패스쓰루(Pass Through) 오븐을 공급합니다. 수퍼마켓, 대형 마
트, 휴게소 등에서 빵과 페이스트리를 대량 생산할 때 도어가 2개이면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장에서 패스쓰루(Pass Through) 오븐을 보이게 해놓으면 고객이 보는 앞에서 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점 더 손님의 눈길을 끌게 되면서 매상이 올라갑니다.

COMPLETE BAKERY ON JUST 1 M

1제곱미터 공간의
완벽한 베이커리
매장이 크건 작건, 규모와 상관 없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HOUNÖ 제품은 불과 1제곱미터에 완벽한 베어커리를 구
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Visual Baking Station은 연결
된 2개의 오븐과 증기 추출 후드로 구성됩니다.
Baking Station을 사용하면 아래쪽 오븐에서 반죽을 부풀리면서 위
쪽 오븐에서는 반죽을 구울 수 있습니다. 또는 위아래 오븐의 설정을
다르게 해서 동시에 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한 식빵, 파이, 페
이스트리를 판매 직전에 계속 구워낼 수 있습니다.
Baking Station을 매장에서 잘 보이게 전시해 놓으면 생지가 오븐에
서 완제품으로 구워져 나오는 과정을 고객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
습니다. 베이킹 과정을 전시해서 보여주는 것은 고객의 구미를 당겨
서 매출을 올리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Baking Station의 완전 자동 클리닝 시스템은 오븐을 항상 반짝이고
청결하게 유지시킵니다. 또한 Baking Station에 바퀴를 달아서 청소
를 용이하게 하거나 매장 내 새로운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

Visual Bakery 오븐에서 샌드
위치 빵을 매일 구워냅니다.
구워낸 빵은 항상 품질이 일정해서
좋습니다. 조작이 쉬워서 직원들도
만족합니다.
덴마크에서 Sunset Boulevard를 운영하는 Jeppe Droob 씨
Sunset Boulevard는 대니쉬 샌드위치 체인으로, 패스트푸드의 저지방
대체식을 판매하는 47개의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NO CONTACT
WITH CHEMICALS.
화학 약품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SUBSTANTIAL SAVINGS ON LIQUID CLEANING

액상 세척제 절감

자동 클리닝 시스템인 CombiWash®를 사용하여

공급사 선택 및 비용 절감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물, 에너지, 액 클리닝 비용의 경우, 액상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는 클
상 약품을 적게 사용해도 combi 오븐이 깨끗하게 청 리닝 탭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한 Visual Bakery 오
소됩니다.

븐 클리닝 방법입니다.

화학약품에 대한 접촉 우려 불식
그날의 영업이 종료된 후 오븐 사용 정도에 따라 클리닝
수준을 선택하면 CombiWash®가 적정량의 물, 액상 세
척제와 헹굼 보조제를 자동으로 투입합니다. 편리하고 위

HOUNÖ 고객께서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 원하는 약
품 공급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구입 시 액상
세척 약품은 구입 용량에 따라 클리닝 탭에 비해 25%50% 저렴합니다. 이것은 HOUNÖ CombiWash를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생적이라는 것 외에도, 클리닝이 밀폐된 회로에서 진행되
므로 화학약품에 접촉될 우려가 일절 없습니다.

액상 세척제와 클리닝 탭 비교
100
90

세
척
약
품
비
용
지
수

80
70
60
50
40
30
20
10
클리닝 탭.

액상 세척제.

오븐 공급사에 소용량 고객, 공
서만 구입 가능

급사 자유 선택

액상 세척제.
대용량 고객,
공급사 자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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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THE POSSIBILITIES

가능성을 체험 해 보세요.
HOUNÖ 베이커리 제품
사이즈

23.06/4

1.06/4

1.10/6

1.06/5

1.10/8

1.16 rl./12

1.20 rl./15

용량
베이킹 트레이 크기

350 x 440 mm

350 x 440 mm 350 x 440 mm

대체 베이킹 트레이 크기

-

325 x 530 mm 325 x 530 mm

러너 거리 20/40mm 수

6

6

러너 거리 60mm 수

4

러너 거리 85mm 수

400 x 600 mm 400 x 600 mm 400 x 600 mm 400 x 600 mm
-

-

-

-

10

-

-

-

-

4

6

-

-

-

-

-

-

-

5

8

12

15

롤

27

36

60

100

160

240

300

로프 600gr.

6

9

12

20

32

48

60

바게트,56cm

12

12

16

20

32

48

60

데니쉬 페이스트리

18

24

40

60

92

144

180

3 NAC 400 V

3 NAC 400 V

3 NAC 400 V

기술 사양

2 NAC 400 V or 3 NAC 400 V or
3 NAC 400 V
1 NAC 230 V
3 NAC 230 V

전압

2 NAC 400 V or
1 NAC 230 V

와트

6,6 kW or 3,3kW 8,4 kW or 4,2kW

전류
물 소비
배수

12,7 kW

9 kW

18 kW

24 kW

36 kW

17 A

21 A

22 A or 36 A

13 A

26 A

35 A

52 A

3/4” outside

3/4” outside

3/4” outside

3/4” outside

3/4” outside

3/4” outside

3/4” outside

Ø50mmoutside Ø50mmoutside Ø50mmoutside Ø50mmoutside Ø50mmoutside Ø50mmoutside Ø50mmoutside

외형 지수
너비

513 mm

513 mm

513 mm

899 mm

899 mm

높이, 탁상형 모델

753 mm

753 mm

948 mm

795 mm

1005mm

높이, 스탠드 사용

1565mm

1565mm

1765mm

1492mm

깊이

631 mm

811 mm

811 mm

무게

57 kg

67 kg

81 kg

899 mm

899 mm

1492mm

1592mm

1852mm

831 mm

831 mm

831 mm

831 mm

150 kg

190 kg

270 kg

300 kg

HOUNÖ 베이커리 제품
MARINE 옵션

23.06/4

1.06/4

1.10/6

1.06/5

1.10/8

1.16 rl./12

1.20 rl./15

패쓰 쓰루

BAKERPLUS®

부속품

추출 후드
베이킹 시트 및 트레이
물 처리
세척제

추출 후드
베이킹 시트 및 트레이
트롤리 및 보관소
써멀 블랭킷
계량기
물 처리
세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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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intouch.
As your bake-off oven
specialist, we always do our
utmost to help our customers.
Worldwide.

Hounö A/S
giesenkorea
T: 1566-9842
e: info@giesenkorea.co.kr
www.hounokorea.co.kr

PARTO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