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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고속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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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점심 저녁

새로운 MerryChef conneX® 레인지는 서비스 속도를 
향상하고, 테이크아웃 대기줄을 단축하고,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70년 이상의 고속 오븐 ‘노하우’를 활용하는 새로운 MerryChef conneX® 레인지는 사업자의 요구 
사항과 고객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컴팩트한 고속 오븐인 이 일체형 기기는 조리, 굽기, 재가열 및 그릴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 모두를 할 수 있으며, 컬러 코딩된 MerryChef 액세서리를 이용해 기기를 
변경하지 않고도 손쉽게 채식 메뉴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MerryChef conneX® 레인지는 사용하기 쉬운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연결된 
차세대 컨트롤러를 도입하여 모든 팀원이 고객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따뜻한 음식을 변함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동안 긴 대기줄 없이 계속 주문을 받을 수 있어서 주방 
직원들이 이 제품을 매우 좋아합니다.

MerryChef 오븐은 광범위한 제품 및 요리테스트를 거쳐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글로벌 셰프 팀에서 제공하는 지속적인 요리 지원과 숙련된 서비스  
팀의 AS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속도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방 기구를 소개합니다!

The Merrychef  
conneX®

는 연결을  
기본 제공합니다...

...완전한 교육...
...그리고 작동 준비.

기본 제공되는 Wi-Fi 또는 이더넷 연결을 통해 업계 
최고의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인 KitchenConnect®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기기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KitchenConnect®를 이용해 모든 오븐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메뉴를 생성, 변경 및 
업데이트하고 기기의 작동 상태와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ss & Go 모드를 이용해 글로벌 셰프 
팀이 미리 프로그래밍한 100여 가지의 
맛있는 레시피로 간단하게 메뉴를 
선택하세요! 새로운 작동 컨트롤러는 
마치 휴대폰처럼 직관적으로 작동하므로 
직원들은 MerryChef conneX®  오븐 
작동법을 빠르게 익혀 모든 주문에 대해 
변함없이 맛있는 요리를 제공합니다.

피자 재킷 포테이토 스프링 롤파니니

연어 Mac과 치즈 머핀시나몬 롤 

www.merrychef.com



최신 고속 오븐

... 멋진 외관
컴팩트하고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여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이 레인지는 현대적이고 
미적인 디자인의 견고한 유리로 둘러싼 새로운 
고해상도 7인치 작동 화면을 제공하며, 어떤 
작동에서든 프론트 오브 하우스(front-of-house) 
설치에 적합합니다.

MerryChef conneX® 레인지는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카본 블랙으로 제공되며, 
내부 공간은 30.5cm(12인치) 또는 새롭고 획기적인 40.5cm(16인치)입니다. 
이 넓은 내부 공간을 이용해 필요에 따라 일관된 고품질 음식을 조리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일괄' 조리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인기 있는 음식을 계속 
조리할 수 있고, 수요 변동을 관리하여 대기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DNA
고속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가장 작은 
고속 오븐 설치 면적 대 내부 공간 
비율로 기존 오븐보다 최대 80%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컴팩트하고 다양한 
기능 제공
최소 설치 공간과 최대 내부 공간으로 
공간을 절약하고, 다양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일체형 기기입니다.

손쉬운 설치
UL 벤트리스(Ventless) 인증으로 배출 
후드가 필요 없습니다. 표준 출력 
장치는 로우 앰프 플러그로 작동합니다.

편리한 사용
사전 프로그래밍 가능한 메뉴와 
easyTouch® 아이콘 구동 
터치스크린은 높은 품질의 반복 
가능한 조리 결과를 보장합니다. 언어 
장벽을 없애고 교육 시간, 작동 오류 및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합니다.

우수한 에너지 효율
예열 및 냉각 시간이 짧고 대기 
모드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 오븐을 
사용하지 않을 때 에너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조용한 작동
48dbA 미만에서 작동하여 고객 환경이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강력한 기술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tri-pleX 기술은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여 에너지 낭비 없이 
일관되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
집진판을 통해 가속화된 
공기와 결합

마이크로파 대류 충돌

 tri-pleX 기술: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세요



가장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가장 컴팩트한 
고속 오븐

차세대 Merrychef

색상이 서로 잘 어울리게 
배합된 액세서리는 
오븐의 다양한 기능을 
확장합니다.

색상이 서로 잘 
어울리게 배합된 
액세서리를 이용해 
기기를 세척하지 
않고도 고기와 채식 
재료로 만든 음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전면 장착형 공기 
필터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러워 청소가 간편한 
스테인리스 스틸 내부 공간

지속적인 쿨 투 
터치(Cool to Touch) 
외벽으로 기기 
주변에 여유 공간이 
필요 없음

600mm 조리대에 
잘 맞음

수동 메뉴 및 소프트웨어 
관리용 USB 메모리 스틱

액세서리를 
기기 위에 
보관 사용이 편리한 최첨단 

7인치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견고한 유리 서라운드

30.5cm x 30.5cm(12인치 x  
12인치) 내부 공간(35.5cm 
(14인치) 너비 오븐)

높이 61.9cm 
(24.4인치)

너비 35.5cm(14인치)

conneX® 12  – 다른 조리 방법보다 최대 20배 빠르게 조리
대류 마이크로파 충돌 벤트리스/촉매변환기 플러그 유형

최대 15배 빠른 
표준 출력 2200W 1000W 예  예 13/16amp

최대20배 빠른 
고출력 2200W 2000W 예  예 16/32amp

Merrychef conneX® 12로 훌륭한 맛의 따뜻한 요리를 제공하세요

생선

채식

고기

알레르기

일반

www.merrychef.com

냉장 프리베이크 
씬크러스트 12인치 
야채 피자

치즈 토스트

중국식 새우 볶음 갈비, 치킨 윙 및 웨지 
포테이토

1분 
30초

50초

60초

2분 
20초

모든 조리 시간은 음식의 품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라이너와 트레이에 두면 오븐에 
음식과 기름이 묻지 않아 세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세대 Merrychef

모든 오븐을 위한 
맞춤형 Merrychef 
액세서리를 아래 
주소에서 찾아보세요.
https://www.merrychef.com/
products/accessories

접근이 용이한 전면 장착형 
공기 필터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러워 청소가 간편한 
스테인리스 스틸 내부 공간

지속적인 쿨 투 
터치(Cool to touch) 
외벽으로 기기 
주변에 여유 공간이 
필요 없음

700mm 조리대에 
잘 맞음

액세서리를 
기기 위에 
보관 사용이 편리한 최첨단 

7인치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견고한 유리 서라운드

40.5cm x 40.5cm(16인치 x  
16인치) 내부 공간(45.5cm 
(18인치) 너비 오븐)

높이 61.9cm 
(24.4인치)

너비 45.5cm(18인치)

Merrychef conneX® 16으로 훌륭한 맛의 따뜻한 요리를 더욱 많은 양으로 제공하세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세요

냉장 프리베이크 
씬크러스트 16인치  
야채 피자

모짜렐라와 토마토  
파니니 4개

소시지 롤 12개

피시 핑거 앤  
프라이

1분 
30초

1분 
50초1분

1분

모든 조리 시간은 음식의 품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동 메뉴 및 소프트웨어 
관리용 USB 메모리 스틱

conneX® 16  – 다른 조리 방법보다 최대 20배 빠르게 조리
대류 마이크로파 충돌 벤트리스/촉매변환기 플러그 유형

최대20배 빠른 
고출력 3200W 2000W 예  예 16/32amp

최소 설치 공간으로 가장 넓은 
내부 공간 제공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음식을 조리

https://www.merrychef.com/products/accessories
https://www.merrychef.com/products/accessories


아침 점심 저녁

차세대 컨트롤러

고해상도 7인치 터치스크린 뒤에 두뇌가 
있습니다!
정전식 터치스크린에서는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누르고 스크롤하고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직원들이 오븐 작동법을 빠르게 
익힙니다.

새로운 easyTouch® 소프트웨어는 고속 오븐의 작동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과 오븐 작동을 손쉽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어 직원과 컨트롤러의 
상호 작용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매우 분주한 
작동이나 보다 조용한 작동에 적합한 따뜻한 음식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Press & GoRecipe Creation Cookbook

Preheat Settings Clean
easy

ToUCH

3단계 시스템

레시피 생성 – 
레시피 개발 또는 수정
완벽하게 유연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레시피를 만들 때 
온도, 시간, 팬 및 마이크로파 파워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레시피 저장의 제약 없이 빠르게 요리하거나 
천천히 구울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설정 – 작동에 맞추어 오븐을 사용자 지정하세요
설정을 스크롤하고 37개 언어에서 선택한 다음, 
광범위한 미디어 및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음식 
및 지침 이미지를 탐색하고, 화면 보호기 및 작동 
사운드를 변경하고, 오븐 세척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븐을 켜고 끌 때 프로그래밍하고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오븐 
스케줄러도 있습니다.

Settings

신속한 서비스, 풀 서비스 및 수동 모드를 이용해 요리책 잠금에서 편집 
방지까지 필요에 따라 오븐 작동을 조절할 수 있으며, 모든 요리사의 설정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리책 – 사전 프로그래밍된 메뉴
파니니에서 재킷 포테이토까지 오븐에 사전 프로그래밍된 100
가지 이상의 맛있는 레시피에서 선택하세요. 셰프의 개발과 
테스트를 거친 즉시 사용 가능한 이 레시피는 고품질의 따뜻한 
음식 메뉴를 한결같이 제공합니다.

Press & Go 모드는 음식 아이콘을 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 
제한적이거나 즐겨 찾는 메뉴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른 모드에서는 최대 세 가지 선택 단계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okbook

Press & Go

1 종류

2 제품

통계 및 진단 기능 내장
Merrychef conneX® 컨트롤러는 오븐 통계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오븐의 성능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며 조리 주기가 완료되기 전에 오븐 도어를 여는 것과 같은 사용 
상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요리 통계를 이용해 가장 인기 있는 메뉴 항목, 신선 식품과 냉동 식품의 조리 비율, 하루 
중 수요가 가장 많은 때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 서비스 진단 기능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장을 신속하게 진단하는 서비스 
엔지니어를 지원하여 서비스 비용과 기기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0%00:20 50%260c
Wrap croissant in crisping film

www.merrychef.com

모짜렐라와 
토마토

베이컨과 
소시지

참치와 
치즈

2 3 43 인분



Wi-Fi와 이더넷 기본 지원

오븐 구매 후 첫 12개월 동안 KitchenConnect®를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오븐에서 모니터링 및 진단 목적으로 기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오븐에 메뉴를 '푸시'하고 오븐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후에는 KitchenConnect® 구독 옵션이 제공되며, 이 옵션은 매월 또는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KitchenConnect® 액세스 / 구독 

KitchenConnect®를 통해 새로운 온라인 메뉴 -  관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글로벌 요리 라이브러리에서 레시피에 액세스하고 이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레시피 생성 도구를 이용하여 기존 레시피를 새로 생성하거나 
수정하세요. 

• 레시피를 USB 스틱에 다운로드하여 쉽게 오븐에 업로드하세요.
• KitchenConnect®  를 구독하여 연결된 오븐에 직접 레시피 또는 메뉴를 
원격으로 '푸시'하세요.

온라인 메뉴 - 관리

Wi-Fi 또는 이더넷에 연결되면 간단하게 
등록해 Welbilt의 업계 최고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인 KitchenConnect®에 
액세스하세요.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통해 효율 개선, 비용 절감 및 
음식 품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Wi-Fi

이더넷

ON

PC/Mac, 태블릿 또는 모바일 장치를 통해 
모든 위치에서 주방 기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레시피 업데이트를 간소화하세요. 단일 레시피, 새로운 메뉴 또는 
계절 상품을 언제든 오븐에 푸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과 생산 통계를 오븐, 매장 또는 지역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하세요(예: 조리 중 도어가 열려 있는지 확인, 청소 
상태 모니터링 등).

기술 문제와 기본적인 해결 제안을 즉시 확인하여 서비스 
요청을 줄이고 기기 가동 시간을 늘리세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세요



완벽한 만족 제공

구입처, 서비스 방법 및 주요 
요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errychef.com을 
참조하십시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속 오븐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70여 년의 경험을 쌓아 고품질의 정밀 제작 
제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Merrychef conneX® 레인지는 완벽한 보증 및 서비스 지원을 갖춘 자체 
진단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KitchenCare® 지원
Welbilt의 업계 최고 지원 서비스인 KitchenCare®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포괄적인 AS를 위한 글로벌 공인 서비스 파트너 네트워크

• 현장 엔지니어를 위한 Merrychef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

• 예비 부품 및 AS 액세서리

• 보증 연장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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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bilt는 완벽하게 통합된 주방 시스템을 제공하며, Welbilt 제품은 KitchenCare® 애프터마켓 
부품 및 서비스의 지원을 받습니다. Welbilt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브랜드 포트폴리오에는 
Cleveland™, Convotherm®, Crem®, Delfield®, fitkitchen®, Frymaster®, Garland®, 
Kolpak®, Lincoln®, Manitowoc®, Merco®, Merrychef® Multiplex® 등이 포함됩니다.

혁신을 식탁에 도입 • welbilt.com

https://www.merrychef.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