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6

UBER-BOILER
최고의 한 잔을 위한
하이엔드 정밀 보일러
특허받은 APLogic™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0.1°
C단위로 정확한
고정밀 온도계, 배수 시스템,
저울계 및 타이머를 모두 통합했습니다.
정밀한 사용을 위해 가변 수동 제어 시스템으로
물의 유동량 제어가 가능하며,
방향 흐름을 위한 조이스틱을 탑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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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9-TWIN
하이엔드 브루잉
최고의 커피 한 잔을 위한, 단일 서빙 정밀 브루어.
두 개의 헤드와 6L 언더카운터 보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arco korea
T. 02 3444 1177

F. 02 3444 1277
E. marcokorea9@gmail.com
marco_korea
www.marcokorea.com

커피 장비 또는 필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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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UC3 / MIX-UC8
혁신적인 언더카운터 멀티 온수 디스펜서
물을 세 가지 다른 용량과 세 가지 다른 온도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공 단열 탱크는 최대 70%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제공합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높은 공간 효율을 가진
MIX 3 BUTTON FONT와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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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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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는 Marco Beverage Systems Ltd는
세계를 선도하는 온수 공급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마르코는 1980년 이래 세계 식품 시장에 커피와 차 추출을 위한
혁신적이고 수준 높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탁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해왔습니다.
마르코는 고객들의 꿈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제품 판매 전, 교육과 기술 자문부터
포괄적인 애프터서비스 및 부품 지원에 이르기까지
머신이 고객과 함께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순간 고객들을 지원합니다.
마르코는 고객의 성공이 마르코의 성공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르코는 R&D에 최선을 다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역동적이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마르코는 항상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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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 3 BUTTON FONT
온수 보일러의 혁신
심플하고 세련된 라인의 MIX 3 BUTTON FONT는
세 개의 버튼에 용량과 온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온도와 용량으로 제공해
공간 절약, 작업 흐름 간소화 및 고객과의 상호 작용에 이상적입니다.

MIX-PB3 / MIX-P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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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세 가지 다른 용량과 세 가지 다른 온도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진공 단열 탱크는 최대 70%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제공합니다.

UBER-FONT
드립 트레이가 내장된 이중 분배 폰트
우버
각기
단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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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멀티 온수 디스펜서

폰트는 바닥에 위치한 두 개의 버튼을 사용해
다른 온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최대 세 개의 폰트에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Marco 언더카운터 보일러와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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