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M CONVECTION OVEN
& INDUCTION RANGE
KITCHEN EQUIPMENT

SELDOM FACTORY

SELDOM SHOWROOM

Greetings

매년 발생하고 있는 대형 주방내 안전사고와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강화는 물론 조리종사자의 건강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한 호텔 / 병원 / 학교
/ 단체급식소 / 전문식당 등은 위생적이고 과학적인 주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당사는 2017년 창업이전부터 30년간 한결같이 주방기구 제조에만
전념해온, 우직하게 한길만을 걸어온 정직한 기업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많은 지적재산권을 획득,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리에

필요한 스팀컨벡션오븐과 더불어 조리근무 환경 개선은 인덕션렌지가 최우선
한다는 자부심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주방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꾸준한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accidents that occur every year in large
scale kitchens and to improve the environment thereof,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through revisions of Food
Sanitation Act as well as on improvement of cooking staffs’ health.
In accordance with this, nationwide hotels, hospitals, schools, group
caterings, specialty restaurants and etc. including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are doing their best to set up a hygienic and scientific kitchen
system.

In step with this, we are doing our best to create a pleasant, safe and
economical kitchen environment with a pride that our induction range

together with our steam convection oven, necessary for various cooking,
have the highest priority on improving the cooking environment.

We are an honest company that has walked on only one way, consistently

concentrating only on manufacturing of kitchen equipments for 30 years
before we became a new company in 2017 separating from mother
company. We have a lot of intellectual properties acquired by continued
research & development based on abundant experiences.

We look forward to your continued interest and guidance on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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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7

12. 11 ● 셀덤(Seldom) 창립
Established Seldom
12. 31 ● 상업용 인덕션 국솥 및 렌지류 개발 및 현장테스트 완료
Completed development & test of commercial induction
boiling pans and ranges

2018

02. 26 ● 전자파등록 (인덕션 렌지류 12종 - 국립전파연구원)
Registered Electromagnetic wave compatibility
(Induction range 12 models-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전자파등록 (인덕션 회전식국솥류 8종 - 국립전파연구원)
	Registered Electromagnetic wave compatibility (Induction
tilting boiling pan 8 models-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03. 07 ● 특허출원 (특허 - 2018-002673 - 고효율인덕션레인지)
Patent application (Patent2018002673-High efficiency 			
induction range)
03. 22 ● 벤처나라 등록 (조달청장) (기술보증기금 인정)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Venture Nara Registration (PPS Administrator) (Certified by
Technology Guarantee Fund)
Certificat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04. 16 ● 여성기업 확인서 (경기지방중소벤처중소기업청)
Certification, Women’s Enterpris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Gyunggi-province)
05. 08 ● 벤처기업 확인서 (기술평가등록기업 - 기술보증기금)
Certification, Venture Business (Registered Enterprise of
Technology Appraisal-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06. 15 ● 스팀컨벡션오븐 이태리 GIORIK사와 공동 R&D MOU체결 및
8종류 오븐 공동개발
Signed R&D MOU with Italian steam convection oven
manufacturer Giorik S.p.A. and co-developed 8 kinds of ovens
06. 26 ● 프런티어 벤처기업 선정 (기술 평가등록기업-기술보증기금)
Selected as Frontier Venture Enterprise (Registered Enterprise of
Technology Appraisal-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08. 07 ● 디자인출원 (디자인-2018-0036632)-대형국솥
Design application (Design 2018-0036632)-Large Boiling Pan
(Soup Kettle)
12. 11 ● 특허등록(제10-1929939호) - 고효율 인덕션 국솥
Registered patent (No. 10-1929939)-High Efficiency Induction
Boiling Pan (Soup Kettle)

2019

03. 11 ● 특허등록 (제10-1958814호) - 친환경 인덕션 가열장치
Registered patent (No.10-1958814)-Eco friendly induction
heating device
● 여성발명왕 EXPO 출품 (KINTEX) (금, 은 동상 수상)
Queen of Invention EXPO (KINTEX) (Awarded Gold, Silver and
Bronze prize)
04. 01 ● 디자인등록 (제30-1001266호) - 대형국솥
Registered Design (No. 30-1001266)-Large Boiling Pan (Soup Kettle)
06. 01 ● 셀덤(Seldom) 신축이전
Seldom moved to newly constructed factory building.
05. 20 ● 서울대학교전력연구소 공동연구개발
Joint R&D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SEPRI)
06. 07 ● 전자파등록 (인덕션 그리들/렌지-국립전파연구원)
Registered Electromagnetic wave compatibility
(Induction Griddle/ Range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06. 20 ● 여성발명왕 EXPO 출품 (KINTEX) (금, 은 동상 수상)
Queen of Invention EXPO (KINTEX) (Awarded Gold, Silver and Bronze prize)
09. 07 ● 대평발명문화상 (발명문화상 수상)
Awarded Dae-Pyong Invention Cultur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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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CONVECTION oven

NEW
PROFESSIONAL
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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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CONVECTION oven

6 GN 2/1 - 6 EN (600X400 mm)

20 GN 1/1 - 16 EN (600X400 mm)

20 GN 2/1 - 20 EN (600X400 mm)

12 팬 (전기식/가스식, ELEC./GAS)

20 팬 (전기식/가스식, ELEC./GAS)

40 팬 (전기식/가스식, ELEC./GAS)

Model

Model

Model

1120×845×835 mm (L×D×H)
SEBE-062

G2B식별번호 23702824

6 Seldom Product Guide

SEBG-062
23705466

995×835×1850mm (L×D×H)
SEBE-201

G2B식별번호 23705513

SEBG-201
23702825

1200×910×1850mm (L×D×H)
SEBE-202

G2B식별번호 23705512

SEBG-202
23702826

20 GN 1/1 - 16 EN (600X400 mm)
Door Open View

20 GN 2/1 - 20 EN (600X400 mm)
Door Open View

20 팬 (전기식/가스식, ELEC./GAS)

40 팬 (전기식/가스식, ELEC./GAS)

Model

Model

995×835×1850mm (L×D×H)
SEBE-201

G2B식별번호 23705513

THE EVOLUTION

SEBG-201
23702825

Seldom 오븐은 기술연구가 신제품을 정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오븐은 완전히 업데이트 되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 진화했습니다.

1200×910×1850mm (L×D×H)
SEBE-202

G2B식별번호 23705512

SEBG-202
23702826

THE EVOLUTION

The Seldom range sets a new era for Seldom,
where technological research defi nes new
products.
The range has been completely updated, as
evolved as never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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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시스템 / Symbio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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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시피튜너 기능을 사용하면 다양한 프로그
램을 간단하고 쉽게 수정하고 개인별 맞춤 설정
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리 유형에 따라 레
시피튜너를 변경하여 요리, 굽기, 습도 정도, 발효
정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과 요리사가 만든 프로그램 모두
에서 작동합니다.

The RecipeTuner interface makes it possible to modify and personalize the various
programs simply and intuitively. RecipeTuner changes according to the type of
cooking set, to regulate cooking, browning, degree of humidity and of leavening.
The interfaces work with both preset programs and those created by the chef.

새로운 랙 컨트롤(Rack Control)은 다른 요리
들을 다양한 수준으로 동시에 조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랙 콘트롤 기능인
EasyService (쉬운 서비스)로 모든 요리가 동시
에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The new Rack Control enables diff erent
dishes to be cooked at the same time at
various levels. What’s more, with EasyService, a new Rack Control function, all the
dishes can be serv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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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mbiotic system from Seldom
ovens to generate steam in two
diff erent ways. These combine the
quality of boiler-generated steam
with the speed and economy of
steam generated in INSTANT mode.
The advantages of this system are
easy to measure in terms of SPEED,
QUALITY, EFFICIENCY and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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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시스템
Seldom oven은 두 가지 스팀 생산 방식을 함께 갖추고 (공생시켜) 보일러 생산 스팀의 품질과 인스턴트 모드 생산 스팀의
속도와 경제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신속성, 품질, 효율 및 절약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Energy saving

기존시스템 /  Traditional  System

넓은 공간

팬 홀더(트레이 랙)만 바꾸면 용량을
GN 1/1에서 EN 600x400mm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N(Euronorm: 유럽규격)
SPACIOUS-Just change the shelves to
vary the capacity from GN 1/1 to EN
(600x400mm).

조명

조리실 안에 있는 LED등 바(막대)로
조명이 풍부해 졌습니다.

LIT–UP - By the plentiful LED lighting in the
cooking chamber.

문 좌측 열림

주문에 따라, 문을 왼쪽으로 열게 왼쪽
경첩 문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은 주문 제작이고 폭이 3㎝ 더 넓어집니다.
LEFT DOOR OPENING - On request, the
oven can be manufactured with left
hinged door. This version is 3 cm wider
and it is made to custom.

간편 사용

새로운 9인치 터치스크린 전자 콘트롤
판넬로 오븐기능들을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INTUITIVE - The new electronic control
panel with 9” touch screen makes it easier
to navigate the oven functions.

첨단 기술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요리 모드 별로
다양한 조리를 합니다 : 그릴, 구이, 브레이즈,
그라탕, 프라이, 훈제, 제빵 및 제과, 스팀 조리.

HIGH–TECH - New software manages the
various cooking methods: grill, roast,
braise, au gratin, fry, smoke, bread and
pastry cooking, steam cooking.

자가진단

자가진단 툴로 오븐 기능 자동검사.

FEED–BACK - Self-diagnosis tools for
automatic functional checks.

연결

선택 사항인 Wi-Fi 모듈로 오븐을 원격
조정할 수 있습니다.

CONNECTED - The optional Wi-Fi module
enables the oven to be operated remotely.
Seldom Product Guid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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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제어 / Humidity Control

%

- 30

% 메테오(기상) 시스템은 하고 있는 요리의 최적 스팀량에 딱
습도 조절 특수 시스템인
20
맞는 물 소비량을 계산해내 불필요한 물 낭비를 막아줍니다. 또한, 초과 스팀의 응
축에 필요한 물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그 소비량을 더욱 감소시켜줍
니다. 분리된 주 급수구와 연수 급수구는 유지비를 줄여줍니다.

-

%
+30

-30

물 적정량 소비

%

물소비감소
Reduced Water Consumption
Seldom Oven

기존시스템 /  Tradi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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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WATER CONSUMPTION

The special Meteo System humidity control system allows calibrating
water consumption, because steam production is optimised according
to real cooking needs, thus avoiding pointless waste. What is more, the
water needed for excess-steam condensation is used in a more rational
way, reducing consumption even further. The presence of 2 separate inlets for mains water and softened water helps limit running costs.

METEO 시스템 : 완벽한 조리 기상 환경

Seldom 오븐에 장착된 뛰어난 습도조절 시스템으로 조리실 내부의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필요 습도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종 요리의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조리실 지시매개변수(파라미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스팀 생산 또는 습기 배출을 설정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덕분입니다.

METEO SYSTEM, THE PERFECT CLIMATIC
HABITAT

The single humidity control system, covered by
Seldom oven, makes it possible to constantly monitor
the climatic situation inside the cooking chamber and
to quickly take action to always maintain the right degree of humidity. This thanks to a software that analyses the reference parameters in the cooking chamber,
implementing the steam production or releas adjustments needed to ensure ideal conditions for any kind
of cooking.

과잉 습기 배출

흡기시스템인 서보 구동 버터플라이 밸브로 조리실 내의 과잉
습기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출됩니다. 또한 오븐에 장착된 드레
인 트랩 덕분에 조리시간이 빨라집니다.
밸브는 필요한 때에만 열리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열 손실이 없
습니다.

EXCESS HUMIDITY

Humidity is released through a servo-controlled butterfl y valve which, by means of an air suction system,
permits extracting excess humidity from the chamber,
quickly and completely.
Thanks to a drain trap fi tted on-board the oven, cooking times are speeded up. The valve is in fact only
opened when necessary, without any pointless waste
of heat.

Seldom Product Guid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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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품질의 스팀 튜닝 / Quality Steam Tuning

STEAM TUNER,
QUALITY STEAM TUNING

Seldom ovens allow you to determine both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the steam in the
cooking chamber. This is thanks to a patent system that allows the user to adjust the degree
of steam hydration by setting the right degree
of dryness or humidity according to the type of
cooking. Although considered to be of superior
quality, “dry” steam is not always suited to the
food and desired eff ect. When cooking food
stuffs that are large in size or have particularly
dense fi bres, it is in fact advisable to use steam
with the right degree of hydration which, having
a higher degree of penetration than dry steam,
can cook the food more quickly while preserving
its tenderness.
12 Seldom Product Guide

스팀튜너, 스팀 품질 조절기

Seldom 오븐에서는 조리실에 공급되는 스팀의 양을 보완, 정정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품질 관리도 가능합니다. 특허 시스템이 요리 종류에 따라 적합한 건조도 또
는 습도를 계산해 스팀의 습도 수준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 스팀의 품질이
우수하기는 하지만 원하는 음식과 효과 에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사이즈가 크거나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 조리의 경우 적당한 습도의 스팀을 사용
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적합합니다. 건 스팀 보다 침투력이 높아 음식의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더 빨리 조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ldom Product Guid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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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시스템 / Washing System

권장 제품

조리실 표면의 손상 방지를 위해, 일련의 내마모성 기름때 제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오븐의 다른 특징들과 마찬가지로 세척도
에너지와 제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 최적화 되었습니다.

RECOMMENDED PRODUCTS

In order to avoid damage to the cooking chamber surfaces, we have developed a series of non-abrasive
de-greasing products. Just like all the other features of
the oven, the cleaning function has been optimised to
reduce energy and product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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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dom oven는 혁신적인 세척 및 헹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조리실에 찌든 기름때의 양에 따라 세척 정도를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동 세척 기능은 터치스크린 기능을 갖춘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30

세척 시스템

%

CLEANING SYSTEM

-5
0

Seldom oven has an innovative
cleaning and rinsing system. All the
operator has to do is choose the degree of cleaning required depending
on the amount of grease in the cooking chamber. The automatic cleaning function is supplied as standard
with all touch screen models.

%

물소비감소
Reduced Water Consumption
Seldom Oven

-50%

기존시스템 /  Traditional  System

친환경

완전 자동 밀폐 시스템 덕분에 최소한의
물 소비로 최고 수준의 조리실 위생이 보
장됩니다.

ECO-FRIENDLY

The completely automatic closedcycle system guarantees maximum
hygiene in the cooking chamber
with minimum water consumption.

친환경 헹굼

혁신적인 친환경 유기농 린스가 가능합니다.

GREEN RINSING SYSTEM

Innovative eco-friendly, organic
rinse-aid available.

셀프 클리닝 보일러

Seldom oven은 보일러의 실제 사용 기
간에 따라 일정 빈도로 보일러 자동 세척
을 실시하여 (H모델만 해당) 사용자가 수
동으로 세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일러
세척은 유기 광택제(린스)나 백색 식초로
합니다.

SELF-CLEANING BOILER

At particular intervals, depending
on the amount the boiler is used,
Seldom oven cleans the boiler automatically (model H only), with
no need for the operator to do this
manually. The boiler is cleaned with
the organic rinse-aid or with white
vinegar.

세척 선택사항

세척은 살균제가 들어있는 액체 세제 또는
정제 세제로 할 수 있습니다. 린스는 유기
농 린스나 백색 식초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조작 필요 없이 완전
자율적으로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세척이
밤사이 이뤄져 다음날 아침에 깨끗한 오븐
이 운전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CLEANING OPTIONS

Either liquid detergent or special
sanitising tablets can be used.
Rinsing can be performed with an
organic rinseaid or white vinegar.
The system functions completely
independently with no need for an
operator.
For example, cleaning can be done
overnight, presenting the operator with a clean oven the following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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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CONVECTION oven

터치스크린 버전 / Touch Screen Version

터치스크린 버전

TOUCH SCREEN VERSION

2 터치 스크린 판넬:
• 조리 모드: 컨벡션(대류), 믹스(혼합), 스팀, 냉각, 보존, 훈제.
•시
 간 지정 요리, 프로브 요리(탐침으로 중 심온도 체크) 또는
델타-T 요리.
• 5단 스팀 튜너
•조
 리 모드별 프로그램 (굽기, 로스트, 브레이즈, 그라탕,
튀김, 훈제, 제빵 및 제 과, 스팀 요리)
• 레시피 튜너
• 야간 요리
• EasyService(간편 서비스)로 하는 랙 제어
• 재가열
• 보일러 청소를 겸한 자동 세척 (표준)

2 Touch-screen panel:
• Cooking modes: convection, mixed, steam, cooling,
holding, smoking.
• Timed, probe or Delta-T cooking.
• 5-level SteamTuner.
• Cooking method programs (grill, roast, braise, au
gratin, fry, smoke, bread and pastry cooking, steam
cooking).
• Recipe Tuner.
• Overnight cooking.
• RackControl with EasyService.
• Regeneration.
• Automatic cleaning with boiler cleaning (standard).

1 켜기/끄기

3 오븐 기능 탐색용 조그/다이얼(누름/회 전) 인코더 노브.
모든 요리 매개변수(파라미터)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누름- 설정 기능
16 Seldom Product Guide

1 On/Off .

3 Jog/dial encoder knob to navigate the oven
functions. Push-to-set function to quick set all the
cooking parameters.

1

TS version

복합 스팀 생산 시스템
(고효율 보일러 플러스 인스턴트 모드)

Combined Steam Production System
(High Efficiency Boiler Plus Instant Mode)

TS 버전은 Seldom의 특허인 혼합 스팀생산 시스템을
2

특징으로 하며 혁신적인 스팀 발생기와 가열 소자에 물을
분사하는 인스턴트 모드를 한 데 합친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운전비용이 대폭 절감되며 두 개별 시스템의
한계가 극복됩니다.

3

The touch screen TS version of Seldom ovens
consists of two variations, which diff er due to
the type of steam production.

TS version features a combined steam pro-

duction system, covered by SELDOM technologies, which integrates an innovative steam
generator with INSTANT mode, i.e. by means
of water nebulisation on the heating elements.
This system considerably reduces running costs
and overcomes the limits of the two individual
systems.

Seldom Product Guide 17

steam CONVECTION oven

TS version

고효율 보일러 / 터치스크린
High Efficiency Boiler / Touch Screen

전기 사용 모델 / Electric model
모델
Model

Electric

SEBE-061
SEBE-101

규격
Dimensions
L×D×H

용량
Capacity

전압
Voltage

전원/출력
Power

860×795×835

6 GN 1/1 (6팬)

3N 380

11.4

6 GN 2/1 (12팬)

3N 380

mm

GN

860×795×1115

10 GN 1/1 (10팬)

SEBE-102

1120×845×1115

10 GN 2/1 (20팬)

SEBE-202

1200×910×1850

SEBE-062
SEB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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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845×835

995×835×1850

20 GN 1/1 (20팬)

20 GN 2/1 (40팬)

V

KW

3N 380

16.8

3N 380

28.4

3N 380
3N 380

G2B
식별번호

21.4

23702824

33.4

23705513

54.2

23705512

TS version

고효율 보일러 / 터치스크린
High Efficiency Boiler / Touch Screen

가스 사용 모델 / Gas model
모델
Model
Gas

SEBG-061
SEBG-101

규격
Dimensions
L×D×H

용량
Capacity

전압
Voltage

전원/출력
Power

860×795×835

6 GN 1/1 (6팬)

1N 220

12 + 1.4

6 GN 2/1 (12팬)

1N 220

mm

GN

860×795×1115

10 GN 1/1 (10팬)

SEBG-102

1120×845×1115

10 GN 2/1 (20팬)

SEBG-202

1200×910×1850

SEBG-062
SEBG-201

1120×845×835

995×835×1850

20 GN 1/1 (20팬)

20 GN 2/1 (40팬)

V

KW

1N 220

19 + 1.8

1N 220

28 + 3.4

1N 220
1N 220

G2B
식별번호

20 + 1.4

23705466

38 + 3.4

23702825

56 + 4.0

237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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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공동연구개발
(인덕션 제품- 전기안전을 위한)

INDUCTION

Joint R&D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for the electrical safety of induct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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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on

INDUCTION
ISLAN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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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션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 / The reason why induction should be used.
인덕션의 원리 / Principle of induction

스테인리스 용기
Stainless container

상판 아래에 있는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와류 전류를 생성시키며
자기장
magnetic field

이때 발생한 전류는 냄비 자체만을 발열 시키므로 상판에 있는 조리용기만
뜨거워지는 원리입니다.
It’s a principle that only the cooking container on top plate gets hot.
When electrical current flows into the coil beneath top plate, eddy
current is generated making only the cooking container be self-heated.

인덕션을 사용하는 이유 (5대 조건) The reason why induction is used (5 conditions)
비교항목(효과)
Comparison (effect)

연료비
절감

근무환경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사용이
편리

근무환경 개선
Develop working
environment

안정성
확보

실내공기질 개선
Develop indoor air quality
연료비 절감
Save energy cost
안정성 확보
Secure safety
사용이 편리
Easy to use

이유
Reason

쾌적한 조리환경 구축
Establish pleasant cooking environment

조리시 발생하는 CO2/CO 무
(호흡기 및 피부발진 예방)
No generation of CO2₂ and CO during cooking
가스에 비해 연료비 절감
(집중 가열로 낭비요소 제거)
Save energy cost than gas

(Intensive heating eliminates wasting factors)

누설로 인한 폭발 위험성 제거
Eliminate risk of explosion due to leakage
스위치 간단 조작
Simple operation by switch

비고
Remark

주방온도 하강
Kitchen temperature drop

필요 산소량 유지
Maintain necessary O₂ Q’ty
비교 우위
Comparative advantage
안심 조리
Safe cooking

온/오프 방식
On/Off method

당사제품특징/ Characteristics of our products
안전 Safety

화상과 화재의 위험이 없으며 유해가스 배출도 없어 쾌적한 환경 제공
Provide a pleasant environment due to no risk of burns & fire and no emission of harmful gas.

쾌적 Pleasant

쾌적한 주방온도 유지가 가능하며 냉, 난방 및 급배기 사용량을 감소
Possible to maintain a pleasant kitchen temperature and reduces use of kitchen cooling/heating and supply/exhaust air consumption.

신속 Swiftness

고화력과 빠른 온도 전달로 일정한 맛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High firepower and fast temperature transfer enables to keep constant taste.

경제 Economy

에너지 고효율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며, 운용비용이 경제적입니다.
By high energy efficiency, energy cost is saved and running cost is economical.

보호 Protection

과열방지나 기기 이상 시 자가진단 설계하여 A/S 편의성 도모
Seeked A/S convenience by designing self-diagnosis in case of over heating or malfunction of the equipments.

전자파 인증 Electro Magnetice Wave Compatibility

국내최초로 고출력제품의 전자파인증을 획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quired the Electromagnetic Wave Certificate (EMC) for high power produc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can be used with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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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on
회전식 국솥(일반형) / Tilting boiling pan (General type)

• 대용량의 탕, 육수, 국 등을 빠르게 조리하는데 적합
• 복사열이 없어 조리시 화상으로부터 안전확보
• 정확한 온도모드로 일정한 국물 맛 유지가능
• 폐열로 인한 주방내 온도 상승 억제
• 쾌적한 주방 내부유지
• Suitable for quick cooking of large volume broth, meat stock,
soup end etc.
• No radiation heat ensures safety from burns during cooking.
• Accurate temperature mode allows constant soup taste.
• It suppresses the temperature rise in kitchen due to waste heat.
• It keeps pleasant indoor condition of kitchen.
모델명/MODEL

조리용량/Capacity
소비전력/Power
전원/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화력조절/HeatControl

G2B식별번호/G2B ID

SDRK-25K

SDRK-30K

23439786

23439785

300인분/Person
500인분/person
25Kw
30Kw
380V, 60Hz, 3상(Phase)+N
1720*1120*850
1580*1040*850
8단/Steps
8단/Steps

회전식 국솥(고급형)/ Tilting boiling pan (Premier type)

• 대용량의 탕, 육수, 국 등을 빠르게 조리하는데 적합
• 복사열이 없어 조리시 화상으로부터 안전확보
• 정확한 온도모드로 일정한 국물 맛 유지가능
• 폐열로 인한 주방내 온도 상승 억제
• 쾌적한 주방 내부유지
• Suitable for quick cooking of large volume broth, meat stock,
soup end etc.
• No radiation heat ensures safety from burns during cooking.
• Accurate temperature mode allows constant soup taste.
• It suppresses the temperature rise in kitchen due to waste heat.
• It keeps pleasant indoor condition of kitchen.
모델명/MODEL

조리용량/Capacity
소비전력/Power
전원/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화력조절/HeatControl

G2B식별번호/G2B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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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인증

SDRK-25W

SDRK-30W

23439786

23439785

300인분/Person
500인분/person
25Kw
30Kw
380V, 60Hz, 3상(Phase)+N
1580*1040*850
1720*1120*850
8단/Steps
8단/Steps

전자파인증

부침기 / Fry top

여성기업

전자파인증

• 균일한 상판온도와 넓은 조리면적
• 미려한 디자인과 사용이 편리한 온도 제어시스템
• 쿠킹존이 2개로 각기 다른 요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 특수 재질의 스텐으로 제작하여 변색과 녹이 없다.
• 230℃의 고화력으로 전요리, 육류요리 가능
• Uniform temperature of top plate and wide cooking area
• Beautiful design and easy to use temperature control system
• Two Cooking Zones can cook different dishes at once.
• No discoloration and rust due to its special stainless steel plates.
• High power heat of 230℃ enables cooking of panfried dishes and
meat.
모델명/MODEL

온도조절기/ Temperature controller
소비전력/Power
전원/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온도모드/Temperature mode
G2B식별번호/G2B ID

SDGD-150

SDGD-15K

23697179

23638946

3구/ hobs(burners)
15Kw
380V, 60Hz, 3상(Phase)+N
1500*750*850
40℃ ~ 260℃

※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이즈 및 하부구조 변경 가능(덮개 별도)
Size and under structure can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user’s request.
(Cover is separate)

부침기 / Fry top

전자파인증

• 균일한 상판온도와 넓은 조리면적
• 미려한 디자인과 사용이 편리한 온도 제어시스템
• 쿠킹존이 2개로 각기 다른 요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 특수 재질의 스텐으로 제작하여 변색과 녹이 없다.
• 230℃의 고화력으로 전요리, 육류요리 가능
• Uniform temperature of top plate and wide cooking area
• Beautiful design and easy to use temperature control system
• Two Cooking Zones can cook different dishes at once.
• No discoloration and rust due to its special stainless steel plates.
• High power heat of 230℃ enables cooking of panfried dishes and
meat.
모델명/MODEL

온도조절기/ Temperature controller
소비전력/Power
전원/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온도모드/Temperature mode
G2B식별번호/G2B ID

SDGD-120

SDGD-10K

23697179

23638946

2구/ hobs(burners)
10Kw
380V, 60Hz, 3상(Phase)+N
1200*750*850
1500*750*850
40℃ ~ 260℃

※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이즈 및 하부구조 변경 가능(덮개 별도)
Size and under structure can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user’s request.
(Cover is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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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기 / Fry top

전자파인증

• 균일한 상판온도와 넓은 조리면적
• 미려한 디자인과 사용이 편리한 온도 제어시스템
• 쿠킹존이 2개로 각기 다른 요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 특수 재질의 스텐으로 제작하여 변색과 녹이 없다.
• 230℃의 고화력으로 전요리, 육류요리 가능
• Uniform temperature of top plate and wide cooking area
• Beautiful design and easy to use temperature control system
• Two Cooking Zones can cook different dishes at once.
• No discoloration and rust due to its special stainless steel plates.
• High power heat of 230℃ enables cooking of panfried dishes and
meat.
모델명/MODEL

온도조절기/ Temperature controller
소비전력/Power
전원/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온도모드/Temperature mode
G2B식별번호/G2B ID

SDGD-90

2구/ hobs(burners)
10Kw
380V, 60Hz, 3상(Phase)+N
900*750*850
40℃ ~ 260℃
23694977

테이블 렌지 / Table range

※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이즈 및 하부구조 변경 가능(덮개 별도)
Size and under structure can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user’s request. (Cover is separate)

전자파인증

• 화기가 없고 청소가 간편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주방
• 정밀한 온도제어로 저온 요리에서 고온 요리까지 가능
• 온도모드와 타이머기능을 활용한 편리성
• 조리시 열기로 인한 피로감을 덜어줌
•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제품으로 에너지 절감효과
• No heat release and easy cleaning make kitchen comfortable and
clean.
• Precise temperature control enables all cookings from low
temperature cooking to high temperature cooking.
• Temperature mode and timer function present convenience.
• Reduces the fatigue caused by the heat generated during cooking.
• Eco-friendly product without harmful gas generation presents
energy saving effect.
모델명/MODEL

온도조절기/ Temperature controller
소비전력/Power
전원/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온도모드/Temperat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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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TR-1200

2구/ hobs(burners)
10Kw
380V, 60Hz, 3상(Phase)+N
1500*750*850
40℃ ~ 260℃

※ 사용자 요구에 따라 사이즈 및 하부구조 변경 가능(덮개 별도)
Size and under structure can be changed in accordance
with user’s request. (Cover is separate)

낮은 렌지 / Low range

전자파인증

• 탕이나 육수 등 오랜 시간 고열로 조리하는데 적합한 제품
• 산소를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주방이 쾌적
• 저렴한 유지 비용으로 에너지비용 대폭절감
• 정밀한 출력조절로 저출력의 보온부터 고출력의 조리까지 다용도 사용 가능
• Suitable for cooking with high heat for a long time, such as boiling soup or broth.
• Kitchen is comfortable since it doesn’t burn oxygen and produce carbon dioxide.
• Low maintenance cost saves energy cost drastically.
• Precise power control allows multi use from low power warmth keeping to high
power cooking.
모델명/MODEL

소비전력/Power consumption
전원/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화력조절/Heat control

SDLR-750

여성기업

SDLR -1500

12Kw
24Kw
380V, 60Hz, 3상(Phase)+N
750*750*450
1500*750*450
8단계/steps
8단계/steps

포터블렌지 / Portable range

전자파인증

• 심플한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즉석에서 쉽게 조리
• 화상 위험이 없고 청소가 간편하고 보관도 용이
• 정밀한 화력 조절과 타임모드로 보온부터 조리까지 전천후 사용 가능
• 메인주방, 즉석요리, 오픈주방, 조리실습용 등 다양한 활용성
• Simple design. Easy to move place and cook on the spot.
• No risk of burns, easy cleaning and easy to storage.
• Precise heat control and time mode allow multiple use from warmth keeping to cooking.
• Various applications in such instances as main kitchen, instant cooking, open
kitchen, cooking practice and etc.
모델명/MODEL

소비전력/Power consumption
전원/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화력조절/Heat control

SDPR-3500

SDPR-400

2.2Kw/3.5Kw/5Kw
400w
220V, 60Hz, Single Phase
340*450*180
297*370*180
8단계/steps
7단계/steps(buried type)s

중화렌지(웍) / Chinese range (Wok)

전자파인증

• 강한 화력과 팬액션에 대한 빠른 응답으로 어떠한 중화요리도 사용가능
• 팬 액션에 대한 빠른 응답으로 어떠한 중화요리도 사용 가능
• 웍에 맞추어 둥굴게 홈을 파서 열효율이 뛰어나고 가스대비 에너지비용 절감과 소음 감소
• 획기적으로 적은 폐열과 유해가스 차단으로 화재발생예방과 주방내 공기질개선으로
조리원 건강 향상에 기여
• Any Chinese dish cooking is available by powerful heat and quick response
to pan-action.
• Any Chinese dish cooking is available by quick response to pan-action.
• Wok bowl digged to fit wok presents outstanding hear efficiency, reduction
of noise and energy cost compared to gas wok range.
• Drastically reduced waste heat and cut off of harmful gas contribute to fire
prevention. Improved air quality in kitchen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health of cooking staffs.
모델명/MODEL

소비전력/Power consumption
전원/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화력조절/Heat control

SDCW-1W8(12)

SDCW-2W

15Kw
30Kw
380V, 60Hz, 3상(Phase)+N
800(1200)*950*780
1700*950*780
8단계/steps
8단계/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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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탕기 / Soup Bain-Marie

전자파인증

• 대용량의 육수를 이중통(중탕)으로 가열하고,
보온하는 최적의 기능 보유
• 수도 직결식으로 자동급수 및 청소가 용이
• 우동, 칼국수 오뎅 등 세가지 메뉴 동시 판매가능

• It has the best function to heat a large volume of broth by double tub (hot
water) and keep warmth.
• Direct connection to water supply tap allows wasy automatic water supply and
cleaning.
• Simultaneous sales of 3 menus such as Woodong, Kalgooksoo and Odeng is
possible.
모델명/MODEL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
전원/ 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화력조절/Heat control

SDDB-1100

20Kw
3380V, 60Hz, 3상(Phase)+N
1100*1200*1580
8단계/Steps

해면기 / Pasta and Noodle Cooker

• 스마트한 디자인에 고화력으로 최상의 쫄깃한 면 맛
• 수도 직결식으로 급수가 용이하고, 용기 내부에 배수관을
장착하여 위생적으로 청소와 관리가 편리
• 국수, 냉면, 라면, 파스타 등 다수의 면요리는 물론 만두요리까지 가능
• 강력한 화력조절로 조리부터 보온까지 편리하게 사용

전자파인증

• Smart design plus high heat power allows the best taste of chewy noodle.
• Direct connection to water supply tap allows easy water supply and the drain
mounted inside of tank allows convenient hygienic washing and management.
• Not to mention a cooking of a number of noodles, cold noodles, ramen and
pasta, even dumplings’ cooking is possible.
• Powerful heat control commits convenient use from cooking to warmth keeping.
모델명/MODEL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
전원/ 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화력조절/Heat control

SDTN-800

15Kw
3380V, 60Hz, 3상(Phase)+N
806*1200*1580
8단계/Steps

튀김기 / Deep Fat Fryer

전자파인증

• 고출력으로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켜 바삭한 최상의 튀김이 가능
• 측면가열방식으로 찌꺼기가 타지않아 냄새를 최소화 하고 기름의 탄화를 방지해 사용량
절감에 기여
• 매우 빠른 온도 복원력으로 조리 대기시간 단축과 다량의 조리에 적합

• Fast rise of temperature by high output allows the best quality, crispy frying.
• Side heating method prevents burning of scums, minimizes smell and also
prevents carbonization of oil so that consequently contributes to reduction of oil
consumption.
• Remarkably fast recovery of temperature reduces waiting time for cooking. Suitable
for large amount of cooking.
모델명

용량/Capacity
소비전력/ Power consumption
전원/ Electricity
제품크기/Size(mm)
화력조절/Hea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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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R-450

SDFR-600

22ℓ
29ℓ
12Kw
15Kw
380V, 60Hz, 3상+N
450*750*850
600*750*850
100℃~250℃ (1℃ 간격 조정,

빌트인 인덕션 / Built-in Induction

전자파인증

메인주방 빌트인 다구형 인덕션 맞춤 제작 가능
Custom made of built-in multi hob(burner) type for main kitchen is possible.

1구 빌트인 인덕션
Single Hob(Burner) Induction
모델명/MODEL
전원/ Electricity
소비전력/Power
제품크기/Size(mm)

부품/기능
Parts/Function

SDS-1800

AC 220V / 60Hz
2Kw
299*378*47
세라믹 강화 유리상판
Reinforced ceramic glass
upper plate
고효율 인덕션 베이직
High efficiency induction
basic
전자식 터치 스크롤
Electronic touch screen
잠금 기능 / 타이머 기능
Lock function/Timer function
부스터 기능
Booster function

1구 빌트인 다구형 인덕션 유닛
Built-in Multi Hob(Burner)
Induction Unit

모델명/MODEL
전원/ Electricity
소비전력/Power
제품크기/Size(mm)

부품/기능
Parts/Function

SDS-180 UNIt

매립형 가이드
Burying type guide
(267W×348D×55H mm)

1구 빌트인 다구형 인덕션 유닛
Built-in Multi Hob(Burner)
Induction Unit

AC 220V / 60Hz
1.8Kw
320*340*80
세라믹 강화 유리상판
Reinforced ceramic glass
upper plate
고효율 인덕션 베이직
High efficiency induction
basic
전자식 터치 스크롤
Electronic touch screen
타이머 기능
Timer function
다이얼/버튼식 컨트롤
Dial/button control

매립형 가이드 사용(SDS-1800 사용 가능)
Use burying type guide(can be used for SDS-1800)

여성기업

모델명/MODEL
전원/ Electricity
소비전력/Power
제품크기/Size(mm)

부품/기능
Parts/Function

SDS-350 UNIt

AC 220V / 60Hz
3.5Kw
350*360*110
세라믹 강화 유리상판
Reinforced ceramic glass
upper plate
고효율 인덕션 베이직
High efficiency induction
basic
전자식 터치 스크롤
Electronic touch screen
타이머 기능
Timer function
다이얼/버튼식 컨트롤
Dial/button control

쾌적하고 안전한 주방환경의 시작
빌트인 인덕션으로 시작하세요.
The beginning of pleasant and
safe kitchen environment,
Begin it with built-in induction.

설치 사진
Photo of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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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on
빌트인 인덕션 / Built-in Induction

전자파인증

메인주방 빌트인 다구형 인덕션 맞춤 제작 가능
Custom made of built-in multi hob(burner) type for main kitchen is possible.

업소용 1구 이동형 인덕션
Commercial sSngle Hob(Burner)
Movable Induction

모델명/MODEL
전원/ Electricity
소비전력/Power
제품크기/Size(mm)

부품/기능
Parts/Function

SDS-D3500

AC 220V / 60Hz
3.5Kw
339*428*117
세라믹 강화 유리상판
Reinforced ceramic glass upper plate
고효율 인덕션 베이직
High efficiency induction basic
전자식 터치 스크롤
Electronic touch screen
스테인리스 스틸
Stainless steel

업소용 1구 이동형 인덕션 웍
Commercial sSngle Hob(Burner)
Movable Induction Wok

모델명/MODEL
전원/ Electricity
소비전력/Power
제품크기/Size(mm)

부품/기능
Parts/Function

SDS-D3600W

AC 220V / 60Hz
3.5Kw
339*428*117
세라믹 강화 유리상판
Reinforced ceramic glass upper plate
고효율 인덕션 베이직
High efficiency induction basic
전자식 터치 스크롤
Electronic touch screen
스테인리스 스틸
Stainless steel

샤브, 볶음, 탕류, 구이 등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용량 요리에 적합합니다.
It is suitable for simple cooking of small volume dish such as shaab, fry, boiling soup, baking and etc.
•
•
•
•

열효율 높은 인덕션으로 가스 대비 연료비 절감
청소가 간편하여 깨끗한 주방 유지
유해가스가 없어 근무환경 개선
High thermal efficiency induction saves
energy cost compared to gas.
• Easy washing keeps clean kitchen.
• No harmful gas improves wor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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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Certificate

Patent Certificate

Patent Certificate

Patent Certificate

Patent Certificate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Trademark Registration

Factory Registration

Venture Company Certificate

Certificate of Women Company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istration Certificate
-Gridle(Rang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istration Certificate
-Pasta and Noodle Cooke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istration Certificate
-Tilting Boiling Pan-

Small Business Confirmation

Frontier Venture Company
Selection

[제조원/Maker]
www.seldom.co.kr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401-2
402-1, Daegot-ro, Daegot-myeon,
Gippo-si, Korea

대표전화 : (031) 986-5626
SELDOM 수신자 부담 : 1522-3675
Rep. Phone : +82-31-986-5626
SELDOM Toll Free : 82-1522-3675

벤처나라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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