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MILL MINI SERIES
미니 데크 오븐

DHO2M-11 / DHO2M-12

“카페에서 만나는 고품격 베이커리”

안전 인증 번호
30개의 레시피 저장 기능
KC 안전 인증으로 믿을 수 있는 오븐
저전력으로 소형 카페 및 가정에서 사용 가능
가정용 220V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간편하게
설치 가능
강한 밀폐력을 지닌 도어, 보온성을 강화한 바디로
확실한 볼륨감
소형 매장과 같은 베이커리 생산이 적은 오픈형
주방에 알맞는 데크오븐

HH071721-20005B

전문가급 홈베이킹 및 카페에 적합한 소형 제품으로
작지만 고급 기능들로 알차게 제작되었습니다.

미니시리즈

“ 균일하고 세밀한 온도 제어 ”

“ 세라믹 스팀 돌판 적용 ”

규

격

용

량

소비전력

DHO2M-11 / DHO2M-12
621(W) × 752(D) × 440(H)
621(W) × 752(D) × 880(H)
전용빵판 1매 / 2매
220V, 2P, 2.6kW(코드)

전용빵판

330 x 460

옵션사항

하부발효실 8매, 하부랙 형태 등의 다양한 구성

(옵션사항)

DHC3-Ⅰ / DHC4-Ⅰ

안전 인증 번호
30개의 레시피 저장 기능
PID 비례제어로 고내 온도가 균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색상의 외관
KC 안전 인증으로 믿을 수 있는 오븐
조용한 베이킹 & 뛰어난 성능과 품질
카페에 적합한 컴팩트한 미니 컨벡션 오븐
저전력으로 소형 카페 및 가정에서 사용 가능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3매 또는 4매 선반 선택 가능
HH071721-17002E

스팀돌판이 기본 장착되어
다양한 종류의 제빵 가능

델

“ 국내 최초 LED LAMP 디자인 ” “ 소프트밀만의 급 · 배수시설 ”

미니 컨벡션 오븐 3매 / 4매

스팀돌판 기본 장착

모

모

델

DHC3-I / DHC4-I

규

격

621(W) × 746(D) × 510(H)

용

량

3매 (빵 전용), 4매 (쿠키 전용)

소비전력

220V, 2P, 3.2kW

설 치 시

급수관 (15A) 필요

전용빵판

330 x 460

옵션사항

하부발효실 8매, 하부랙 형태 등의 다양한 구성

편리한 디지털 컨트롤러
디지털 컨트롤러로
세밀한 조정 가능
메모리 저장 기능으로최대
30개 세팅 가능

최고급 자재 사용
노즐분사 가습방식으로
위생적인 사용 가능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해
위생적인 사용 가능

“ 절전 히팅 시스템 ”

“ 강력한 모터와 업그레이드된 FAN ” “ 내부 조명 LED LAMP 조명 적용 ” “ 소프트밀만의 급 · 배수시설 ”
(옵션사항)

미니 발효기 6매 / 8매
P6M / P8M

KC 안전 인증으로 믿을 수 있는 오븐
경제적으로 고 품질의 반죽 발효 가능
소프트밀만의 급·배수시설 (옵션사항)
홈 베이킹, 카페 등 소규모 제빵에 적합한
미니 발효기
가정용 220V 플러그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간편하게 설치 가능
노즐 분사식 가습 장치로 발효기 내부의 충분한
습도와 균일한 풍량
최고급 스테인레스를 사용하여 녹발생 전면 해결
및 위생적인 사용 가능

안전 인증 번호

HH071721-17004G

모

델

규

격

용

량

P6M / P8M
616(W) × 707(D) × 880(H)
616(W) × 707(D) × 1000(H)
전용빵판 6매 / 8매

소비전력

220V, 2P, 0.5kW(코드)

전용빵판

330 x 460

설 치 시

급수관(15A), 배수관(50A)

SOFTMILL MINI SERIES
Mini Deck Oven

DHO2M-11 / DHO2M-12

"High-quality Bakery in a Cafe"

Save 30 recipes
A reliable oven with KC safety certification

These are small products suitable for professional home

Low power for small cafes and homes

baking and cafes, but it has a variety of high-quality functions.

Mini Series

Easy to install anywhere with 220V for home
A door with a strong seal and a body with

enhanced thermal resistance to ensure volume

DHO2M-11 / DHO2M-12

Model

Dimension

Safety Certification
Number
HH071721-20005B

621(W) × 752(D) x 440(H)

621(W) × 752(D) × 880(H)

Capacity

Power consumption

Exclusive bread plate
Optional item

A deck oven suitable for open kitchens with low

Uniform and fine
temperature control

”

“

With ceramic steam stone plate

” “

” “

MiniConvectionOven3trays/4trays

Steam Stone Plate as a standard

Softmill's Water Drainage Facility
(Optional)

Safety Certification
Number

”

DHC4-I

Model

Dimension

Save 30 recipes
Capacity
PID Proportional Control
for even in-house temperature
Power consumption
Stylish design and color appearance
At the time of installation
A reliable oven with KC safety certification
Quiet baking & Superior performance and quality Exclusive bread plate
Compact mini-convection oven suitable for cafes
Optional item
Low power for small cafes and homes
Choose 3 or 4 shelves depending on your preference
HH071721-17002E

It is possible to make various breads as
these products are equipped with a
steam stone plate

Fermenting chamber 8 trays at the
including a rack at the lower part

Korea's first LED LAMP design

DHC3-Ⅰ / DHC4-Ⅰ

220V, 2P, 2.6kW (code)

330 × 460

lower part, various combinations

bakery production, such as small stores

“

Exclusive bread plate 1 tray / 2 trays

621(W) × 746(D) × 515(H)

4 trays (Exclusive for cookie, 3 trays
(exclusive for bread)

220V, 2P, 3kW

Water supply pipe (15A) is required
330 × 460

Fermenting chamber 8 trays at the
lower part, various combinations
including a rack at the lower part

Convenient Digital Controller

You can make fine adjustments with the
digital controller. It also has a memory
storing function which enables you to
store 30 settings

Use of Highest-quality materials

As a nozzle spray humidifying method
and a stainless steel material are used, it is
very hygienic

“

Power saving hetaing system

” “

Powerful motors and upgraded FAN

” “

With interior lighting LED LAMP

“

”

Softmill's Water Drainage Facility
(Optional)

”

Mini Proofer 6 trays / 8trays
P6M / P8M

Safety Certification
Number
HH071721-17004G

A reliable oven with KC safety certification
Economically high quality dough can be
fermented
Softmill's Water Drainage Facility (Optional)
Mini proofer suitable for small-scale baking such
as home baking and cafes
Easy to install anywhere with 220V plug for
home use
Sufficient humidity and uniform wind volume
inside the fermenter with nozzle spray type
humidifier
High-end stainless steel for full rust resolution
and hygienic use

Model

Dimension
Capacity

Power consumption

Exclusive bread plate
At the time of
installation

SMP-08 / SMP-06

616(W) × 707(D) × 880(H)

616(W) × 707(D) × 1000(H)

Exclusive bread plate 8 trays / 6 trays
220V, 2P, 2.2kW (code)
330 × 460

Water supply pipe (15A),
Drain pipe (50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