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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니쳄사의  글라스 (와인 잔) 건조 및 광택 시스템 

NICEM ASBC 5S & ASBC 8S GLASS POLISHERS  
 

 

                                                           ASBC 5S - ASBC 8S 제품의 특징 

 

                                                          ▶모든 종류의 유리잔 작업 가능  

                                                                ▶유리잔 제품의 빠른 광택 및 건조작업 

                                                                       ▶크리스탈 클리어 작업 

                                                                       ▶손쉬운 물 자국 및 얼룩 자국 제거  

                                                                       ▶모든 세척 잔존물 제거 

                                                                       ▶유리잔을 최상의 조건으로 건조 및 바로 사용 가능 

 

            사진 1)  ASBC 5S 

 
 
 
 
 
 
 
 
 
 
 
 
 
 

          사진 2)  ASBC 5S                                        사진 3) ASBC 8S 

 

모든 요식, 연회업체 및 호텔, 레스토랑, 와인 바 등에서는 유리잔 제품을 사용 후 세척, 건조 및 

폴리싱 공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척 완료된 유리잔 제품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기를 

없애는 방식으로, 건조한 후 다시 직접 손으로 마른 천을 이용해 물기 및 물 자국을 제거하게 되며 

이를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사용한 젖은 상태의 천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위생상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손으로 천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견고하며 신뢰할 만한 NICEM 유리잔 건조/광택 시스템인 ASBC 5S & ASBC 8S 를 통해 직원 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최대 350 개(ASBC 5S), 최대 700 개(ASBC 8S) 의 유리잔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NICEM 시스템은 높은 생산성과 변함없는 고 품질의 표면 마무리 처리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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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 와인 잔 및 일반 유리 잔, 손이 닿지 않는 Flute Glass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유리잔  

    처리 가능  

▶ 유리잔 제품의 빠른 건조, 광택 처리 작업으로 완료 후 바로 테이블에 놓고 사용 가능 
 

주 고객: 

▶ 케이터링 회사, 대형 카페테리아 및 호텔, 레스토랑, 와인 바 등 

▶ 국내 공급실적 : 호텔롯데, 삼성전자, 삼성전자 연구소, 삼성건설 내 푸드코트, 한화 호텔 &리조트, 

더케이호텔, 카페 M, 더 클래식 500, 해와달 레스토랑, 와인바 등 주요업체 공급함 

▶ 해외 공급실적 : 힐튼호텔, 메리어트호텔, 리츠칼튼호텔, 랜드마크호텔, 라마다호텔, 소피텔호텔 

쉐라톤호텔, 르네상스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소피텔, 와인바 등 
 

NICEM 제품 관련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소개 자료를 가지고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DEMO 를 원하시면 미리 예약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