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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설비

WECOOK



분식 전문 배달형 주방  
시공 사례

테이크 아웃 및 배달 전문점 분식 주방 설비  

좁은 공간을 극대화하여 조리 동선을 최적화 한 사례

WECOOK



분식 전문 주방
배달 전문 주방 시공 사례

WECOOK

✓ 공간 내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주방 시스템 설계 

✓ 오랜시간 작업하는 작업자를 위한 효율적 동선 설계 

✓ 배달 전문 주방 특성을 고려한 설계

‣ 메뉴를 조리할 수 있는 조리공간, 재료를 전처리 할 수 
있는 전처리 공간, 조리기구를 세척할 수 있는 세척 공

간, 주문접수, 메뉴를 포장할 수 있는 포장 공간을 구분

하여 전 처리부터 포장까지 조리과정에서 작업자간 작

업 동선이 겹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주방을 사용할 수 있

게 공간을 설계하였습니다.

‣ 좁은 공간 내에 식자재, 포장용기 등의 적재 공간과 작업
자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씽크대, 작업대, 선반 등을 공

간에 맞춰 제작하였으며, 업종 특성에 맞는 메뉴 조리를 

위한 떡볶이 조리대, 워머기 등을 맞춤 제작하여 설치하

였습니다.



분식 전문 주방
시공사례

WECOOK

✓ 협소형 주방 설계 

✓ 설비 간소화 및 동선 최적화 

✓ 설비 설치 및 최종 검수 포함

주요�설비�리스트�

‣ 튀김기�

‣ 2구�가스렌지�

‣ 떡볶이작업대�(제작)�

‣ 워머기�(제작)�

‣ 순대작업대�(제작)�

‣ 테이블�냉장고�

‣ 받드�냉장고�

‣ 25박스�냉장고�

‣ 25박스�냉동고�

‣ 작업대,�다단식�선반,�제작�선반�등



식당형 중화요리 전문 
주방 설비

중화요리 특성을 살린 전문 설비 맞춤제작 후 설치 시공 

및 고객 맞춤형 주방 설계 진행 사례

WECOOK



중화요리 전문 주방
식당형 중화요리(짬뽕) 전문점 주방 설비

WECOOK

‣ 강한 화력을 동반해서 조리를 하는 업종 특성 상 열기나 
유증기가 홀쪽으로 유입되어 고객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후드 사이즈 및 성
능을 신경써서 제작, 설치하였으며, 강한 열기로 인해 상
판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 공급이 가능
하게 추가 수전을 설치하였습니다.

‣ 주방 설비 설치 시 수평을 맞추는 것은 주방 안 조리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주방 바닥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항상 
단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장의 경우 단차가 심해 모
든 설비의 다리 부분에 그라인더 작업을 추가하여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
다.

✓ 강력한 화력이 동반된 조리를 위한 중화전용 렌지 맞
춤 제작 및 고성능의 후드 설치 

✓ 설비 사용의 안전과 효율을 고려한 꼼꼼한 수평 조정



중화요리 전문 주방
식당형 중화요리(짬뽕) 전문점 주방 설비

WECOOK

‣ 주방 공간 및 동선 상 추가 냉장고 설치가 어려운 부분을 
인테리어 마감 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간을 활용
할 수 있게 제안하여 그 공간을 활용하여 추가 냉장 보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 주방이 오픈 키친인 이점을 살려, 고객분들이 쉐프의 웍
작업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오픈된 곳을 조리라인으로 
설계, 배치하였습니다.

✓ 고객 주방 특성(오픈키친)을 살린 조리라인 동선 배치



✓ 특수 설비 (맞춤 제작) 포함 

✓ 고객 맞춤형 주방 설계 

✓ 설비 설치 및 최종 검수 포함

주요�설비�리스트�

‣ 중화렌지�(제작)�

‣ 제면기�

‣ 면렌지

‣ 반죽기

‣ 제빙기

‣ 오븐렌지

‣ 식기세척기

‣ 테이블냉장고

‣ 25박스냉동고

‣ 받드냉장고�(제작)

‣ 작업대,�싱크대,�제작�선반등

중화요리 전문 주방
식당형 중화요리(짬뽕) 전문점 주방 설비

WECOOK



유형별 공유주방 시공 사례 위쿡의 식품 제조형 공유주방 및 배달형 공유주방의 

시공을 진행한 모든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WECOOK



배달 전문 주방 설비
배달 음식 전문점 주방 시공 사례

WECOOK

✓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주방 동선 설계 시공 진행

✓ 좁은 공간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춤 설비 
제작

✓ 배달에 필요한 POS, 포장, 픽업 동선 확보

주요�설비�리스트�

‣ 중가스렌지

‣ 튀김기

‣ 제면기

‣ 커피머신

‣ 제빙기

‣ 테이블�냉장고

‣ 서랍식�냉장고

‣ 중화렌지

‣ 컨벡션오븐

‣ 작업대,�선반�등등



즉판업 전문 주방 설비
제조형 공유주방 주방 설비 시공 사례

WECOOK

✓ 생산 유형 별 설비 컨설팅 제공

✓ 다수의 인원이 작업할 수 있도록 주방 동선 설계 진행

✓ 생산량에 맞춤 메뉴별 전문 설비 제작 및 시공

주요�설비�리스트�

‣ 데크오븐

‣ 컨벡션오븐

‣ 반죽기

‣ 도우컨디셔너

‣ 파이롤러

‣ 급속�냉동고

‣ 회전식�국솥

‣ 인덕션�낮은�렌지

‣ 컨베어�식기세척기

‣ 작업대,�선반�제작�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