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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전기렌지 명품 기업 - cna Group
유럽 70년 전통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 cata
세계 전기렌지 상판 유리 1위의 독일 쇼트세란(schott ceran)
세계적인 명성의 독일 ego사의 반영구적 발열체 사용

이젠 주방문화, 전기레인지로 바꾸어야할 때!

가스레인지 사용 시 인체에 해로운 유해가스가 방출됩니다. 전기레인지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조리
할 수 있어 에너지 소비도 낮추고,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한 최고의 조리기구로서 유럽에서는 이미 대중화가 되어있습니다.

가스레인지 vs 전기레인지

주변 기름때 등으로 청소하기 어렵다.

타이머가 없어 화재위험이 크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을 배출

요리 후 청소가 간편하다.

타이머가 있어 화재 걱정이 없다.

가스냄새가 없어 유해가스로부터 해방!

왜, 전기레인지를 써야하는가?

가스폭발의 위험이나 실내 그을음, 유해가스가 없다.
산소를 태우지 않으므로 실내 공기가 언제나 쾌적하다.
용기 자체가 발열하므로 대기 중에 열 방출이 거의 없어 열효율이 높고 조리시간을 단축시켜 주어 경제적이다.
가스보다 빠른시간, 빠른 속도로 조리가 된다.
상판 재질이 고강도 세라믹 글라스로 깨끗하며 청소가 간편하여, 위생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각종 안전 제어 장치 등의 기능으로 안전하다.(타이머, 잔열표시 기능)

세계적인 레스토랑 그룹 칸로카의 선택!

영국 유명 매거진 restaurant의 the world's best 50 restaurant에 2013, 2015년 세계 1위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ei celler de can roca가 선택한 cata인덕션! 그 cata의 명성으로 대한민국의 주방문화를 이끌어 갑니다.

세계 최고의 쉐프 칸로카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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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 인덕션 4구
giga 600 bk / sd

giga 600 bk / giga 600 sd
schott社 세란 상판,
e.g.o社 인덕션 발열체, 총 6개의 화구를 사용(프리존 포함), 부스터
기능, 잔열표시 기능, 슬라이드 방식의 컨트롤러, 온도 유지 기능, 토탈존 기능 타이머 기능, 잠금 기능

giga 600 bk

giga 600 sd

인덕션은 전류가 코일을 통과할 때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자기장내의 자력선이 철 재질로 된 용기의 밑 부분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무수한 작은 와류들이 용기 자체를 빠른 속도로 가열시킨 후 용기내의 음식을 가열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용기 사이즈
만큼만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구 주변이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 중에 가장 빨리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IH방식(전자유도가열조리방식) Induction Range는 전류를 보내면, 코일에 자기장을 형성하여 용기 자체만을 발열시키는
IH방식으로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최첨단 미래형 조리기구 입니다.
독일 Schott ceran社의 세라믹 채택

세란(CERAN)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750℃)의 충격에도 손상 없이 견딜 수 있으며 유리 제
조 과정에 필요한 독성 중금속인 비소(arsenic)와 안티몬(antimony)을 포함하지 않는 가장 친
환경적인 세라믹 글라스입니다.

독일 E.G.O社의 인덕션 모듈 사용
화력이 좋은 독일 E.G.O 인덕션 모듈을 사용하여 고온과 저온 사이의 온도조절이 쉬우며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온도센서의 기능이 있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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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 603 bk / isb 603 sd
schott社 세란 상판,
e.g.o社 인덕션 발열체, 잔열표시 기능, 부스터 기능,
슬라이드 방식의 컨트롤러, 타이머 기능, 잠금 기능

isb 603 bk

isb 603 sd

인덕션은 전류가 코일을 통과할 때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자기장내의 자력선이 철 재질로 된 용기의 밑 부분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무수한 작은 와류들이 용기 자체를 빠른 속도로 가열시킨 후 용기내의 음식을 가열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용기 사이즈
만큼만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구 주변이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제품 중에 가장 빨리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IH방식(전자유도가열조리방식) Induction Range는 전류를 보내면, 코일에 자기장을 형성하여 용기 자체만을 발열시키는
IH방식으로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최첨단 미래형 조리기구 입니다.
독일 Schott ceran社의 세라믹 채택

세란(CERAN)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750℃)의 충격에도 손상 없이 견딜 수 있으며 유리 제
조 과정에 필요한 독성 중금속인 비소(arsenic)와 안티몬(antimony)을 포함하지 않는 가장 친
환경적인 세라믹 글라스입니다.

독일 E.G.O社의 인덕션 모듈 사용
화력이 좋은 독일 E.G.O 인덕션 모듈을 사용하여 고온과 저온 사이의 온도조절이 쉬우며 표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온도센서의 기능이 있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막아줍니다.

hi-light

카타 하이라이트 3구
tt603rp

제품명

카타 하이라이트 3구

제조사

cata

tt603rp

모델명

schott社 세란 상판,
e.g.o社 인덕션 발열체, 잔열표시 기능, 3단계 확장 사용 가능,
슬라이드 방식의 컨트롤러, 타이머 기능, 잠금 기능

특징

독일 Schott ceran社의
세라믹 채택

세란(CERAN)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750℃)의 충격에도 손상 없이 견딜
수 있으며 유리 제조 과정에 필요한 독성 중금속인 비소(arsenic)와 안티몬
(antimony)을 포함하지 않는 가장 친환경적인 세라믹 글라스입니다.

독일 E.G.O社의 발열체(히터) 사용
화력이 좋은 독일 E.G.O 인덕션 모듈을 사용하여 고온과 저온사이의 온도조절이
쉬우며 표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온도센서의 기능이 있어 불필요한 전
력소모를 막아줍니다.

•

•

•

하이라이트이란?

tt603rp

하이라이트는 4~5초 만에 선택한 온도까지 신속하게 도달하는 최첨단 발열 방식으로 제품의 수명이 길며 전기 소비량이 적고
안전하며 가족의 건강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CO) 및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될 염려가 없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요리의 즐
거움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작동원리

하이라이트는 전통적인 전기렌지로서 세라믹 글래스 안쪽 발열체에서 열을 발생시켜 세라믹글래스 표면을 달구어 조리용기로
열을 전달시킵니다.

카타 하이라이트 특징

1.

타이머를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3.

용기 제한 없이 사용가능 합니다.

2.
4.
5.
6.

여름에 조리시 불이 보이지 않아 덥지 않습니다.
전자파가 거의 없습니다.
잡음이 나지 않습니다.

무수분, 저수분 요리가 가능합니다.

after-sales service
전국 설치 및 사후 관리 서비스 망

카타는 전국 30여 개의 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든지 전문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고객님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A/S가
가능합니다.

• 서울

강서지점, 강북지점

• 강원

춘천지사, 원주지사, 강릉지사, 속초지점, 태백지점,

• 경기

수원지사, 인천지점
정선지점, 삼척지점

• 충청

대전지사, 청주지점, 천안지점, 서산지점, 제천지점

• 경남

부산지점, 남부산지점, 김해지점, 거제지점,

• 경북

대구지사, 포함지사, 울산지점
진주지점, 양산지점

• 전북

군산지점, 전주지점

• 제주

제주지점

• 전남

광주지점, 군산지점, 순천지점, 목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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