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업 체 명
(한글) (주)케이투시스템이엔지

대 표 자
(한글) 정 국 진

(영문)   K2 SYSTEM E.N.G (영문) Jeong Gook Jin

주 소
 본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47

 공장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47, 149

사업자등록번호 606-81-89724 설립연도 2005

종업원수 5 홈페이지 https://systemk2.co.kr

전년도 수출액 0 전년도 매출액 10억 8,000만원

업 태
제조업
도소매
도소매

업 종
주방기구용품

육해상주방기구용품
인터넷쇼핑몰

주력영업제품 자동볶음기 주요수출국가 미국, 호주

인증 및 

지재권 현황
(글로벌 제품 인증, 중국 수출인증, 현지 상표등록 등)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POWER K2

2. 사업담당자(총괄 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과장 남성호 dominic87@sysk2.co.kr 051-316-8611 010-9306-2211



3. 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자동볶음기-직화

K2-HIGHPOT
제품규격 (450 × 600 × 1000 mm)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자동볶음기 1ea, 코팅솥 1ea, 전원케이블 1ea, 사용설명서

소비자가격 2499 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2699 USD

제품

상세내역

Commercial gas grilling pot (Convenient automatic rotating stir-fry pot)

- 재질 : Stainless steel

- 용도 : Auto Rotating Gas Grilling Pot for Hotel, Restaurant, Café, Fast food

- 특징 : 대용량 볶음 요리를 할 수 있는 가스식 자동 조리기구입니다.

1) 조리 중 솥이 회전하여 음식을 골고루 익힘

2) 타이머 내장되어 조리 후 가스 자동 차단 (과조리 방지)

3) 직화 조리 가능

4) 코팅솥 위생 관리 쉬움

- 주요타겟층 : 외식사업, 식품산업, 밀키트, HMR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38,400 만원

- 주요판매채널 : 직접 판매

- 홈페이지 : https://systemk2.co.kr

- 제품영상 : https://youtube.com/c/powerk2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용품 KC인증

(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

부산18-26-010

부산17-26-013

부산17-26-012

국내특허

10-1461402호

10-1674670호

10-1728085호

10-1885919호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자동볶음기

K2-POT
제품규격 (450 × 600 × 600 mm)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자동볶음기 1ea, 코팅솥 1ea, 전원케이블 1ea, 사용설명서

소비자가격 2099 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2299 USD

제품

상세내역

Commercial gas grilling pot (Convenient automatic rotating stir-fry pot)

- 재질 : Stainless steel

- 용도 : Auto Rotating Gas Grilling Pot for Hotel, Restaurant, Café, Fast food

- 특징 : 대용량 볶음 요리를 할 수 있는 가스식 자동 조리기구입니다.

1) 조리 중 솥이 회전하여 음식을 골고루 익힘

2) 타이머 내장되어 조리 후 가스 자동 차단 (과조리 방지)

3) 솥 회전 속도 조절 가능

4) 코팅솥 위생 관리 쉬움

- 주요타겟층 : 외식사업, 식품산업, 밀키트, HMR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38,400 만원

- 주요판매채널 : 직접 판매

- 홈페이지 : https://systemk2.co.kr

- 제품영상 : https://youtube.com/c/powerk2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용품 KC인증

(설계단계검사 합격증명서)

부산18-26-010

부산17-26-013

부산17-26-012

국내특허

10-1461402호

10-1674670호

10-1728085호

10-1885919호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