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고 튼튼한 이탈리아 선반



R

유럽이 인정한 식자재 보관 선반! 토논
창고 및 매장 관리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선반 비교>



토논 제품소개

기본 선반 연결 선반

하단 레일타입 선반

공간이 협소한 사업장
상단 레일타입 선반

카트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상/하단 레일타입 선반

무거운 제품을 적재하는 사업장

코너 선반         선반 디스플레이 선반

가로: 1,295 / 1,595mm
   폭: 600mm
높이: 1,850mm

가로: 2,555 / 3,155mm
   폭: 600mm
높이: 1,850mm

가로: 1,295mm
   폭: 600mm
높이: 1,550mm (바퀴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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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논 선반은 부품추가로 다양한         
    기능과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주십시오.



A.포장을 뜯고 부품을 확인

쉬운 높낮이 조절 높낮이 조절로 적재효율 상승 공구가 필요없이 쉽게 탈부착

D.선반을 끼우면 완성!B.고무망치로 툭툭~ 기둥조립 C.선반고리를 걸고

 3. 기둥없는 코너 선반
<타사선반> 위에서 본 모양 <토논선반> 위에서 본 모양

토논 선반은 코너에 기둥이 없어 바로 대각선 수납을 할 수 있어 편리

2. 높이조절 선반

1. 쉬운 조립식 선반



 3. 기둥없는 코너 선반
<토논선반> 위에서 본 모양

2. 높이조절 선반

1. 쉬운 조립식 선반 4. 좌우로 움직이는 레일 선반

5. 디스플레이 선반

43% 공간절약
레일을 좌우로 움직여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고 설치환경에 따라
(상, 하, 상/하단) 타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체급식, 레스토랑, 호텔에 사용추천! 사선타입 선반으로 전시효과 극대화



 7. 부식 / 녹 없는 반영구적 선반

식자재도 컬러별 선반으로 구분, 보관하세요!

녹이 생기는 일반 스테인리스 선반양극산화 알루미늄으로 녹 슬지 않음

한국식품안전관리 미국위생안전 EU규정 설계 품질경영시스템

6. 컬러코딩 시스템



 7. 부식 / 녹 없는 반영구적 선반

 10. 토논과 함께하는 브랜드

 9. Made in ITALY

식자재도 컬러별 선반으로 구분, 보관하세요!

녹이 생기는 일반 스테인리스 선반

박테리아 차단, 곰팡이 차단,  냄새(악취) 차단 최대 250kg까지 무게를 올려도 선반이 잘 휘지 않음

6. 컬러코딩 시스템  8. 냉장 / 냉동에 최적화된 견고한 선반

이탈리아 감성 토논
194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꾸준한 연구와 개발로 전세계 유명호텔과 식품회사에서

사용하는 명품선반 브랜드로 발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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