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 전기레인지 설치 안내

ㆍ밀레코리아 지정 전기레인지 설치 대행사 : 중앙에너지
ㆍ주요 사업 : 전기레인지 (인덕션 / 하이라이트) 일반 및 특수설치
ㆍ사업 내용 : 고객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 기술자가 설치 불가한
특수 환경에서도 완벽한 전기레인지 설치 지원
(고객 환경에 따라 별도 비용 발생 가능)

분전반 (두꺼비집) 공사

소비 전력 대응을 위한 분전반 공사
밀레 제품 소비 전력 : 약 7.4kw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직결 및 개별 차단기 연결
국내 일반 콘센트 사용 시 화재 위험 존재

※ 상판 소재 별 타공 작업
인조대리석 타공

천연대리석 타공

일반적인 타공이 불가능한 천연대
리석 (돌) 소재의 싱크대 상판
일반적인 인조대리석 (플라스틱)
소재의 싱크대 상판

완벽한 보양 작업 통해 주변 환경
청결 유지

전기레인지 크기에 맞춰 1~5cm
타공

천연대리석 (돌) 소재의 경우 추가
비용발생

상판 소재 별 추가 비용
인조대리석 1~3면타공 : 무료
인조대리석 완판 타공 : 150,000 원
천연대리석 (돌) 타공
1면 : 150,000 원 / 2면 : 200,000 원 / 3면 : 250,000 원 / 완판 : 300,000원
싱크대 목대 타공 : 100,000 원
인조대리석 중 플라스틱 이외의 칸스톤, 엔지니어스톤 또한 돌재질로 취급

※ 특수 제작 스텐 프레임
스텐 2cm 프레임

빌트인 설치 시 하단 집기류에 의해 높이가 부족할 경우 사용 (식기 세척기, 전기 오븐 등)

스텐 5.7cm 프레임

타공 불가능할 경우 사용 / (전세입자)집주인 가스렌지 재설치요구 등
싱크대 상판이 협소할 경우 사용 (세로 상판 사이즈 55cm 미만 설치 불가)

스텐 15cm 프레임

타공 불가능할 경우 사용 / 기존 가스레인지로 인한 낮은 장 등
싱크대 상판이 협소할 경우 사용

※ 특수 제작 스텐 프레임
스텐 770 프레임

가로 사이즈가 650~750mm 이상 타공된 경우 설치 시 빈 공간을 채움

스텐 850 프레임

타공 사이즈 가로가 800mm 이상 이여서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 경우
빈 공간을 채우면서 빌트인 매립 높이도 확보 가능 (1.5cm)

특수 환경 인덕션 설치 (하부 식기 세척기 설치 시)

기존 식기 세척기 상판 제거 후 인조대리석 상판 제작하여 설치 가능
상판 제작 비용에 대해 사전 상담 필요

전용선 작업

분전반(두꺼비집)에서 인덕션 설치장소까지 단독배선작업
일반적인 환경 (메인 30A)의 경우 불필요
최근 신축아파트 (40~50A)의 경우 설치 가능 (고객 선택 사양)
비용의 경우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특수 환경 오븐 제거 후 싱크대 제작 설치

오븐 제거 후
빈 공간을
일반 하부장
또는 용도에
맞춰 제작 가능

필요 시 비용 상담 필요

오븐 내림 작업 (매립 높이 부족 시)

인덕션 설치 시 하부 전기 오븐 등으로 인해 인덕션 들뜸 현상 발생
인덕션 작동시 열기배출이 되지 않아 기기 오류 등 발생
(Miele 기준 15mm 여유 공간 필요)
싱크대 전체를 빼낸 다음 15~20mm 내림 작업 진행
이로 인한 빈 공간은 블랙 몰딩으로 막음 작업 진행
(설치 전 고객 환경 및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생선 그릴 막음 작업

생선 그릴 레인지를 제거 후 빈 공간 막음 처리 가능
고객 필요에 따라 수납장 제작 가능
필요 시 사전 확인 필요

설치 관련 문의
Tel. 010-6368-4237
010-6563-9550
032- 551 -8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