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환자식

냉·온장 전동배식카

광고 플랫폼형
광고수익창출(3년 SAVE)



SMI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모든 고객님들의 만족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항상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SMI는 전동카트(골프카, 유틸리티카), 전기이륜차, 전동배식카 

등 친환경 제품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래 4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 강화하여 글로벌 시대에서 4차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대표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은 환경속에서 더불어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고객님들의 말씀과 충고

를 감사하게 받으며 지속적인 R&D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SMI로 거듭날 것

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이사   배 선 봉

저희 SMI는 언제나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EO Message

SMI creates a convenient 
and safe world



병원 진료 및 업무 안내 등

홍보와 정보제공에 활용

•제약회사, 생활필수품, 

    주변음식점 등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

•3년의 광고 수익으로 

    도입 비용 대체 가능

안전한 운행 기능과

알맞은 온도 설정으로

쾌적한 식사 배식 가능

신선한 식사 광고 수익

병원 홍보

광고 플랫폼 탑재 

냉·온 전동 배식카

Sandong Metal Industry Co.,Ltd.



광고 플랫폼 탑재 냉·온 전동 배식카

•광고 수익 창출 가능

   (제약회사, 생활필수품, 화장품, 주변 음식점 등)

•도입 후 3년의 광고 수익으로 대체 가능

•병원홍보 (병원 진료 및 병원 업무 안내)

•편리하고 안전한 기능과 성능으로 쾌적한 배식 기능

ON-TIME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기술을 담았습니다



후방 카메라

주행중 냉온장 기능

전자 제동 시스템

절전형 냉동펌프

비상정지 버튼

2시간 운행(정속)

후방 하부 범퍼

터치스크린 조작

리모컨 구동

스마트 인증

정역레버 조작핸들충돌방지 안전장치

Sandong M
etal Industry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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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safety 
and convenience

STOP



ON-TIME 

제원

일반제원
길이 × 너비 × 높이(mm) 1580 × 825 × 1740

최대 안전 경사 ( )° 10

냉/온장고
냉장고 140ℓ

온장고 190ℓ

구동 사양
모터 DC 48V-500W(4800rpm)

최고속도(km/h) 사용자 조정형으로 개선

배터리
Battery 2시간 운전가능

Charger 2시간 운전가능

소비전력 최대 소비 전력 최적화 개선

식판
최대 식판 적재수 40ea (10 × 2 × 2)

식판 규격 330 × 490 (287.5-202.5)

편의사양

Display Monitor 8인치 터치 패널

Door Lock 최소전력 유지형

Main Key 사용자등록 비번 및 RF 리모컨

ON-TIME 1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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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s to Provide 
the Best Meals

스마트 냉·온 전동 배식카 ON-TIME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각종 제어장치와 

최첨단 안전기능 탑재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옵션 광고 플랫폼 / 32"대형화면(동영상지원)

터치스크린 조작

주행중 냉·온장 가동

비상 정지 버튼

편의성·경제성·안전성을 모두 갖춘 

스마트 냉·온 전동 배식카입니다



SANDONG METAL INDUSTRY Co.,Ltd.

냉·온 전동 배식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