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코젯 제안서



� 회사명 : ㈜에취알에스

� 대표자 : 정홍식

� 설립일 : 1987년 12월 7일

� 기업이념 : 건강한 식품을 통한 푸드 서비스 문제해결의 동반자

� 스위스 파코젯 사의 한국독점수입및 판매 대리점

HRS 소개 1)개요



서비스
(Service)

재료
(Ingredients)

장비
(Equipment)

“푸드서비스 분야에
최고의 재료와 서비스, 장비를 제공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

HRS 소개 2)센터현황, 비즈니스 컨셉

� 서울(강남본사,강북디자인센타), 성남(물류및서비스)센타

� 대구센타, 광주센타, 부산센타, 제주센타 운영. 

서울본사

- 강남센터

- 강북센타(아트밀)

대구센터

부산센터

성남센터
- 물류 및 서비스
- 상온,냉동창고

광주센터
제주센터



� 스위스 Gastrotrade AG 사로부터 출발하여 1990년대 초
당시 혁신적인 조리기기 Pacojet 을 선보였으며 1997년
Pacojet AG 사로 회사명을 변경하며 Pacojet 의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

� 세계 유수의 2 Star, 3 Star 미슐랭 (Micheline) 가이드
레스토랑과 특급 호텔 등지의 쉐프 들에게서 각광을 받으며
전 세계 40,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

� 1994년 ㈜ HRS 와 한국시장 독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 새로
운 조리기법을 사용한 “파코젯 문화”를 보급해 오고 있음

� 2013년 파코젯 2 출시에 이어, 파코젯 주니어 등 다양한 모델
개발

Pacojet 사 소개



파코젯이란 ? 

� 스위스 파코젯사에서 우주공학 기술로 세계특허를 받은 유일한 제품입니다.

� 일반 믹서는 중력과 재료의 저항 때문에 미세하게 갈 수 없었습니다.

� 파코젯은 스케이트날이 얼음을 얇게 갈아 내는 원리를 착안하여 냉동상태 재료를 진공상태
에서 초 고속으로 회전시켜 크림이나 무스 형태로 아주 곱게 갈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의 제
품입니다.



파코젯 특징

� 다양한 메뉴를 독창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유럽, 미국 등지의 저명한 쉐프들과 미슐랭
가이드 레스토랑에서 많이 애용하는 독특
한 푸드 프로세서입니다

� 프로즌 디저트, 스프, 무스, 빠떼, 파아스, 
퓌레, 야채/허브 소스, 크림, 콩국, 양념 등
자신만의 비밀 레시피를 만드는데 필수적
입니다.

� 쉐프들이 상상하는 어떤 종류의 재료도 만
들 수 있으며 갈아진 재료는 크림과 같이
부드럽기 때문에 거를 필요가 없습니다. 

(입자크기 2마이크론)



조리과정

재료를 작게 잘라 물을 채우고

–18℃ 이하로 얼려서갈면 (파코타이징) 크림이 됩니다

파인애플 샤벳 완성!



작동원리

식재를 냉동시킨 비이커를
파코젯에 장착

고속스피드 (2000rpm) 칼날로 식재
를 매우 고운 층으로 깎아냄

식재가 부드럽고 매우 고운 조직
의 상태로 생산. 프로즌디저트의
이상적인 서브 온도인 -12℃ 온도
로 준비됨

� 파코 타이징

� 준비한 식재를 냉동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직접 갈아 내는 과정

� 얼리기만 하면 재료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려서 매우 고운 퓌레, 무스, 크림으로 만들어 주는
혁신적인 조리 기구

-18℃ -18℃

-12℃

-18℃



파코젯의 장점
1. 다양한 응용 범위와 메뉴의 무한대 창출

• 모든 것을 갈아 내므로 광범위하게 메뉴 적용 가능
• 나만의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제품 머스트해브 아이템입니다.

2.   보존성, 편리성, 신선도

• 기본칼날을 사용하는 재료는 –18℃~-22℃로 1년 이상 싱싱함이 보존
• 여름철 과일을 싸게 구입하여 냉동 보관하여 겨울철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능

•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만 갈아 쓸 수 있고 고유의 맛과 향을 보존 가능

3. 보존제, 첨가제가 불필요
• 품질이나 맛을 증대시키기 위한 설탕이나 지방 사용이 불필요

• 천연 재료만 사용

4. 원재료, 시간 노동력 절감
• 생선머리, 새우 껍질 등 원재료의 최대 부분까지 사용이 가능 (동물뼈 제외)

• 비이커를 끼우고 버튼만 누르면 0.1 용량단위로 조절하며 파코타이징 가능

• 멸치, 다시마, 새우 등 국물 재료는 짧은 시간에 진하게 우러나고 거를 필요가 없음



파코젯의 효과

더 많은 이윤 (more profit) 

더 탁월한 효율성

(more efficiency)

더 높은 창의성

(more creativity)

더 좋은 맛과 향
(more taste & flavor)

더 큰 고객 만족
(more satisfied guest)



적용범위

샤베트 아이스크림 무스 스프/죽

소스 테린 & 파아스스파이스/페이스트 스프레드



파코젯2 구성- 기본

기본 구성

• Pacojet 2 시스템
• 파코타이징 칼날 (기본)
• 스프레이 가드
• 비이커 2개
• 비이커홀더
• 주걱
• 사용설명서
• 레시피북
• 청소 키트
• 청소브러쉬
• 청소 실링 (블루)
• 린싱 링 (그린)



파코젯2 구성- 옵션

• 추가 비이커
박스당 4개입 구성 (뚜껑 포함) 

• 파코젯 쿠프세트
• 자르기, 다지기, 갈기, 블렌딩, 휘핑 – 냉동재료부터 비냉동재

료까지 파코젯의 활용범위를 넓혀줍니다. 

• 재료의 상하 방향으로 칼날이 균일하고 부드럽게 회전
• 식재료의 향, 신선도와 색깔을 보존
• 열 발생없이 위생적으로 작동
• 완료 후 칼날이 자동으로 원위치 – 가공된 식재의 흐트

러짐이 없음
• 세척이 용이

골드 파코타이징 칼날
• 고 내구성: 티타늄 재질로 견고함
• 파코젯 파워 사용자등과 단단한 냉동 식재 사용자들에게

효율적



Q&A : 용량이 적은 것은 아닌가요? 

A) 비이커 용량은 800cc이며 파코 타이징 후 조리용량이 약 30% 증가됩니다. 

• 파코젯을 효율적으로 더 많은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채울 비이커를 더 많이 구입하
시 됩니다

• 비이커를 필요 양만큼 파코 타이징하여 서브합니다. 
• 1인분 (약 3.5온스) 은 20초, 비이커 1개 전량를 파코타이징 하는 데는 약4분 미만이 소요됩니다.

• 한 시간에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샤베트 15리터, 파아스나 무스 15kg,소스용 재료 15kg, 스프
150인분을 각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이커
1포션 = 20초
1비이커 = 4분

처리 후 냉동 보관



Q&A : 얼리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신선한 원 재료 상태를 -18℃이하로 냉동, 보관하므로 재료 고유의 맛과 향, 영양을 파괴하
지 않고 신선한 재료 상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식 재료의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계절 식 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냉동 저장, 대량 공급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머리, 껍질, 자투리 등 동물 뼈이외 모든 부분을 파코 타이징 하므로 낭비없이 재료를 사용
할 수 있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Q&A : 사용은 편리한가요? 

Q) 파코타이징은 왜 더 부드럽게 갈려지나요?

A) 파코 타이징되는 동안 공기와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며 진공상태에서 초고속으로 회전
되는 특수 칼날로 (2000rpm)인하여 2 마이크론까지 미세 입자로 갈아주어 부드럽고 매우
고운 식감의 메뉴가 완성됩니다.

Q) 청소가 어렵지는 않나요?

A) 청소키트를 넣고 버튼 한 번으로 청소가 시작되며 약 60초간 소요됩니다.

Q) 용량 조절은 어떻게 하나요?

A) 15인분 전체 용량 혹은 소수점 단위로 용량 조절하여 파코타이징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