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XTER의 세탁장비로
성공을 확신 하십시오!



제품
Dexter사의 모든 제품은 오랜 시간 동안 수차례 반복 작동(1,000시간 연속가동 테스트 통과)하거나, 심지어는 가장  
혹독한 세탁 환경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감독 하에 설계, 제조, 테스트를 거칩니다. Dexter는 
모든 Dexter 브랜드 제품을 Dexter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절대 저급의 재료를 사용해 세탁장비를 제조
하지 않습니다.

판매대리점 및 고객
Dexter 제품은 광범위한 업종을 지원하는 KCLA빨래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Dexter제품은 현재 전 세계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Dexter 공인판매대리점[한국은 KCLA(주)]을 통해 판매 및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
KCLA(주)와 Dexter는 빨래방 점주님과 세탁서비스 이용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세탁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간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평생 기술 지원과 업계 최고의 보증을 통해, 고객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투자한 제품에 대해 최고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Dexter 공인 판매대리점을 찾아보려면 지금 바로 

Dexter.co.kr을 방문해 보십시오.



125년 전통 20년을!순간의
선택이 







덱스터 상업용 세탁기

내구성
주철 베어링 하우징 내의 대형 베어링과 용접강 스파이더 및 샤프트, 20년 넘게 튼튼한 내구성이 검증된 프레임 디자인 등
을 갖춘 Dexter 세탁기는 오랜 기간 동안 원활히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각 모델은 1,000시간의 불균형 시험을 통해 
철저한 검사를 거칩니다. 광택 크롬 도어 및 AISI 304 스테인리스 스틸 세탁통, 실린더, 상단, 전면 및 측면 페널은 수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신뢰성
업계 최고의 10년 보증에는 프레임, 세탁통, 실린더, 샤프트, 씰, 베어링, 베어링 하우징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부품 보증이 적용됩니다. 저희는 평생 기술 지원을 통해 고객이 투자한 모든 제품에 대해 최고의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효율성
새로운 전자 압력 센서는 폭넓은 물 수위 조절 옵션을 제공하여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물 소비를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줍니
다. 차세대 인버터 드라이브는 전기 사용량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모터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100G의 중력가속도
(g-force) 또는 강력한 Express200G중력가속도의 탈수력은 완전한 탈수를 돕고 건조시간을 줄여줍니다.

설치
조절 가능한 최종 탈수 속도 및 그 밖의 사용자 지정 옵션 덕분에 Dexter 세탁기는 거의 모든 장소에 설치하기 적합합니
다. 대부분 Dexter 세탁기는 표준 36” 출입구를 통과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Dexter 세탁기는 1상 또는 3상 전력
을 사용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수익성
모든 Dexter 기기는 전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국어 옵션, 세부 고객 안내 메시지를 통해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xterLive 컨트롤은 DexterLive.com에서 연동되므로 고객의 사업에 적합한 맞춤형프로
그램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PLUS 사이클 기능과 프로모션 옵션으로 최대한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Dexter 제품은 오랜 시간 동안 수차례 반복 작동하거나, 심지어는 가혹한 세탁 환경에서
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엄격한 감독 하에 설계, 제조, 테스트를 거칩니다.



덱스터 상업용 세탁기

특징

T-400, T-600, T-900, T-400/T-30(2단 세탁 건조기)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함

● 빠르고 깨끗한 세탁력

● 대형 세탁물도 한 번에 해결 (세탁시간 단축)

● 세탁기 문이 커서 사용이 쉽고 편리함

● 인버터 드라이브로 전기 사용 절약, 모터 수명 연장

● 세탁시 소음이 매우 적고 작동시 진동이 거의 없음

● 세탁 사이클이 디지털로 표시됨

● 1000시간의 연속운전테스트 합격

● 확실한 A/S (베아링 등 주요부품 10년 보장)

● UL 인증

품     번 T-400 T-600 T-900 T-400/T-30

세탁용량 14kg 18kg 27kg 14kg x 2

외형치수 759x1225x695 759x1263x914 873x1371x984 800x2000x1200

세탁방법 회전드럼식 회전드럼식 회전드럼식 회전드럼식

탈수방법 원심탈수식 원심탈수식 원심탈수식 원심탈수식

전원 220V/단상 220V/단상 220V/단상 220V/단상

소비전력(히터사용시) 11.5kw 11.5kw 12.24kw 11.5kw

표준사용수량 117.34L 162.76L 227.10L 113.3L

배관구경(급수/급탕) 20A 20A 20A 20A

배수구경 76mm 76mm 76mm 76.2mm

제품중량 210kg 286.2kg 491kg 476.7kg



덱스터 상업용 건조기

내구성
주철 베어링 하우징 내의 대형 베어링과 완전 용접형 및 도색 처리된 캐비닛으로 이루어진 Dexter 건조기는 오랜 기간 동
안 원활히 작동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용접강 스파이더 어셈블리는 후방에서 텀블러를 지탱하고 전면 지지 롤러의 필요
를 없애줍니다. 광택 크롬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도어와 AISI 304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은 수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세
련된 건조기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신뢰성
업계 최고의 5년 보증에는 트러니언, 베어링, 베어링 하우징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부품 보증이 적용
됩니다. 저희는 평생 기술 지원을 통해 고객이 투자한 모든 제품에 대해 최고의 지원을 제공해 드립니다.

효율성
천공형 텀블러, 균형 잡힌 방사형 기류, 적정량의 공기 재순환은 최대한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주름 방지 기능은 세탁물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간헐적인 회전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효율적인 모터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건조기 사용 기간 동
안 수백 달러를 절약해 줍니다.

설치
2단 건조기 구조 덕분에 한 공간에 두 개의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스, 전기 및 환기 연결구가 한 곳에 있어 Dexter 
2단 건조기는 설치와 유지보수가 보다 간편합니다. 쉬운 설치를 위해 수직 배기 및 환기 시스템이 모든 건조기에서 표준 
품목으로 제공됩니다.

수익성
모든 Dexter 기기는 전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다국어 옵션, 세부 고객 안내 메시지를 통해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xterLive 컨트롤은 DexterLive.com에서 연동되므로 고객의 사업에 적합한 맞춤형프로그램
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PLUS 사이클 기능과 프로모션 옵션으로 최대한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탁 장비로 가득찬 매장은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곳이며, 여기서, 올바른 장비 선택
은 중대한 결정에 해당합니다. Dexter는 확신을 갖고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효율, 유
연성, 성능 그리고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덱스터 상업용 건조기

특징

T-30, T-50, T-80, T-30x2/T-50x2(2단 건조기)

● 빠른 건조시간과 높은 건조 효율

    (고성능, 고효율의 열전달, 풍량, 텀블링 작동)

● 진드기등 아토피 유발 원인 제거

● 99%의 완벽한 살균력

● 마이크로 프로세서 컨트롤로 조작이 간편

● 대형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로 사용이 편리

● 작동시 소음이 적음

● 확실한 A/S (베아링 등 주요부품 5년 보장)

● UL 인증

품     번 T-30 T-50 T-30x2

외형용량 14kg 25kg 14kgx2

외형치수 800x1835x1111 876x1835x1269 800x1930x1265

전원 220V/단상 220V/단상 220V/단상

소비전력 0.37kw 0.56kw 0.75kw

열원 LNG.LPG LNG.LPG LNG.LPG

연속운전발열량 22,704kcal 36,550kcal 45,408kcal

배기구경 203mm 203mm 203mm

배기풍량 매분23.5m³ 매분25.8m³ 매분34.1m³

가스관경 1/2B 1/2B 1/2B

제품중략 210kg 267kg 340kg



이제 빨래방도 KCLA와 함께
취향대로 브랜드를 고르세요 

창업을 생각하셨다면,

124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 명품 세탁장비 덱스터는

오늘도 장인정신의 엔지니어들이 첨단 장비와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빨래와 함께한 3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셀프빨래방을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했고, 셀프빨래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점주의 입장에서 새롭게 재국성한 코인워시24 사업 모델을 자신 있게 제안합니다.

지금 빨래방이 맞습니다.

HAPPY  BUSINESS





덱스터 DEXTER

개설절차

名品 덱스터가 설치된 매장(270여개, 전국최대)

미국 아이오와 소재 123년 전통의 세탁장비 전문 제조업체로 당사에서 한국총판대리점을 획득
하여 세탁장비 및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탁업계에선 이미 정평이나 있는 성능
과 수명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브랜드입니다.

사업설명회  입지 선정 및 상권분석

 점포예약  장비 계약

매장 공사  오픈 행사, 홍보교육

 사후 관리



DEXTER 대형 세탁기-건조기
창업 점포 형태와 투자의 세부내역

빨래방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내역(7~10평 기준)

1. 세탁기다이 시멘트 공사, 물탱크, 전기온수기, 펌프모터
   냉수-온수 배수 공사, 세탁기, 건조기, 운반설치
2. 내부 목공, 천장, 칸막이문 옆문, 몰딩, 도배(칠), 바닥타일공
3. 도시가스공사 시공(굴착공사 시 추가비용)
4. 건조기 배기 닥트
5. 간판/전면간판, 돌출간판, 내부 스카시 글씨 1SET, 전면유리 네온
6. CCTV공사, 21인치평면TV, 카메라 4대

7. 전기공사, 배전판, 타이머1, 천장전등9, 세탁-건조기 콘센트10
8. 동전교환기 2대
9. 세제자판기 1대
10. 빨래방 의자 3인용, 빨래방 탁자 대1/소1, 운반카트1, 바구니
11. 기존점포 철거비 및 청소비
12. 세제자동공급장치/기계, 배관공사(선택사항)

동소문동점(본사직영):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54번지 (성북로2길 39) 매방 방문 안내 : 1588-6959, 02-3676-2525

NO 제품모델 설치용도 7~9평(1안) 10~15평(2안) 15평 이상(3안)

1
중형세탁기

T-400
이불 빨래 및

업소용

2
대형세탁기

T-600
이불 빨래 및

업소용

3
초대형세탁기

T-900
오피스텔, 호텔,
병원 등 업소용

4
대형 건조기

T-30
이불 빨래 및

업소용

5
2단대형건조기

T-30x2
찜질방, 헬스장

및 업소용

6
초대형건조기

T-50
오피스텔, 호텔,
병원 등 업소용



名品 덱스터가 설치된 매장(270여개)

셀프빨래방 24시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진

선진국형 비즈니스에

한국형 비즈니스를 접목

인건비 없이
관리가 간편

가맹비가 없어
운영비 절감

사계절, 365일
경기 타지 않음

마케팅과 홍보
A / S를 제공



名品 덱스터가 설치된 매장(270여개)

셀프빨래방 24시

창업문의 및 장비문의
본     사: ☎ 1588-6969
중부지사: ☎ 1688-5848
호남지사: ☎ 1522-4033
영남지사: ☎ 053-752-9123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54번지 1층 (성북로2길 39)

찾아오시는 길

창업문의 및 장비문의
본     사: ☎ 1588-6969
중부지사: ☎ 1688-5848
호남지사: ☎ 1522-4033
영남지사: ☎ 053-752-9123

“순간이 선택이 20년을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