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 White Horse Road,
Mitcham, VIC. 3132.

스시머신추천서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번에서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번씨와 그가 판매를하고 있는 스시머신(김밥기계)를 처음 알게된것은
3년전 다른 스시가게에서 일하고 있을때였습니다. 그때저는 두가지회사 기계를 쓰고있었는데
하나는 타회사브랜드였고 나머지하나는 지금 제가 쓰고있고 또 추천을 하려는 Autec
ASM835이었습니다! 두가지다 좋은 기계였지만 Autec머신이 나중에 나온 제품이라 스팩이나
기능면에서 동일비교는 무의미합니다만 쉽게말해서 아이폰초기모델과 아이폰4s 라고나
할까요...아무튼 그 이후에 제가 올봄 저의 가게를 오픈할때에 주저없이 선택을 한것은 Autec
ASM835 김밥기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용량이 작지나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넉넉치않은 창업자금으로 고민하던중 또하나의 반가운
소식이었던것은 기계가격인하 소식이었습니다! 전에는 3만불에 가까웠던 가격이 2만불로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암튼 많은 우여곡절끝에 가게를 시작하였고 제가 선택한
ASM835는 한번의 잔고장없이 아주만족 스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내구성과
많은이들이 사용하고있고 또한 그걸 판매하시는 Mr. Melvin의 성실하시고 믿을수있는
신용등등 너무나도 많은 좋은점들이 있지만 다 나열하기엔 지면이부족한 관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만약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신다면 조금의 후회도 없을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iPad에서 보냄

Translated to English:
Hi,
I am Jae Yong Kim. I operate a sushi restaurant in Melbourne, Australia.
I got to know Mr. Melvin and his sushi machine about 3 years ago when I worked at
another sushi restaurant. At that time, I used 2 sushi machines from the different
company. I would like to recommend Melvin’s one – Autec ASM835. Both machines are
good one. (Actually, it is hard to compare ‘Autec’ with another brand one in terms of the
functionality because Autec is more recent model - like iPhone 3 and iPhone 4s).
However, without any hesitation, I decided to choose ‘Autec ASM835’ sushi machine
when I opened my own shop in this spring.
The good news for me was a price reduction!! It was almost $30K in the past but dropped
to less than $20K. Anyway, I opened a shop and my new machine ‘ASM835’ and it is
working very well without any issue. This machine is strong and many other (Australian)
customers are also using it at the moment. And, Mr. Melvin is a reliable person. If you
choose this machine, I am sure that you will never regret! Thank you!

Jae Yong Kim
Japan Ko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