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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기 전 조리실의 좌, 우측  Rack Guide와 Blower Guide 상부에 
홀더를 제거하십시오.(상부 3개) (RCO-060CE, RCO-100CE)



스팀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솥, 취반기,튀김기  등의 제품과 거리를 두어 
설치해 주십시오.

수증기 결로 등으로 인해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약간의 타는 냄새 또는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내부의 기름 또는 접착물로 인한 것이므로, 제품의 고장이 아닙니다. 
이 때 반드시 환기시켜 주십시오.

청소



외부에 별도의 펌프를 설치하거나 오븐 단독으로 급수를 연결하여 주십시오. 수압이 높으면 감압 밸브를 
오븐의 급수 배관에 반드시 설치하여 주십시오.

최저 작동 수압은 1.5kg/㎠ 이상이어야 합니다.(급수 압력이 약할 경우 조리중에도 급수관련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펌프는 최소 압력 1.5kg/㎠ 에서 작동하는 압력 탱크가 내장된 자동 압력식 펌프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문에서 50cm 이상 거리를 두어 문을 열어주십시오.

며



제품이 뜨거운 경우에는 충분히(60℃ 이하) 식힌 후 청소해 주십시오.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을 조리실에 뿌릴 경우 조리실의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어(문)을 130도 이상 연 후, 트롤리를 사용하십시오.  가스켓의 파손을 막습니다.

급수부에 설치된 스트레이너를 하루에 한번이상 청소하여 주십시오.

RCO-240CE, RCO-400CE의 경우

서비스전 제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핸드 샤워기 쪽 급수를 차단합니다.

핸드 샤워기 이상 발생 시 잠금 밸브를 잠궈주십시오.



RCO-240CE / RCO-400CE

핸드 샤워기 잠금밸브

조절손잡이



RCO-060CE /RCO-100CE

핸드 샤워기 잠금밸브

조절손잡이



각부의 명칭

9. 스트레이너

없음

  1

1set

없음

 5

RCO-240CE, 400CE RCO-060CE, 100CE

8. 3상 전원선 연결링 슬리브

6.

7.



각부의 명칭

①전원 ON/OFF 버튼

⑤조리온도 선택 버튼

⑥조리시간 선택 버튼

⑦습도조절 선택 버튼

⑫급속 냉각팬 버튼

⑧청소기능 버튼

⑭수동 물뿌리기

⑯고속/저속 팬 선택 버튼

온도 표시창

조리시간 표시창

습도 표시창

⑮통풍구 열림

⑨프로그램/설정 버튼

⑬실내등 ON/OFF 버튼

⑪시작/정지 버튼

⑩조절손잡이

②컨벡션 조리 버튼

④스팀 조리 버튼

③콤비 조리 버튼



전원(①)

• 제품 조작부의 전원을 공급하며 자기진단을 실행합니다.

   - 버튼 점등 : 제품이 작동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 버튼 소등 : 제품에 전원이 들어온 상태이나 제품 조작부는 꺼져있는
                상태로 온도 표시부에 “OFF”로 표시됩니다.

컨벡션 조리(②)

콤비 조리(③)

스팀 조리(④)

조리온도(⑤)

조리시간(⑥)

습도 조절(⑦)

청소(⑧)

프로그램 설정(⑨)

조절 손잡이(⑩)

• 컨벡션 조리 선택 버튼 (선택:버튼 점등, 미선택 : 버튼 점멸)

• 조리 선택 버튼 (선택:버튼 점등, 미선택 : 버튼 점멸)

• 스팀 조리 선택 버튼(선택:버튼 점등, 미선택 : 버튼 점멸)

• 조리 시 온도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 조리시간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조리시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오븐 조리실 내의 습도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 콤비 조리를 선택하였을 때만 습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오븐 조리실을 청소할 때 사용됩니다. 

• 2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염도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 참조 : “청소하기”( 23페이지 )

• 이 버튼은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 조리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입력된 조리  프로그램을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 온도, 시간 습도의 값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 조절손잡이 조작 시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 너무 빨리 돌리거나 ‘탁탁’ 치는 식의 조작은 표시창의
   숫자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작부 설명

시작/정지(⑪)

• 시작/정지 버튼 : 조리를 시작할 때와 정지할 때 사용합니다.

   - 버튼 점등 : 조리진행 시작
   - 버튼 점멸 : 문이 열렸거나 버튼을 한번 눌러 일시정지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때 조리진행과 잔여시간 경과가 정지되고 
                      문을 닫거나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다시 작동합니다.
   - 버튼 소등 : 조리 정지 상태

※조리중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조리 완료가 됩니다.

각부의 명칭



• 이 기능은 오븐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만 작동됩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조리실 내부에 있는 팬이 작동되어 오븐 내부의 
  온도를 50℃까지 빠르게 냉각시켜 줍니다.

• “급속 냉각”기능은 높은 온도에서 조리한 후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조리를 해야할 경우, 또는 조리완료 후 즉시 청소를 해야할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 이 기능은 컨벡션 조리에서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 이 버튼을 눌러서 오븐 통풍구를 열어 줌으로써 오븐 내부에 있는
  다량의 수분을 내보낼 경우 사용합니다. 통풍구는 일반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 LED ON : 통풍구 열림
  - LED OFF : 통풍구 닫힘

• 이 기능은 조리시 수분이 추가로 요구될 때 사용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일정시간 오븐 조리실에 수분이 공급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조리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등이
   켜집니다. 

•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실내등이 꺼집니다.

급속 냉각(⑫)

실내등(⑬)

수동 물뿌리기(⑭)

통풍구 열림(⑮)

팬 속도 조절(⑯)
  - 버튼 소등 : 고속 회전
  - 버튼 점등 : 저속 회전

각부의 명칭



일반적 확인사항

사용전압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품 주위에 종이, 플라스틱, 기름 등 불붙기 쉬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품 내부 조리실의 청소 상태를 확인하시고 또한 조리물이나 기타 물건 등이 들어 있나 확인하여 주십시오.

전원공급을 확인하시고 급수관련 중간밸브를 열어주십시오.

전원스위치를 눌러 제품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오븐이 예열되어야 하고 조리물은 원래의 특성을 갖고 오븐에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동 시금치는 그 본래 특성 때문에 높은 열을 가하면 겉표면이 건조되어 조리결과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븐 예열하기

오븐의 예열과정은 성공적인 조리를 하기 위한 기본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항상 오븐을 비워 놓고 예열합니다.

예열온도는 조리온도보다 약 20~30% 정도 높게 설정하십시오.

스팀 조리의 경우 스팀 조리로 예열하여 주십시오.

컨벡션 조리의 경우 컨벡션 조리로, 콤비 조리의 경우 콤비 조리로 예열하십시오.

조리물 넣기

팬은 조리물의 높이에 적절한 깊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균일한 조리결과를   위해서는, 하나의 깊은 팬을 

사용하는것 보다 여러개의 깊이가 얕은 팬에 조리물을 나누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에 열거된 팬의 무게에 따라 주십시오.

※ 주의 : 조리물을 넣을  때 조리물의 무게뿐만 아니라 크기, 두께, 외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 종류 팬종류 및 수량 조리팬 1개 최대 조리물량 오븐 전체 최대 조리물량

RCO-060CE 6 X GN X 1/1 4 kg 24 kg

조리팬(음식물을 담는 팬)형태

이상적인 결과를 얻기위해 여러종류의 다른 음식물에 맞는 팬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리물이나 조리

형태에 따라 적합한 팬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조리팬 사이 여유공간

오븐에 조리물을 넣을 때 가급적 팬 사이의 충분한 여유공간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더 균일한 조리결과를 

위해 열과 공기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해 줍니다. 또한 이것은 팬위의 조리물이 그 위의 팬에 닿지 않게 합니다.

RCO-100CE 10 X GN X 1/1 4 kg 40 kg

RCO-240CE
12 X GN X 2/1

24 X GN X 1/1

8 kg

4 kg

20 X GN X 2/1

40 X GN X 1/1

8 kg

4 kg

96 kg

RCO-400CE 160 kg

사용전 확인사항

사용전 확인사항



올바른 사용방법

처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조작부에 불이 들어옵니다.

(컨벡션, 콤비, 스팀 점멸) 

오븐은 조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오븐 예열하기

사용하시기 전에 조리실을 예열하여 주십시오.

조리하기 전에 전체 조리시간을 줄이고 조리물의 결과가 좋게하기 위해서 
오븐을 예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조리의 기본입니다.

예열온도는 제품의 타입, 크기 그리고 용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예열 
온도는 하시고자 하는 조리온도보다 약 10~15%정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25~30%정도 높게 예열하십시오.

전원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조리 선택 버튼중에서 컨벡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설정온도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예열온도를 변경할 경우

예열 작동방법

오븐온도 : 130℃
시간표시 : 무한 “---”

예) 컨벡션 모드로 예열할 경우

기본 설정 온도값인 130℃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리온도  
선택 버튼을 누른 후 조절손잡이를 돌려 원하는 예열온도를 선택
하십시오.

예) 조리온도가 150℃이면 예열온도는 165℃나 170℃에
     온도를 맞추십시오.
  
※조리온도선택 버튼을 눌러 소등시키면 값이 저장됩니다.
  예열할 경우에는 보통 시간은 “---”무한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예열을 시작합니다.

작동중에 예열온도를 변경 할 경우 예열중에 조리온도
선택 버튼을 누르시고 조절손잡이를 돌려 온도값을 
변경하신 후 조리온도 선택 버튼을 소등시키면 값이
저장됩니다.

※ 예열하실 때에는 반드시 조리하고자 하는 조리 모드로 예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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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하기

조리실 예열이 완료되면 이제 조리를 시작하십시오.

준비된 조리물을 오븐에 넣어 주십시오. 이때 오븐이 뜨거운 상태이므로 문을 열때 특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컨벡션 모드로 예열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조작없이 조리온도와 조리시간만 재설정 해 주십시오.

 

  

 

      이때 조절 손잡이를 돌려 원하는 조리온도를 선택하십시오.
      (오른쪽 : 증가방향, 왼쪽 : 감소방향)

      조리하실 온도가 150℃이므로 표시창 설정 온도를 150℃에 
      맞추십시오.

      ※ 조리시작 후 조리 온도는 오븐내 현재 온도가 표시됩니다. 
         설정 온도를 확인하시려면 조리온도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가 표시되고, 다시 한번 조리온도 버튼을 누르면 현재
         온도가 표시됩니다.

조리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조리를 시작합니다.

수동 조리방법

시간 표시부에 무한시간(---)이 나타납니다.
조리시간 버튼을 누르고 조절손잡이를 돌려 원하는 조리시간을
선택합니다.  예) 조리시간 : 20분

※ 조리시간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소등시키면 바로 조리시간이 
   저장됩니다.

※ 조리시간은 분 단위로 표시됩니다.   

적당하게 예열된 오븐의 조리실에 조리물을 넣은 상태에서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면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조리가 시작됩니다.

조리가 시작되면 온도표시부에 오븐온도(고내온도)가 표시됩니다.
시간표시부에는 조리완료 시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조리온도 점등 시 온도설정이 가능합니다.(표시부⇒설정온도 표시)
조리온도 소등 시 오븐온도(고내온도)가 표시됩니다.

조리온도 선택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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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종료 후 즉시 조리물을 꺼내지 않고 방치하시면 조리물의 결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조리중에 온도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리중에 조리설정(온도, 시간 또는 중심온도, 습도)을 고치려면 온도, 시간, 습도의 버튼을 눌러 표시창의
값들을 조절손잡이를 이용하여 변경한 후 버튼을 다시한번 눌러 소등시키면 변경된 값으로 조리가 진행됩니다.

조리종료

조리가 완료되면 부저음이 납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리물을 꺼내 주십시오.

※ 연속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조리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조리물을 넣고 바로 시작/정지버튼을 누르십시오.

조리완료 5분전 조리가 끝나는 시점을 미리 알려주는 부저음이
납니다.

※ 단, 조리시간이 5분이내 조리 시 조리완료 5분전 부저음이 
    난 후 조리가 진행됩니다.



자동 습도 조절 시스템

특수 조리 기능

재가열 기능(REHEATING)

자동 습도 조절 시스템 “오토클리마”는 오븐 조리실 내의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습도가 부족할 경우 습도를 공급해주고, 
또 습도가 많을 경우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오븐 조리실 내의 습도를 
원하는 만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해지기 쉬운 음식이나 
작은 음식물 또는 수분이 쉽게 증발되는 음식(닭 등)에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한 양이 틀린 조리물에 대해서도 항상 같은 조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재가열은 주방 관리 시스템(조리하기-냉각하기-유지하기-재가열하기-서빙하기)의 한 부분입니다.

사용은 일반조리와 동일한 설정으로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열온도 120~140℃ 가열 시간은 5~10분 정도로 맞추십시오.
특히 접시에 놓여진 음식물을 재가열하거나 또는 음식물의 수축을 피하고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습도를 
공급할 수 있는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열이 끝난 후 조리온도와 조리시간을 설정하고 
자동 습도 조절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동 습도 조절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리하기

오븐 조리실 내에 조리물을 넣고 문을 닫은 후 시작/정지   
버튼을 누르면 조리가 시작됩니다.

※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의 사용은 많은 조리경험이 필요합니다.

조절손잡이를 돌려 표시부에 원하는 습도 설정값
(1% : 매우건조~99% : 매우습함)을 선택하십시오.

※  자동 습도 조절 시스템에서 조리선택은 반드시 콤비로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스팀 조리나 컨벡션 조리일 때는 버튼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자동 습도 조절



프로그램 저장하기

“수동으로 조리하기”나 “연속적인 조리단계로 조리하기”에서 사용설명서 그대로 조리방법 및 조리단계를 
설정하십시오.

 표시창에 “1 단계 : L01”란 내용이 표시됩니다. 
 1은 10가지 프로그램 저장내용 중 첫번째를 의미합니다.
  -         : SAVE(저장)

 “L01 ~ L10”              

조리설정을 하십시오.

프로그램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조절손잡이를 돌려 원하는 설정 번호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저장방법

조리온도 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저장합니다.



저장 프로그램 사용하기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요리를 시작합니다.

 표시창에 “1 단계 : L01”란 내용이 표시됩니다. 
 1은 10가지 프로그램 저장내용 중 첫번째를 의미합니다.

 “L01 ~ L10”

프로그램 설정을 누르십시오.

조절손잡이를 돌려 원하는 설정 번호를 선택합니다.

조리온도 버튼을 눌러 조리모드로 들어갑니다.

  -         : LOAD(불러오기)



스팀조리 온도 70℃ 시간 10분으로 설정하여 1차 오븐을 작동시켜 주십시오.

작동이 멈추면 문을 열고 세제분무기를 이용하여 조리실 내부에 세제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주기적으로 블로워 가이드를 열고 안쪽에 세제를  뿌려 주십시오.

문을 닫고 청소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청소하기

방법

이 장에서는 조리 후 기름과 양념 등으로 더러워진 오븐내부를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의깊게 읽어보시고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신 후 청소하여 주십시오.

조리시간 창에 “10”이 표시됩니다.

이때 조리실 내 오염도에 따라 조절손잡이를 돌리시면 “20”이
표시됩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후 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프로그램이 끝나면 부저가 울립니다.

 약 5분간 핸드 샤워기를 이용하여 물로 오븐 내부를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  “10/20”은 청소시간을 의미합니다.



6배수 마개를 열고 핸드샤워기로 약 1분간  물을 분사하여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7전원을 끄고 문을 약간 열어 두십시오.(건조를 위해)

절대 오븐외곽을 고압워터젝이나 또는 직수를 뿌리지 마십시오.

절대 제품 표면엔 부식성이 있거나 또는 연마재료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지 마십시오.

철수세미 등으로 제품 표면을 문지르지 마십시오.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며 세균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세제는 반드시 오븐 전용세제를 사용하십시오. 암모니아나 나트륨 등이 다량 포함된
비알카리성의 강한 세제는 제품 표면이나 인쇄면에 바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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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및 고장확인

자가진단 및 고장확인 25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의 상태를 체크하여 발생되는 오류를 표시창에 표시
하여 줌으로써 제품의 파손을 예방하고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의깊게 읽어 보시고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요원에게 정확한 오류를 말해
줌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오류 발생시에 현재온도 및 조리시간 표시창에 오류 문자와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 즉시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조작부 스위치 이상

PCB 주변온도 상승

오븐 과열 안전장치 작동

표시창 표시 문구 대처 방법증 상

대류 모터 안전장치 작동

조리실 온도 센서 이상

• 제품에 들어가는 물 공급을 확인하십시오.

• 물 공급이 정상적으로 들어갈 시 즉시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단수 유무는 핸드 샤워기를 
   사용하십시오.

물 공급 확인

요리도중 정전이 10초이상 되었을 때
작동 멈춤

• 조리 진행상태를 확인하신 후 재 설정하여 조리를 
   진행하십시오.

• 전원을 OFF한 후 다시 ON해 주십시오.

•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통신상태 이상

• 문을 확실하게 닫아 주십시오. 확실히 닫힌 상태에서 
  계속 “문열림”표시가 나타나면 즉시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조리중 문열림

• 우선 조리실 내부온도를 낮추어 주십시오.

• (13페이지 참조) 급속냉각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현재온도는 설정온도보다 낮아야 합니다.

온도 설정 시 조리실 현재온도 보다
설정온도가 40℃이상 낮게 조작됨

딥스위치 설정 이상

배수구 센서 이상

대류 모터 통신 이상

PCB 센서 이상



26 청소 및 손질방법

제조사에서 추천한 세제만 사용하십시오.
다른세제는 청소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청소 시스템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RCO-240CE

188kg

36kg

274kg

42kg

RCO-400CE

RCO-060CE RCO-100CE

110kg100kg

제품 규격 27



28 설치시 주의사항



설치시 주의사항 29



별도 부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30 설치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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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 주의사항 31



(    )치수는 RCO-400CE 치수임.

32 설치시 주의사항

 3N  AC380 V
 nr. 5 X 14㎟ 
(nr. 5 X 30㎟ )      

 (1918)



(    )치수는 RCO-100CE 치수임.

3N  AC380 V
nr. 5 X 5.5㎟     

설치시 주의사항 33



34 요리 레시피

컨벡션 요리

요리 음식 종류 조리온도(℃) 예열온도(℃) 스팀(%)

닭다리 구이

삼치구이

핫케잌

200

200

170

230

230

200

  -

  -

  -

콤비 요리

스팀 요리

오코노미야키

불고기

찐만두(냉동)

180

140

  95

210

170

125

  20

  30~40

80

     구이류

 (닭다리 구이,
  삼치구이)

     볶음류

     (불고기)

       찜류

     (찐만두)

       베이커리류

           (핫케잌)

                 전류

           (오코노미야키)

오븐을 예열한 후 사용합니다.

조리물 표면에 기름을 바른 후 조리합니다.

더 진한 색상을 원할 때는 배습 버튼을 눌러 색상을 조절해 주세요.

스테이크, 오븐팬을 가열한 후 사용하면 조리물의 모양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생선의 경우에는 고온에서 단시간 조리를 권장합니다.

오븐을 예열한 후 사용합니다.

최소한의 기름으로 조리합니다.

조리시작 12분 후 조리물을 꺼내어 뒤집어 섞은 후남은시간 조리합니다.

오븐을 예열한 후 사용합니다.

겉면이 마를 수 있는 조리물은 물에 젖은 천을 덮어주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오븐을 예열한 후 사용합니다.

냉동 생지류는 해동 후 조리합니다.

음식물 재료의 종류나 반죽 상태에 따라 습도를 조절합니다.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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