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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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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 10단 제품의 경우 조리를 위한 최저 작동 수압은 1.5kg/㎠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 청소를 위한 최저 
작동 수압은 2kg/㎠ 이상이어야 합니다.(급수 압력이 약할 경우 조리중에도 급수관련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에서 50cm 이상 거리를 두어 문을 열어주십시오.

며

핸드샤워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품 하단부의 핸드샤워 잠금밸브를 잠궈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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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 10단 제품의 경우 급수부에 설치된 스트레이너를 하루에 한번이상 청소하여 주십시오.
핸드샤워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품 하단부의 핸드샤워 잠금밸브를 잠궈주십시오.

조리 후 반드시 오븐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주십시오.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제품 내부에 녹이 발생되어 위생 또는 제품과 조리물에 영향을 줍니다.
청소 후에는 건조를 위해 반드시 제품의 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십시오.

RSCO-240AE(RCO-240AE)
RSCO-400AE(RCO-400AE) 

핸드샤워 잠금밸브



RSCO-060AE(RCO-060AE)
RSCO-100AE(RCO-100AE) 

핸드샤워 잠금밸브

12. 스트레이너
13. 배관용 엘보우(40A)

15

14. 배관용 단니뿔(40A)

15. 세제, 린스 호스 지지대
      (각 1개)

각부의 명칭

1set
1 (RSCO-240AE, 400AE, RCO-240AE, 400AE)
5 (RSCO-060AE, 100AE, RCO-060AE, 100AE)
1 (RSCO-060AE, 100AE, RCO-060AE, 100AE)
1 (RSCO-060AE, 100AE, RCO-060AE, 100AE)

1 (RSCO-060AE, 100AE, RCO-060AE, 100AE)

1/1 (RSCO-060AE, 100AE, RCO-060AE, 100AE)

RSCO-060AE, 100AE, 240AE, 400AE / RCO-060AE, 100AE, 240AE, 400AE

11. 3상 전원선 연결링 슬리브

도어가스켓
오븐의 문을 열면 조리실 입구에 둘러져 있는 고무패킹입니다.
교체시기
도어가스켓은 내열고무로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장시간(연속) 고온과 화학약품에 노출될 경우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되거나 물이 새어 나오는 경우 새것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도어가스켓은 소모품(유상)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 린나이부품몰(www.myrinnai.co.kr) 또는 고객센터
(1800-6677)로 연락하여 구입해야 합니다. 
교체 방법은 린나이부품몰(www.myrinnai.co.kr)에서 도어가스켓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제스프레이통도어가스켓

소모품 리스트



[24단 / 40단]

[6단 / 10단]

컨트롤러 노브는 RSCO-100AE, 060AE, RCO-100AE, 060AE
모델에는 없습니다.

된

된

음성안내가 나오지 않는다면 설명서의 “소리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37페이지 참조)



도움말(사용설명서)





컨벡션 요리중에는 가습과 배습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팀요리 중에서는 
가습 기능만 아용할 수 있습니다.











강세척
중세척
표준세척
약세척
세제없이 세척
린스세척

구     분 24단, 40단 6단, 10단
2시간 38분
2시간 9분
1시간 46분
1시간 8분
41분
31분

71분
60분
49분
38분
30분
19분

조리물로 인해 오염이 심한 경우
조리물로 인해 찌꺼기가 발생할 경우
조리물로 인해 더러워졌을 경우
오염이 약하고 청소가 필요한 경우
세제 없이 헹굴 경우
린스로 헹굴 경우

오븐 조리실이 고온일 경우 제품 보호를 위해 고온확인 알림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확인버튼을 누르고, 조리실 문을연 후 요리 모드의 냉각버튼을
눌러 조리실온도를 충분히(60℃) 냉각하신 후 청소를 진행해 주십시오.
자동 청소중 에러가 발생할 때 관로에 세제, 린스가 잔존할 수 있으므로
자동세척을 다시한번 실행시켜 주십시오.

청소시간은 참조시간이며 실제시간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기본설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예열 완료 상태에서도 온도 유지를 위하여 예열 동작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동 요리’, ‘수동 요리’, ‘나만의 요리’, ‘즐겨찾기’ 버튼을 
눌러 화면을 이동하거나 문을 열 경우 예열유지 동작을 즉시
종료합니다.















조리실이 고온일 경우 충분히 식힌 후 청소해 주십시오.
  고온의 조리실에 찬물을 뿌릴 경우 조리실, 부속품의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6단, 10단 제품의 경우 급수측에 연결된 스트레이너를 하루에 한번 청소해 주십시오.
  스트레이너 내부의 필터가 막혀 요리중 단수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전 반드시 급수 밸브를 잠궈 주십시오.

자동 청소중 에러가 발생할 때 관로에 세제, 린스가 잔존할 수 있으므로 자동세척을 다시한번
실행시켜 주십시오.
조리시 발생하는 조리물의 기름, 부산물(부스러기) 등으로 인해 조리실 표면에 놀러붙어 만족할
만한 자동세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작하기 전 하단부에 기름 받이용 팬을넣고
조리하십시오.

오븐 사용 후에는 충분히 식은 후 청소하십시오.
  사용 직후에는 오븐의 내측, 외측 유리가 매우 고온이므로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뜨거운 상태에서 차가운 물에
  닿으면 열충격에 의해서 유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15A

898 x 772 x 758
6 x 1/1(GN) 10 x 1/1(GN)

898 x 772 x 1,026

15.5kW10.2kW

110kg 142kg

15A



6단 오븐과 10단 오븐의 경우 3상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 제품의
부속품에 동봉되어 있는 3상 전원선 연결 링 슬리브(5개)를 
전원선과 압착기를 이용하여 압착한 후 제품 내부의 3상 단자대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6단 오븐과 10단 오븐의 경우 급수호스를 제품에 연결할 때
제품의 부속품에 동봉되어 있는 스트레이너를 직수 공급부에
반드시 연결하여 주십시오.

3상 단자대에 연결 후 당겨 빠짐이 없을 것.

3상 단자대(5P)

3상 전원선 
연결 링 슬리브
(부속품)

스트레이너(부속품)
스팀이 다량으로 나올수 있는 취반기 등의 제품과 거리를 두고 설치해 주십시오. 
수증기 및 결로 등으로 인해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배기 후드의 결로가 제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½″

6단, 10단의 제품은 부속품의 배관용 엘보우와 배관용 단니뿔을 사용해
제품의 하부로 배수가 잘 되도록 설치하십시오.(테프론 테이프를 감은 후
엘보우와 단니뿔을 체결할 것.)

(24단, 40단)

6단 오븐과 10단 오븐을 설치할 때에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거치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무게를 감안 
하여야 합니다.

※ 6단과 10단 오븐의 경우 다리 높이가 100mm이며 50m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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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O-060AE / RCO-060AE, RSCO-100AE / RCO-100AE

(    )치수는 RSCO-100AE / RCO-100 AE 치수임.

898 772

758(1026)
75

SG TANK내 과열 안전장치
작동(6단/10단 오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SG TANK내 온도센서 이상
(6단/10단 오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수위센서 논리 에러
(6단/10단 오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SG TANK 히터 이상
(6단/10단 오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SG TANK 히터 이상
(6단/10단 오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SG TANK 내 배수 안됨
(6단/10단 오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공급 수압 낮음
(24단/40단 오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물 공급 에러

단수이거나,오븐 이외의 물사용이 많은지 확인하시고,많다면  
잠시 물사용을 줄여 주십시오.급수부의 연결 스트레이너 내 
필터의 막힘이 없는지 확인한 후 필터를 청소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주변온도 하강에 따른 제품 
정지(6단/10단 오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오븐 과열 안전장치 작동

50



1800-6677

ver.180504

제품 구입 및 서비스 문의(국번없이)

450293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