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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위한주의사항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하세요. 

A 위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A 경고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주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강제지시 표시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항목을 강조해 나타냅니댜 

® 일반적인 금지 표시로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을 강조해 나타냅니댜 

O 감전예방을 위한접지표시를 나타냅니다 

@ 화기금지표시로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항목을 강조해 나타냅니다 

® 접촉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강조해 나타냅니다 

A\ 경고 :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 볼기 쉬운 믈건은 제플 가까이 놓지 마세요. 

· 제품 과열로 제품 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룰이 튈 수 있는 장소에서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전원부에 물이 들어가면 오작동 및 감전, 제품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당사 서비스 기사 이외에는 절대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세요. 
· 임의의 분해, 수리, 개조는 제품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제품 고장이라 생각될 때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거나 당사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세요. 

전원은 반드시 단독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연결해 주세요. 
· 대전류에 의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누전차단기(ELCB)의 용량을 확인하세요. 

三류|감도전류 

RDW-600E I 30A 

RDW-610E I 40A 
30mA 

지진, 화재 시 또는 사용 증 이상음, 이상한 냄새 릉을 감지 했을 때는 곧바로 사용을 멈추고 
전원을 차단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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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위한주의사항 

A\ 경고 :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증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oo 
사용하는 급수의 성분을 확인하세요. 

· 수질확인은 수질 경도계를 이용하세요. 지하수 등 석회성분이 포함된 경도 정격전류 감도전류 

경우 침전물에 의하여 세척기의 이상작동은 물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30~60ppm 7.5이상 30ppm 이하 
이러한 경우 연수기나 정수필터를 별도로 연결하세요. 

전원 케이블의 연결 및 접지가 확실하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 전원 연결시 젖은 손으로 만질 경우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손을 깨끗히 닦고 연결하세요.

A 주의 :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상부에 롤건을 을려 눌지 마세요. 

· 제품 상부는 사용 시 개폐하는 문으로, 물건이 떨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븐 재플의 부속품 이외의 별도의 보조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 시판되는 보조 용품은 형상과 기능이 본 제품과 맞지 않아 제품파손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린나이 부속폼을 사용하세요. 

제플 이등 시 다리틀 잡고 끌지 마세요. 
· 제품 무게로 인하여 다리가 파손되거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식기튜 세척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 화재 및 제품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 증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마세요.
· 특히 어린아이의 접근을 반드시 막아주세요. 호佐} 및 감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증에는 장시간 재품에서 떠나지 마세요.
· 제품과열 및 혹시 모를 오작동에 대 비하여 항상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쯤에 매달리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 제품이 넘어져 제품파손은 물론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식기를 확인하세요. 
· 뜨거운 물 및 세제류에 의해서 변형, 변색이 될 수 있는 식기는 세척하지 마세요. 

(내열 90
°

C 이하의 플라스틱 식기, 은제 식기, 양은 식기, 알루미늄 식기, 고급 식기류 등) 

온수공급장치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세요. 
· 타 제품과 온수공급장치를 공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온수공급이 원할하지 않아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원은 반드시 단독으로 연결하세요. 
· 다른 제품과 동시에 사용하면 이상발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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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기 사용이 완전히 끝나면 반드시 전원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세척기 전원을 끈 후 세척탱크 내
배수파이프를 빼서 세척수를 배수하여 주세요.

세척탱크 내 배수파이프를 빼낸 후 배수파이프는 세척기 외부에 놓아주세요.

배수가 완료되면 반드시 배수파이프로 세척탱크 내 배수구를 닫아주세요.



각부의명칭 

각버튼의기능 

二

@＠ 

®——_,; 

® 작동확인창 
@ 손잡이 
® 랙가이드 
@ 조작부 
® 수평조절다리 

세척시간 전원, 일시정지 , 

세척시간선택 
세재 린스량조절 

t::I人:c:
T..!,己

·사용설명서 ·간편사용설명서

·랙가이드 ·필터
(1개)

·배수호스
(1개,소모풍)

·배수파이포
(1개)

·필더세트
(2개)

별매품 

·전용세재린스 ·핀랙(식기바구니) · 평랙(식기HPL|）

· 人듐공설명서는 항상 찾기 쉬운 곳에 잘 보관하세요.

o
· 부속품의 수량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에 붙어있는 테이프, 스티로폼, 종이류 등은 모두 제거하세요.
· 별매품을 구입하시려면 가까운 린나이 대리점이나 구입처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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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바른사용방법 

세척방법 

D 온수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해주세요. 

· 온수기에 연결된 급수밸브 혹은 
가스밸브(가스식 온수기)을 열어 주세요. 

소형 순간식 온수기 사용 시 
· 온수온도를 중간으로 설정하세요. 
최대온도를 설정할 경우 헹굼수 물량이 
부족할수있습니다. 

,n 
,LJ 초 

맨]초 

〉

@
: 

O 전원버튼을 누르세요. 

· 전원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에 설정된 세척시간이 
점멸됩니댜 (준비동작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댜) 

· 행굼수가분사되어 서척수를공급합니다.（약4~덮호I) 
· 준비가 끝나면 신호음이 울리고 표시창에 설정된 
세척시간이 점등됩니다. 

· 준비동작중어는·문을닫아주서臼 .. 

O 세척시간 선택버튼을 눌러주세요. 

· 준비동작이 끝난 후 원하시는 세척시간 선택 
버튼을눌러주세요. 

· 초기설정된 세척시간은 70초입니댜 

세척시간설정 70초 90초 120초 사용자모드 

서1척Al간 43'초 65초 95초 0, 43, 65, 95초 중 선택 

정지시간 5초 5초 5초 5초 

헹굼시간 1쵸 12초 12초 12, 17, 2쵸중선택 

건조시간 10초 8초 8초 10초 

· 준비완료 후 세척 동작전 변경 가능합니댜 
· 세척완료 후 도어를 열고 변경 가능합니댜 
· 人極자 모드의 세척시간은 人용자가 설정한세척 
헹굼시간을 합산하여 설정되고 US,로 표시됩니다. 
예) 세척 43초 헹굼 17초 설정 시 75초 설정됩니다. 
(세척 43초, 정지 5초, 헹굼 17초, 건조 10초) 

· 사용자 모드 선택은 사용자모드 설정을 참조 
하세요(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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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바른사용방법 

세척방법 

깅초 @@ 

\초 

?@ 

O 문을 열고, 세척물을 넣어 주세요. 

· 준비 동작이 끝난 후 문을 열고 세척물이 담긴 
랙을 넣은 후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세척이 
진행됩니댜 

O 세척기틀 작동시키세요. 

· 문을 내리면 설정된 세척시간에 따라 순차적 
으로 세척, 헹굼, 건조가완료됩니다. 

· 표시창에 세척시간이 ‘0
’

으로 표시되고 신호 
음이 울리면 문을 열고 랙을 꺼냅니다. 

O 사용을 마친 후, 세척기를 끄세요. 

· 전원을 3초 0|상 눌러주세요. 
· 모든 램프가 꺼십니다. 

· 전원버튼을 짧게(3초미만) 누르면 세척기가 
일시정지하게 되므로 주의하세요. 

· 모든 조작버튼은 살짝만 눌러도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 손가락을 제외한 신체의 다른 부분 또는 도구를 이용하시면 제품의 고장 및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조작부가 파손되어 제품 내부로 물이 유입될 경우 제품 고장은 물론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준비 동작 중에는 세제 린스 공급장치가 시험작동하며 호스내에 공기가 있을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주의 있습니다 호스 내에 공기가 제거되고 세제와 린스가 채워지면 소음이 없어집니다. 

· 세척 시 발생하는 스팀에 의해 실내 습도가 증가하여 세척기 및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손잡이 모서리를 잡고, 열고 닫을 시 손이 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짧은 시간 내 연속으로 헹굼으로만 사용 시 헹궁수 보충을 위해 자동으로 준비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고장이 아니며 준비가 완료되면 남은 동작을 계속합니다 

일시정지 

PRU초 

三
· 전원버튼을 짧게(3초 미만) 누르면 세척기 작동이 

일시정지됩니다, 
· 전원 버튼을 짧게(3초 미만)다시 누르거나, 문을 

열었다가 닫아 주시면 일시정지 기능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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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바른사용방법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하루 중 장시간 서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전원을 끄지 마세요. 

· 전원이 켜져있어야만 세척수와 헹굼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항상 세척대기 상태가 가능합니다. 

식기의올바른배열방법 

· 접시 쟁반 등의 식기류는 세워서 배열하세요. 

· 접시 배열시 작은 것은 1::l沼t으로, 큰 것은 

가운데로 배열하면 세척 효과가 좋습니다. 

· 식기와 식기의 간격을 가능한 넓게 배열하세요. 

· 식기를 포개어 놓거나 바짝 붙여서 배열하면 

세척 효과가 떨어집니다. 

· 접시 및 그릇을 동시에 넣고 세척할 경우, 세척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가급적 한 종류의 식기를 세척하세요. 

· 작은 접시의 배열 수량은 14개, 큰 접시 배열의 

수량은7개입니다 

ggggg 
혼혼)혼혼) 
혼혼혼혼) 

찻잔 밥공기 등 깊이가 깊은 식기류는 엎어서 
배열하세요. 

· 랙의 빈틈 사이로 가늘거나 작은 물건(숫가락, 

젓가락)이 빠져 나오면 식기를 파손하거나 세척/ 

헹굼수 분사기의 회전을 방해하여 제품고장을 

일으키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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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바른사용방법 

식기를랙에 넣는방법 

세척시간 및 식기종류 선택방법 

식기에 음식물 오염이 적을 때 
간단한 헹굼 후 건조가 필요할 때 

식기종류 우유컵, 커피컵, 음료수 컵 

세척시간설정 70초 

서|척人|간 43초 

정X|시간 5초 

건조Al간 10초 

D 윗쪽으로 문을 열어 주세요. 

문을 열때는 순간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세요. 

· 강제적으로 무리한힘을 7園·경우 도어 스프링01 
파손될 수 있습니댜 

O 랙을 제품 안쪽으로 넣어 주세요. 

· 렉을서臣기 안의 랙가이드에 따라저居의중앙부에 
위치하도록 밀어 넣어 주세요. 
· 랙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문을 닫을 때 
식71에충격을7岳回식7層끄쑨시킬수있습니다. 

O 문을 닫아 주세요. 

· 문을 닫을 때는 랙과 부딪히는지 잘 살펴보 면서 
천천히 내려주세요. 

· 문을 닫을 때 손이 끼지않도록 주의하세요. 

식기에 음식물 오염이 보통일 때 
식기에 음식물 오염이 많을 때 
식사후많은시간이지났을때 

기름기가 묻은 그릇 및 접시류(중) 
음식찌꺼기 및 기름기가 많이 묻은 
그릇 스푼, 밥그릇 접시류(대) 

90초 120초 

65초 95초 

5초 5초 

12초 

8초 8초 

· 뜨거운 물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는 식기(변형온도 90
°

C 이하의 식기)를 세척하지 마세요. 
· 일정 시간 경과 후 다시 사용하실 경우는 전원을 끄지 마세요. 자동으로 세척준비 상태로 유지 됩니다. 

A 음식찌꺼기가 말라 붙었거나 많을 경우, 그리고 오랜시간 방치된 그릇은 반드시 애벌세척을 하거나 
주의 음식찌꺼기를 제거한 후 사용하세요.(음식물을 직접넣고 끓여 조리한 고릇, 찌개 등이 탄 냄비, 구이 

부침용 냄비 및 불판, 장시간 방치한 밥그릇) 
· 립스틱이 묻은 식기는 립스틱의 종류에 따라 세척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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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바른사용방법 

세제I 린스의확인 

· 세재 린스 필터세트가 전용 세제 린스통에 정확히 넣어져있는지 확인하세요. 
· 세제와 린스를 바꿔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세재 린스를 교체할 시 세재린스 통의 뚜껑을 돌려 열어 주세요. 
· 교체 후 세재 린스통 내부에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둘려 막아주세요. 
· 세재 린스의 공급이 원할하지 않을 시 뚜껑을 열어 끝단의 필터부를 깨끗한 물에 씻어내거나 

부드러운 솔로 이물질 을  닦아내세요. 
· 세재 린스 호스 분해 및 필터 청소 시, 세제 혹은 

린스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 세제, 린스호스 연결부 오조립시, 세제, 린스호스에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스를 분해 후 재조립 시에는 반드시 작동상태를 
확인하세요 기포 발생 시 세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세제와 린스는 린나이 대 리점 또는 구입처에 문의 
하여 구입하세요. 

세제 I 린스가속공급 

초
 

,
0
 

r
 

초
 

,
0
 

r
 

@
＼ 

:
@ 

O 선택 버튼을 3초 이상 누르세요. 

· rd 표시가 나타납니다 

O 전원 버튼을누르면세제/린스가60초 

동안가속공급됩니다. 

· 전원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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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바른사용방법 

린스투입랑조절 

, ＼ 

L 초 

\ / @
�\ 

:초 @
�\ 

O 선택 버튼을3초이상눌러, rd 표시가 
나타난 상태에서, 선택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3초 미만) 린스조절 r 표시가 
설정됩니다. 

O 전원 버튼을 눌러(없료 미만) 린스 투입량 조절 
모드로들어갑니다. 

O 선택 버튼을 눌러 린스 투입량을 0"-20 단계 
까지조절가능합니다. 
·r ID 단계 : 린스투입시간 10초 
.r20 단계 : 린스투입시간20초 
· 선택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빠르게 변경됩니다. 
· 원하는 린스 투입량을 조절합니다. 
· 단계조절은 짝수단계로만 표시 및 변경됩니다. 

O 전원 버튼을 눌러 투입량을 확정합니다. 

세제투입량조절 

초
 

,
0
 

’ ” 
O IO 초 

@
＼ 

@
： 

D 선택 버튼을3초이상눌러 rd 표시가 
나타난 상태에서, 선택 버튼을 두번 더 
누르면(3초 미만) 세제조절 d 표시가 
설정됩니다. 

O 전원 버튼을 눌러(3초 미만) 세제 투입량 조절 
모드로들어갑니다. 

O 선택 버튼을 눌러 세제 투입랑을 °"'30 단계 
까지조절가능합니다. 
· r lb 단계 : 세제 투입시간 16초 
.r30단계 : 세제투입시간30초 
· 선택 버튼을3초 이상누르면 빠르게 변경됩니다. 
· 원하는 세제 투입량을 조절합니다. 
· 단계조절은 짝수단계로만 표시 및 변경됩니다. 

O 전원 버튼을 눌러 투입량을 확정합니다. 

& 제輯 설치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 세제 린스통을 새것으로 교체 했을 경우 제품 사용 중 세제나 린소 
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제/린스 가속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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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바른사용방법 

행굼탱크 배수 방법 

p 초 @ : 
D 선택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r d  표시가 

나타난 상태에서 , 선 택  버 튼을 세 번  더 
누르면(3초 미만) 행굼펌프 작동 P 표시가 
설정됩니다. 

O 전원 버튼을 누르면 행굼펌프가 작동하여 
자동배수됩니다. 

O x悟 배수가 끝나면 제품 우측 하단의 배수 
밸브를 돌려 남은 헹굼수를 제거해 주세요. 

O 헹굼수 배수가 완료되면 반드시 배수밸브를 
다시 잠궈주세요. 

· 배수밸브를 둘려 남은 헹굼수를 제거할땐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세요. 
· 人梧공직후 헹굼수는 고온이므로 화상에 주의하세요. 

사용자 모드 설정 

us,
－ 초 률 

虛 @ :
硏 초 @ ( 선 

O 선택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rd 표시가 
나타난 상태에서 , 선 택  버 튼을 네 번  더 
누르 면 ( 3초 미 만) 사용자 모드 US, 
표시 가 설 정 됩 니 다 . 

O 전원 버튼을 눌러(3초 미만) 사용자 모드로 
들어갑니 다. 

O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세척시간을 선택 후 
전원 버튼을 눌러 세척시간을 확정합니다. 

f00:0초, L「 나3 :43초 L「55 :65초 [95 : 95초 

O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 행굼시간을 선택 후 
전원 버튼을 눌러 행굼시간을 확정합니다 . 
. H l2:12초, H l 1:17초, H22:22초 

· 초기 설정된 사용자 모드 설정시간은 22초 입 니 다. （세척 0초, 헹굼 1 2초, 건조 10초) 
· 세척준비 , 준비완료 시 U5r 표시 상태에서 전원 버튼과 선택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누르면 설정한 
전체시간을 5초간 표시합니다. 

· 초음파 세척기 애벌세척 또는 별도의 세척과정 이후 헹굼, 건조만을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서용가능합니다. 
· 사용 환경이나 식기 오염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세척, 헹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설정모드는 세척시간, 헹굼시간을 순차적으로 설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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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손질방법 

八경고 :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청스틀 위해 절대로 신나, 벤젠 등 인호ki 믈질을 사용하지 마세요. 

· 작동 시 가연성 물질 이 발화되어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기구 조작 시 손을 재외한 어떠한 도구 및 신체부위를 사용하지 마세요. 
· 조작부의 경우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조작부 파손이 발생하며, 배수 손잡이의 경우는 연결되어 있는 

밸브에 충격이 가해져 누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플내부틀 청소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여 주세요. 

· 날카로운 부분에 찰과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쇼 주의 :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척기 사용이 끝난 후, 세척탱크 내 부와 필 터  및 전 용  랙을 깨끗이 청소하세요. 
· 세척탱크 내부는 주 1 회 이상 청소하세요. 
· 수위검지부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세요. 
· 필터가 막힐 경우 세척율이 떨어지거나 세척수가 넘칠 수 있습니다. 
· 세척탱크 내부 수위검지부가 오염되면 제품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아물질이묻어 있는 경우저居·오직동및저居·과열로화재의 원인이됩니다. 

재품을 반복하여 사용하다보면 배관내에 이물질이 쌓여 , 재풀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 반드시 일주일 이상 청소방법 에 따라 이물질 을  제거하세요. 

제플청소 시에는 부드러운 천으르 X序; 닦아 주세요. 
· 금속 및 Lto l� 수 세미로 닦을 경우 제품 표면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청소 및 손질 시 반드시 빼전반에 설치된 누전차단기틀 끄세요. 

제품에 롤을 뿌리지 마세요. 
· 제품내부의 주요 전자부품 등에 물01 침투할 경우, 제품 고장은 물론 
화재 및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댜 절대로 물을 뿌리지 마세요. 

� 1 0 @ 능 부드 려운 천 소폰지 수세미 

청소 시 내 부에 룰이 틀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특히 조작부 및 전원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세척을 마친 후에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세요 젖은 채로 장시간 방치하면 녹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二

三〔潤

틀

鬪

 

雙
홀
 

사
용
불
가
 

청소 및 손질 후에는 사용하였던 도구가 내 부에 틀어있지 않은지 또는 가연성 롤체가 주변에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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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손질방법 

필 터  청소 방법 

배수 파이프 
펌프필터 

D 급수 밸브를 잠그고 제 품  전원을 끄세요. 

· 제품을 끌 때는 전원을 3초 이상 눌러주세요. 

O 식 기세척기의 문을 열고 필 터(거름망)를 
분리 후, 배수 파이프를 빼 내 어  세척수를 
배수시? |세요. 

빼수 파이프는 돌리면서 당겨 빼주세요. 

O 필터(거름망)를 깨끗이 손질하세요 

· 필터를 꺼내 안에 고인 음식찌꺼기를 제거하세요. 
필터를 수돗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필터는 1 일 1 회 이상 청소하서IR. 
필터를 떡꽉찬 물체에 두드려 털지 마세요 필터가 
찌그러지고, 두드리는 고屋에서 탱크 안으로 이물 
질이 들어가면 저居·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O 세척탱크 내부 펌프필 터가 오염되 어 있을 
경우 펌프필 터를 분리하세요. 
· 펌프필 터는 둘려 당기면서 빼주세요. 

O 펌프필터의 이물질을 제 거한후 재조립하세요. 

O 청소가 끝났으면 배수파이프를 정위치 시키고 
모든 부품이 정확히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O 급수밸브를 열고 전원을 켜세요.（재사용시) 

솔 · 부품이 한개라도 잘못 조립될 경우, 제품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이 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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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신고 전 확인사항 

서비스를 의뢰하시기 전에 E梧t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이상이 있을 시에는 구입한 대리점이나 당사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O |상내용 확인Af항 

전원이 들어오지 1 패전 함의 전 원차단기가 있지 않나요? 
않을 경우 2 전 원버튼은 눌렀나요? 

급수7f 1. 급수밸브가 열려 있나요? 
되지 않을 경우 2 은수꿍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나요? 

세척, 행금 시 1. 제품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소음이 심할 경우 2 식기를 노즐에 부딪히게 넣지 않았나요? 

배수7f 1 배수호스가 꺾여 있지 않나요? 
되지 않을 경우 2 배수호스 끝을 너무 높게 (80mm이상) 설치하지 않았나요? 

1 세척노즐에 이물질이 끼어 있지는 않나요? 
2 세척노즐이 그릇에 부딪히거나, 회전 이 되지 않나요? 

세척상태7f 3.  랙에 꽂혀있는 식기가 서로 겹쳐있지 않나요? 

L壇· 경우 4 세 제는 있는지 확인했나요? 
5 식기에 마른 찌꺼기가 붙어있나요? 
6. 세척수를 장시간 반복 사용하여 오염이 심하지는 않나요? 
7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아 세척수의 온도가 너무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1 헹금노쥴에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나요? 
헹굼상태7 f  2 헹굼노즐이 그릇에 부딪히거나, 회전 이 되 지  않나요? 
L潭 경우 3. 린스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4 랙에 꽂혀있는 식기가 서로 겹쳐 있지 않나요? 

거품이 날 경우 
1 전 용세 제률 사용하시 고 계시 나요? 
2 일반세제가 묻은 그릇을 넣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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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조치 

문제가 해결된 후 전원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전원을 다시 공급하면 정상작동 상태로 들아갑니다. 

자7�단표시 내용 조�I방법 

E89 세척수/헹굼수 곁빙 
1 주위온 도가 O,C이하가 되어 세척수나 헹굼수가 얼어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사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세요 

E 1 5-1  헹굼수 과열 

E1 5-2 세척수 과열 

E31 
헹금수 써미스터 

단선 및 단락 
1 당사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세요 

E32 
세척수 M1미스터 

단선 및 단락 

E44 헹굼수 수위검지 논리 이상 

E51 전 원스위치 불랑 

E26 세척수 만수위 에러 

1 세척탱크에 있는 배수파이프가 정위치에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세척탱크 수위검지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또는 막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E42 헹금수 만수위 에러 3 금수 밸브가 닫혀있는지 확인한 후 밸브를 열고 전 원버튼을 눌러주세요 
4 물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세요 
5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당사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세요 

E43 헹굼수 저수위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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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 주의사항 

설치자 확인사항 

· 설치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린나이코리아가 지정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통하여 설치하세요. 
· 이 제품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설명서를 잘 읽고 지정된 공사를 하세요. 
· 미 자격자에 의한 시공은제품고쑨은 물론 누 설 , 누전에 의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전기배선 공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치전 확인사항 

전원 연결 시 전원케이블은 60245 IEC 57번(4SQ) 이상을 사용하세요. 

븐 제품에 공급되는 롤은 반드시 수돗룰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경도 30~60ppm)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케일 필터를 반드시 설치해 주세요. 스케일( 석회 ) 생성으로 
제품내부 물탱크의 히터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며,  제품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픔을 설치하고 연결하기 전에 설치장소의 설비(정격전압)가 명판에 표시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명판은제품의 오른쪽 하단면에 붙어 있습니다. 
· 전원차단스위치와 물잠금 밸브는 반드시 제품의 근처에 설치되어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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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 주의사항 

설치장소 선택 

환기와 빼기가 잘되는 곳과 습기가 적 은  곳에 설치하세요. 

제쯤 주변에 가연성 있는 룰건을 가까이 눌지 마세요. 
·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설치장소는 반드시 바닥이 수평하고 고정이 강력한 곳에 설치하세요. 
· 이동하는 차랑 및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우 화재나 호裕臣의 원인이 됩니다. 
· 바닥이 수평이 아닐경우, 제품내부 회전체에 의한 진동으로 제품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이등하는 통로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을 끌어서 이동할 경우, 제품 하중으로 인해 다리가 파손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이동한 후에는 세척기 내,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보 호필 름이나 

포장지를 제거하세요. 특히 세척기 내부에 있는 부속 부품을 모두 꺼내세요. 

제풀과 벽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넓혀주세요. 
· 방열판을 설치할 경우는 아래 고림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세요. 
· 가연성 벽에 스테인리스 판 등을 직접 부착하여 장시간 사용할 경우 열전달로 인하여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방열판의 설치는 사용자의 주방구조에 따라 일맞게 제작, 설치해야 하며, 사용자가 구 입해야합니다. 
· 제품 주변에 다른 열기구를 사용할 경우 간접열로 인해 오작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열기구와 
동시 사용을 피해 주세요. 

제품을 설치할 때 가연물과 확실하게 
이격거리틀 확보하세요. 

· 천장,선반등의 가연물과저뭄· 배기구 
사이에는 100cm 이상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댜 

· 측 후면 벽은 목재 등과 같은 7f연성 
벽 사이와 0나5cm 이상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댜 

서비스 발생 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세요. 

· 제품 전면에서 60cm 이상의 공간 
확보 가 필요합니다. 

방열판 

0~5cm 
O |상 

17 f연성벽 
1 1  

等―O
E3l

 

뽀0
 

E::i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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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도 

(단위 : mm) 

C\ 
二

650 

(
S
9
9
f)
O
l7
0
 

543 

693 

7＿
 

저|픔규격 
품명 린나이 상업용 전기 식기세척기 

형식명 RDW-600E | RDW-61 0E 

문 닫았을 때 650mm(W ) X 650mm(D ) X 1 ,340mm(H) 
크7 1  

문 열었을 때 650mm(W ) X 650mm(D ) X 1 , 665mm(H) 

근
=

52.0t 68kg | 68 5kg 

급수 주름관 파이프 1 /2" ( 1 5A) 
접속 

배수 세척수 배수 . 039mm 자바라 호스 
U。卜A_l 상,하 회전식 스프레이 노즐 

세척 유랑 500Q I 분 土 1 0%

세척수 온도 60
°

C 士10%
U0卜A기l 상,하 회전식 스프레이 노즐 

헹굼 유량 3 .4Q I 土 1 0%

헹굼수 온도 85
°

C 土 1 0%

전기 최대소H|전력 41kW | 62kW 

사용전원 AC 220V 단상 60Hz 
온수기 설치 시 | 중앙온수 공급 시 

요구온수 공급온수 온도 40.C ~ 70.C 
공급능력 공급온수량 4 ~ 6Q / 분당 

급수위大| 전면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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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배선 공사 

전기배선 공사 

。

븐 저固은 AC 220V 전원이 필요합니다. 

단, 1 1 0V 지역인 경우는 정격용량 8.0kVA 이상의 승압트랜스률 사용해주세요. 
전기배선에 대해서는 전문 전기 설비업체에 문의하세요. 

접XI공Af 

· AC 220V 지역에서도 전원콘센트 측면접지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반드시 해주세요. 

· AC 1 1 0V 지역에서도 개별 승압하여 AC 220V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접지공사를 해주세요 
· 접지용 배선은 공칭단면적 1 .5mrn' 이상의 것을 사용해 주세요. 
· 배전반은 세척 시 발생할 수 있는 낙수와 증기로 부터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해주세요. 
· 안전한 제품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배전단에 단독으로 누전차단기를 설치 해주세요. 
· 감전 예 방을 위해 반드시 접지공사를 해주세요. 
· 전기배선 공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장이 나 누전의 경우 감전될 수 있습니 다 .  
접 지 가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설 비점에 상담하고 설치하세요. 

배관연결 

빼수 연결 
· 식기세척기 바닥면에 있는 세척수 배수구에 배수호스(자바라 호스)를 연결한 후 주방내 하수구에 

연결해 주세요. 
· 배수호스를 지 면에서 80mm이하 높이에 설치해 주세요.  80mm이상일 경우 배수가 역류되어 
세척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배수호스로 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화상에 특히 주의하세요. 
· 배수가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배수관이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다른 용도로 배수호스를 잡고 혼들어 사용하지 마세요. 
· 세척수 배수호스 끝단에 거름망을 달아 놓지 마세요. 막히는 원인이 됩 니 다. 

급수 연결 
· 온수기가 전용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각 접속부는 분리 가능한 유니온이 나 너트조임 접속으로 해주세요. 

· 배관재료는 반드시 KS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주세요. 
· 급수배관을 세척기의 접속구에 연결하기전에는 반드시 배관 내의 이물질이나 배관 공사시 생긴 
첫가루를 제거해 주세요. 

· 지하수를 급수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스케일 필 터 를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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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배선 공사 

배관연결 

전용 온수기 설치시 

소형 중형 대형 
온도설정 

RW-OSSE/SF, 동급제품 RW-14BE/BF. 동급제품 RW-1 8BE/BF. 동급제품 

온도설정 :’출 c_7》
중간 55C ~ 60

°

C 

요구 온수공급랑 4Q/m1n ~ 6Q/m1n 

온수량 조절용 중간밸브 필요 없음 필요함 

· 소화안전 타이 머 기능이 부착된 소형 온수기 사용시 , 수압이 
낮은 경우에는 온도 설정을 중간 정도에 맞춰 사용하세요. 

· 중/대형 온수기의 경우 식기세척기 급수부에 중간밸브를 필히 
부착하여 공급되는 온수량을 4Q/분 ~ 6Q/분에 맞춰 주세요. 

· 온수기는 식기세척기 전용으로 설치하세요. 

· 온수기와 식기세척기를 연결하는 배관이 실외로 노출될 경우에는 
반드시 보온저匠. 시공하여 주시고, 배관 길아는 최대한짧게해 주세요 

· 배관 길이가 길 경우 온수온도가 낮아져 저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수기의 설치 높이는 식기세척기 보다 높게 설치하세요. 
바닥에서 최소 1 m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세요. 

기존 사용 은수공급장치 연결 시 
· 공급되는 온수의 온도는 40

°

C이상 ~ 70
°

C이하 이어야 합니 다. 

: 
55

°

C ~ 60
°

C 

필요함 

E— 중간밸브 
(필요시) 

급수접속구( 1 5A) 금수배관 
주름관 파이프1 /2" ( 1 5A) 

· 공급되는 온수온도가 낮을수록 준비시간이 길어지며 연속세척등의 정상적인 작동이 안될 수 있습니 다. 
· 고온의 온수(80'C)가 공급될 경우에는 제품 안전상 과열방지 장치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 타제품에 온수가 동시에 공급되는 경우, 수온변동 및 온수량 부족으로 정상적인 작동이 안될 수 있습니다. 

배관공사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A주의 

· 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49kPa(0.5kg/an')~297kPa(3kg/cm')미만의 급수압력 또는 최소(4Q/분)의 
수량을 확보해야합니다. 단, 급수압력이 294kPa(3kg/cm')이상 시 저몸과 배관사이에 반드시 감압밸브를 
설치해 주세요. 
※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설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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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점검 및 시운전 

제품내부에 인호園 물질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랙가이드를 삽입하고, 파워코드를 언결하여 주세요. 
人梧중설명서에 준하여 시운전을 실시한 후, 아래의 체크리스트 항목대로 체크하여 주세요. 

점검내용 확인 H|고 

설치장소 바닥이 수평인지 확인하세요. 

전기배선 공사 및 배관이 잘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차단기 용량 확인 (30mA) 

급수배관 수입 (중간밸브 연결) 및 수질 (경도)을 확인하서요. 
경도 3(}-vf,Oppm 

(※ 수압높은 지역 : 감압변 설치) 

배수호수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하세요. 

세제, 린스호스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시 운전 가동 및 제품 이상 유, 무 

H | 고  

점검내용 확인 H|고 

제품의 외관 손상 및 설치 상태 이상 유, 무를 확인하세요 

제품이 원하시는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전기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 안에 있는 부속픕들을 확인하세요 

제품 작동상태는 이상없는지 확인하세요. 

제품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H | 고  

상업용 전 기  식기세척기 및 시 운전 확인서 설치일자 설치자확인 고객확인 

모델명 설치장소 

설X|Xf명 설치점멍 

전 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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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보증서 | 
서비스에 대하여 

저희 린나이코리아(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서비스 요청 시 당사 또는 지정된 협 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 I 
상

:
용 전기 식:1척

\ | 鬪뀝::g ; ；: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한 날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상서 U | 스  

분쟁유형 
해결기준 

보증7깐 01내 보증7깐 경과 후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수리를 요할시 저뭄교환또는구입가환급 해당없음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수리를 요할시 저뭄교환또는 무상수리 해당없음 

사공상의 5fAf 가 있을시 무상수리 또는 배상 해당없음 
(사공업자책임) 

정상적인 사용상대에서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유상수己| 
발생한성능, 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교환불가능시 구입7f 환급 해당없음 

(품질보증7 |간 0 |내) 동일 하쟈로321째 고장 발생 시 저몹교환또는구입7卜 환급 유상수근| 

서로 [_른 5fA匡 5회째 고장 발생  시 저뭄교환또는구입7 f 환급 유상수己| 

수리 불가능시 저듬·교환또는구입7 卜환급 유상수리 금액 짚수 후 
감가상각금액으로환급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수리가불가능할 경우 저뭄교환또는구입가환급 또는 저居으로 교환 

유상서 H | 스  

분쟁유형 
해결기준 

보증7|간 0 1 내  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소비자 고의, 과실로 금액 짊뚜 후 제품교환 
인한 고장의 경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 人돋쩔명 및 분해하지 않고 간단한 조정 시 
• 인터넷, 안테나, 유선신호 등 외부환경 문제 시 
• 저悟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한 설치 변경에 의한 문제 시 
• 저悟· 내부의 먼지, 헤드 등의 세척 및 이물질 제거 시 
• 타사제쯤(소프트웨어 포함)으로 인한 고장 설명 시 
• 초기 설치 시 부실하게 설치되어 재설치 시 유상수리 유상수리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수리로 고장 발생 시 
• 가스종류, 가스입,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 시 
• 설치 및 사용중의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저居 파손 및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 시 
• 당사에서 미지정한 소모품 사용으로 고장 발생 시 
· 사용설명서 내에 ‘‘주으囚행을 지키지 않아고장 발생 시 
• 천재지변(낙뢰, 화재, 풍수해, 가스, 염해, 지진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 시 
•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할 시 

* 제쯤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요청 전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 
* 본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 며 ,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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