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문의 : LG전자 키친패키지 마케팅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번지 서울스퀘어
http://diosbuiltin.lge.co.kr / TEL : 02-6456-4257

▶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외관 / 제품성능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제품의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판넬부착형 제품은 고객께서 판넬 별도로 구매 및 설치하셔야 합니다.
▶ 본 카탈로그는 2015년 9월 기준입니다.

네이버에 디오스 빌트인을 쳐보세요.



A unique space of living only for you... 
LG DIOS Built-In

06 _ 양문형 냉장고(BIS)

10 _ 세미 빌트인 냉장고/김치냉장고

14 _ 제품별 특장점

16 _ 콤비냉장고(냉장+냉동형)

17 _ 냉동전용고/냉장전용고

18 _ 스탠드 김치냉장고

19 _ 와인셀러

REFRIGERATORC o n t e n t s
20 _ 제품별 특장점

22 _ 스테인리스 가스레인지

23 _ 미러블랙 가스레인지

24 _ 전기레인지

24 _ 전자레인지

25 _ 광파오븐

COOKING
26 _ 제품별 특장점

28 _ 드럼세탁기

29 _ 의류건조기

30 _ 스타일러

31 _ 식기세척기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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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기능만 현명하게!
식품 종류에 따라 전문적으로 보관하면서 공간 효율성까지 생각하는 똑똑한 주부님께
양문형 냉장고 + 김치냉장고를 추천합니다.

 용량 걱정없이 넉넉하게!
냉장고 하나로 부족한 대가족이라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대용량 보관이 가능한 
양문형 냉장고 + 냉동 / 냉장고를 추천합니다.

 스타일리시한 주방 연출!
주방 가구와 맞춤형으로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유럽형 빌트인 스타일을 원한다면
냉동 / 냉장고 + 김치냉장고를 추천합니다.

 프리미엄급 주방의 완성!
스마트한 식품 보관은 물론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까지, 완벽한 주방을 꿈꾼다면
풀라인업 패키지를 추천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춘 기능과 주방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나만의 주방을 완성하세요

냉장고 패키지 베스트 초이스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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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 최대용량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LG 디오스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는 최고급 진공 단열재(VIP, Vacumn 

Insulation Plate)가 적용되어 동급 최대용량을 실현시킴으로써 보다 

여유롭게 주방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까지 고려하여 10년 무상보증의 4세대 리니어 컴프레서를 

적용함으로써 1리터당 최저 소비전력량을 실현시켰습니다. 

※ 너비 42인치형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기준

R-L692JYS

제빙기가 도어에 있어 내부 선반
공간 활용도 더~ 여유롭게

인도어 아이스메이커

※ 타사 : 냉동실 선반에 제빙기가 위치하여
 선반공간 약 2칸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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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무상 보증의

4세대 리니어 컴프레서

05

시원한 냉장고 안에 있어
더욱 깨끗하고, NSF인증으로
더욱 믿을 수 있는

컴팩트 정수필터

※ 타사 정수필터 : 열이 발생하는 기계실
 내부에 위치

06

전화로 냉장고 이상유무를 먼저
진단하고 빠르게 A/S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진단

07

세계적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 제품
외부 및 고내 이음새를 최소화함으로써
매끈한 마무리가 돋보입니다.

이음새를 최소화한 디자인

08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OK!
청소도 바로 바로!

Free 탈착 서랍

09

3단 온도 제어로 육류, 생선, 야채까지
보관이 가능한 다재다능

수분 맞춤 신선실

10

내부를 더욱 밝게~
눈의 피로감은 줄이는

전면 입체 화이트 LED

02

온도 유지에 탁월하며,
강도 및 냉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내부 소재 

※ 옆면/뒷면소재
 •자사 : 냉전도율이 높은 고가의 알루미늄
 •타사 : 플라스틱

03

제품의 옆면을 벽에 가까이 설치할 경우,
도어가 반정도만 열려도 도어에 걸림 없이
서랍을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어 더욱 
사용이 편리합니다.

서랍과의 간섭없는 도어
※ 타사 : 도어가 반정도 열릴 경우 서랍이
도어에 부딪혀 완전히 열리지 못함

04

타사

REFRIGERATOR

01



모델명 R-L692JYS R-L712JCS

규격
제품크기 (W×H×D) 1067 × 2121 × 645 mm 1067 × 2121 × 645 mm

설치공간 (W×H×D) 1070 × 2130 × 700 mm (최소 660 mm) 1070 × 2130 × 700 mm (최소 660 mm)

용량 총용량(냉동/냉장) 686 L (냉동 254 / 냉장 432) 706 L (냉동 274 / 냉장 432)

에너지
정격전압 AC 220 V / 60 Hz AC 220 V / 60 Hz

월 소비 전력량 39.8 kWh / 월 39.3 kWh / 월

디자인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 지문방지 코팅 스테인리스 스틸 & 지문방지 코팅

디스플레이 화이트 LED 화이트 LED

디스펜서 키높이 디스펜서 (냉수, 각얼음, 분쇄얼음) X

홈바 와이드 소프트 홈바 와이드 소프트 홈바

도어
가구형 판넬교체가능 가구형 판넬교체가능

적은 힘으로 부드럽게 조용하게 닫히는 도어 적은 힘으로 부드럽게 조용하게 닫히는 도어

감성설계 초슬림 테두리, 돌출없는 도어열림 감지센서 초슬림 테두리, 돌출없는 도어열림 감지센서

주요기능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 4세대 리니어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 4세대 리니어 컴프레서

아이스 메이커 냉동실 공간을 더 넓게 활용토록 도어부에 위치함 냉동실 공간을 더 넓게 활용토록 도어부에 위치함

제빙기 물을 따로 넣을 필요없는 자동제빙 물을 따로 넣을 필요없는 자동제빙

스마트기능 스마트 진단 (전화로 이상유무 진단가능) 스마트 진단 (전화로 이상유무 진단가능)

맞춤 신선실 3 + 1 (야채 / 생선 / 육류 + 쾌속냉각) + 수분유지 3 + 1 (야채 / 생선 / 육류 + 쾌속냉각) + 수분유지

편의기능

선반 높낮이 조절식 강화유리 + 알루미늄 선반 높낮이 조절식 강화유리 + 알루미늄 선반

서랍 소프트 클로징 프리탈착 서랍 소프트 클로징 프리탈착 서랍

정수필터 냉장고 내부에 위치 냉장고 내부에 위치

고내등 전면 입체 화이트 LED (천장 & 측면) 전면 입체 화이트 LED (천장 & 측면)

소음 PWL 40 dB PWL 40 dB

REFRIGERATOR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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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692JYS/R-L712JCS 설치 가이드 (제품 설치시 활용하세요)

제품 설치용 가구장 사이즈

제품 사이즈

판넬 사이즈

※ 가구장 및 전면 도어판넬은 고객 별도 구매

R-L692JYS R-L712JCS

설치 시 주의사항

1. 설치공간 및 제품 이동경로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2. 아이스메이커 작동을 위한 급수연결 확인 필요. (바닥급수관 매립 등 설치환경 확인 必)
3. 전면 판넬교체 時 각종 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4. 제품 이전 설치 時 각종 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 전기배선 및 물공급 관련 가이드 ]

AC 220 V / 60 Hz 전원의 위치는 그림과 같이 제품의 뒷벽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표기부와 같이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리지만, 충분한 전원코드의 길이로 인하여

뒷벽의 어느 곳에 위치해도 설치에 문제는 없습니다. (W 152 × H 220)

제빙기 & 급수용 물 호스의 위치는 그림의 표시부에 위치하며 반드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호스 직경 8 mm, 구리관을 추천드립니다.)

수도관 및 물 공급선의 위치가 제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바닥면 시공전

물 호스 매립 후 마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mm)

원목판넬두께

❶ 스텐인리스 판넬 위에

 가구판넬 부착시 원목두께 : 5 mm

❷ 스테인리스 판넬 제거후

 가구판넬 부착시 원목두께 : 6 mm
 (❷의 경우 들뜸 발생시 0.5 mm sheet 부착)

원목판넬두께

❶ 스텐인리스 판넬 위에

 가구판넬 부착시 원목두께 : 5 mm

❷ 스테인리스 판넬 제거후

 가구판넬 부착시 원목두께 : 6 mm
 (❷의 경우 들뜸 발생시 0.5 mm sheet 부착)

판넬 : W×H×D (mm)

1. 424×587×5 또는 6 (원목판넬 두께 내용참조)

2. 424×785×5 또는 6 (원목판넬 두께 내용참조)

3. 596×785×5 또는 6 (원목판넬 두께 내용참조)

4. 596×587×5 또는 6 (원목판넬 두께 내용참조)

5. 1034×189×5 또는 6 (원목판넬 두께 내용참조)

판넬 : W×H×D (mm)

1. 424×1800×5 또는 6 (원목판넬 두께 내용참조)

2. 596×785×5 또는 6 (원목판넬 두께 내용참조)

3. 596×537×5 또는 6 (원목판넬 두께 내용참조)

4. 1034×189×5 또는 6 (원목판넬 두께 내용참조)



-16.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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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한 듯 깔끔한 디자인의

세미 빌트인 냉장고

상냉장, 하냉동 신개념 수납공간 Lady First System!
LG DIOS의  프리미엄 수납기능들이 그대로… 공간은 더 넉넉하고 사용은 더 편리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은 위로 올려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야채실이 위에 있어 허리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 깊이와 동일한 세미 빌트인 냉장고로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주방가구와 하나되는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REFRIGERATOR

빌트인 한 듯 쏙 들어가는

깊이가 다른 세미 빌트인!

자사 일반냉장고 대비 16.5 cm가 더 확보되어 주방공간에 맞게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냉장고 세균, 냄새고민 끝 

UV안심제균⁺

자주 사용하는 양념통을 한 번에 보관

양념통 이동박스

요리하고 난 후 남은 재료보관

알뜰 야채실

쉽고 편리하게 물건을 깨낼 수 있는

슬라이딩 선반

남은 공간 구석구석 알뜰하게 수납

멀티수납코너

큰 식품도 넉넉하게

접이식 선반

자동수분지킴이로 수분을 지키는

신선야채실

반찬, 음료수, 간식까지 편리하게 보관

매직스페이스 디자인

01

05

02

06

03

07

04

04



모델명 R-F675VBSI

용량 총용량(냉동/냉장) 671 L (냉동 265 / 냉장 406)

규격 제품크기 (W×H×D) 912 X 1797 X 755 mm

에너지 소비전력 39.8 kWh / 월

디자인

도어스타일/재질 스테인리스

디스플레이 Big 매직 디스플레이

형태 매직 스페이스

핸들 Pocket 핸들 

패턴 샤이니 클래식

주요기능

컴프레서 리니어 컴프레서

무빙 바스켓 ○

아이스 메이커 ○

야채실 신선야채실 / 알뜰야채실 

UV안심제균⁺ ○

양념이동 박스 ○

멀티수납코너 ○

고내등 Triple LED

스마트 디바이더 ○

스마트 진단 ○

편의기능 선반 접이식 선반 (1EA) / 고정선반 (3EA)

모델명 R-D415PFSI

용량 405 L

규격 제품크기 (W×H×D) 750 × 1,784 × 801 ㎜ 

에너지 소비전력 18.4 kWh / 월

디자인

도어 재질 스테인리스

디스플레이 터치 디스플레이

색상 샤이니 클래식 

주요기능

쿨링케어 ○

쿨링센서 ○

김치 상칸

냉장 상칸

냉동 상칸

과일 / 야채 중 / 하칸

육류 / 생선 중칸

쌀 / 잡곡 하칸

맛지킴 스페셜 유산균김치 / 오래보관 / 빠른익힘

밀폐 시스템
상칸 냉기 단속 / 밀폐 야채실 / 신선밀폐락 / 
냉기지킴가드

탈취 시스템 칸칸 탈취 / 원터치 탈취 

스마트 진단 ○

REFRIGERATOR (세미빌트인 냉장고 / 김치냉장고)

12  l  LG DIOS Bui l t - in 13

REFRIGERATOR

R-D415PFSI 설치 예시 (주방가구 냉장고장 기준)R-F675VBSI 설치 예시 (주방가구 냉장고장 기준)

9배 더 많아 맛있는 

유산균 김치

맛있는 온도를 지켜주는 

쿨링케어

오래오래 톡톡! 

210일 오래보관

[김치 유산균 수 비교]

8 000 000

약 9배
820 000 520 000

C사

(CFU/ml)

B사LG

세미 빌트인 냉장고와 세트로 배치하여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하세요 

세미 빌트인 김치냉장고
김치는 기본, 사계절 내내 원하는 대로, 딱 맞는 맞춤온도로 

어느칸이든 자유롭게 다용도로 사용하세요.

상칸
냉장 / 냉동 / 김치

하칸
쌀 / 잡곡 / 야채

중칸
육류 / 생선 /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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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Air Flow

팬을 이용한 공기 순환 방식으로 
신선한 공기 순환 및 고내 
온도편차를 최소화하여 원하는 
온도에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동급 최대 용량 (273 L)

신선 보관 기능

습도가 많을 때는 수분을 머금고 
적을 때는 내보내서 최적의 습도로 
조절해 더욱 신선하게 보관 
가능합니다

제품별 특장점

냉동고 냉장고빌트인 양문형 냉장고콤비냉장고
(냉장+냉동)

김치냉장고

REFRIGERATOR

5단계
제균 및 탈취 
활성화(자외선)

4단계
박테리아, 
냄새 제거

3단계
냄새제거 (알카리)

2단계
냄새제거 (산성)

1단계
먼지, 곰팡이, 

냄새 제거

Tilt-out & Magic 
Crisper

Miracle 
Zone

내부 용량
최대 확보

타사 258 L

UV 안심 제균⁺

5단계 제균 탈취 시스템으로 
냉장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안심제균필터가 흡입하여 99.999% 
제균 & 탈취 합니다.

콤비냉장고(냉장+냉동형)

Wood Bottle Rack Silver Deco

냉동고 Flap-up Shelf 적용

Flap-up 스타일의 선반을 적용하여 
상단서랍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냉장고 고급 Accessory 적용

Silver Deco. 및 Wood Bottle Rack을 
적용하여 냉장고에 고급스러움을 더 
했습니다.

Wide Display 조작부

조작부 작동이 편리하고, 청소도 
용이합니다.

냉장전용고/냉동전용고

김치보관
(3단계)

냉동

전면 Cover 적용하여 
냉기 유출 방지

칸칸별 사용으로 다른 
칸의 김치 맛 유지

용기 빼낸 후에는 일반 
선반처럼 사용 가능

육류 / 
어류 보관
김치보관 
(3단계)

맛지킴 
(1단계)

냉장

맛지킴 
(1단계)

냉장

김치숙성 
(땅속 발효)

냉기 단속 선반

냉기 유출 최소화 및 Door open시 
깔끔한 모습 연출합니다.

좌우 Door 열림 변경 및 사용 편리성

상단은 Half Size 용기를, 중/하단부는 일반 용기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상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음식의 수/출납이 용이합니다

냉동/냉장/김치보관 전환기능

상/하칸 별도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전환기능별 다양한 식품들을 최적의 
상태에서 저장 가능합니다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저진동 스테디 컴프레셔

저진동, 저소음의 컴프레셔를 채택하여 24 dB의 최저 소음을 구현

1℃ 미세온도 조절기능 

와인 보관을 소비자 기호에 맞춰 
1 ℃씩 미세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적의 온도 조절 기능

상하칸 독립 온도 조절 기능으로 
레드/화이트 와인을 각각 최적의 
온도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와인셀러 

Red

상하칸 전체
레드와인

상하칸 전체
화이트와인

레드/화이트와인
동시보관

Red

Red White

White White

당신의 생활에 맞춰 선택하고, 공간에 맞게 설계하세요 



R-L267YM(좌열림) (JM 우열림) R-L271CVL(좌열림) (CVR 우열림) / R-L281BML(좌열림) (BMR 우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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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장 및 전면 도어판넬은 고객 별도 구매

(H : 1755)

※ 가구두께 변형시 가구도어 사이즈 변합니다.

- 본 그림의 전체 가구두께는 15 mm 기준임.

- 가구규격은 그림의 규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 두개의 가구장을 가까이 두고 설치 할 때는
 가구장도어 간격이 5 mm이상 될 수 있게 설치해주세요.

- 가구본체와 가구도어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품 위의 수납공간을 위해 과도하게 가구도어가
 길어질 경우 가구도어 처짐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은 가구장의 수평, 수직이 정확한 곳에 설치하세요.

- 냉장고의 원활한 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건물벽에서 30 mm, 천장에서 50 mm 가구를 이격.)

- 본 그림의 전체 가구두께는 15 mm 기준임.

- 가구규격은 그림의 규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 두개의 가구장을 가까이 두고 설치 할 때는 가구장도어 간격이 5 mm이상 
 될 수 있게 설치해주세요.

- 가구본체와 가구도어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품 위의 수납공간을 위해 과도하게 가구도어가 길어질 경우 가구도어 
 처짐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은 가구장의 수평, 수직이 정확한 곳에 설치하세요.

- 냉장고의 원활한 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건물벽에서 30 mm, 천장에서 50 mm 가구를 이격.)

모델명 R-L267YM(좌열림)/JM(우열림) R-L271CVL(좌열림)/CVR(우열림) R-L281BML(좌열림)/BMR(우열림)

규격
제품크기(W×H×D) 554 × 1775 × 545 mm 554 X 1775 X 565 mm 554 X 1775 X 565 mm

설치공간(W×H×D) 570 × 1800 이상 × 570 mm 이상 570 × 1800 이상 × 570 mm 이상 570 × 1800 이상 × 570 mm 이상

용량 총용량(냉동 / 냉장) 255 L (186 / 69) 273 L (199 / 74) 273 L (199 / 74)

에너지
정격전압 AC 220 V / 60 Hz AC 220 V / 60 Hz AC 220 V / 60 Hz

월 소비 전력량 28.8 kWh / 월 26.3 kWh / 월 26.3 kWh / 월

디자인

색상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디스플레이 와이드 LED 푸쉬버튼 화이트 LED 푸쉬버튼 화이트 LED 푸쉬버튼

도어 가구도어부착 & 방향전환기능 가구도어부착 & 방향전환기능 가구도어부착 & 방향전환기능

고내등 화이트 LED 전면 입체 화이트 LED (천장 & 측면) 화이트 LED (천장)

바스켓 - 다이아몬드 클리어 투명 바스켓 다이아몬드 클리어 투명 바스켓

선반 - Trimless 강화유리 선반 강화유리 선반

도어스위치 - 무접점 마그네틱 스위치 무접점 마그네틱 스위치

주요기능

냉각방식 간접냉각 간접냉각 간접냉각

냉기토출 방식 Multi-Air Flow Multi-Air Flow Multi-Air Flow

저장기능 Tilt-out Crisper 신선야채실 & 수분지킴이 신선야채실 & 수분지킴이

제빙장치 Nomal Ice Tray Nomal Ice Tray Nomal Ice Tray

향균위생 Bio-shield 가스켓 Bio-shield 가스켓 Bio-shield 가스켓

탈취기능 저온촉매탈취시스템 UV 안심제균⁺ -

고장감시 자기진단 기능능 스마트진단 기능 스마트진단 기능

편의기능
수납공간

냉장 : 선반 3개 / 야채박스 2개 / 도어바스켓 4개 냉장 : 선반 3개 / 신선야채실 2개 / 도어바스켓 4개 냉장 : 선반 4개 / 신선야채실 1개 / 도어바스켓 4개

냉동 : 서랍 3개 (급속냉동 냉동 : 신선냉동실 3개 / 제빙장치 1개 냉동 : 신선냉동실 3개 / 제빙장치 1개

알림기능 문열림 경보   문열림 경보 문열림 경보

모델명 냉장고 R-A284JM(좌열림)/YM(우열림) 냉동고 F-A241YM(좌열림)/JM(우열림)

규격
제품크기(W×H×D) 554 × 1775 × 545 mm 554 × 1775 × 545 mm

설치공간(W×H×D) 570 × 1800 이상 × 570 mm 이상 570 × 1800 이상 × 570 mm 이상

용량 총용량 268 L 246 L

에너지
정격전압 AC 220 V / 60 Hz AC 220 V / 60 Hz

월 소비 전력량 20.1 kWh / 월 34.9 kWh / 월

디자인

색상 화이트 화이트

디스플레이 화이트 LED 푸쉬버튼 와이드 LED 푸쉬버튼

도어 가구도어부착 & 방향전환기능 가구도어부착 & 방향전환기능

주요기능

냉각방식 간접냉각 간접냉각

냉기토출 방식 Multi-Air Flow Multi-Air Flow

저장기능
유기농 光특선실, 야채실, 스넥,
유제품코너, Real Wood Bottle Rack

냉동고 선반, 바구니, 제빙코너, 특급냉동

제빙장치 Nomal Ice Tray Nomal Ice Tray

향균위생 Bio-shield 가스켓 Bio-shield 가스켓

탈취기능 저온촉매탈취시스템 -

편의기능

고내등 240 V / 30 W Lamp -

수납공간 강화유리선반 5개 / 도어바스켓 3개 / 야채박스 2개 Flap up shelf 2개 / 서랍 5개

도어 수납함 (가드) Silver Deco 일반 수납함

알림기능
자기진단 (고장감지) 기능 자기진단 (고장감지) 기능

문열림 경보 문열림 경보

COMBI REFRIGERATOR [콤비냉장고(냉장+냉동형)] LARDER & FREEZER (냉동전용고/냉장전용고)

가구장 두께 가구도어 Size (냉동실

18 mm 699 mm 이상

20 mm 701 mm 이상

※ 가구장 및 전면 도어판넬은 고객 별도 구매

R-A284JM(좌열림) (YM 우열림) / F-A241YM(좌열림) (JM 우열림)



모델명 R-D222WW(우열림)/NW(좌열림)

규격
제품크기 (W×H×D) 554 × 1775 × 545 mm

설치공간 (WXHXD) 570 × 1800 이상 × 570 mm 이상

용량 총용량(냉동/냉장) 223 L (156 / 67)

에너지
정격전압 AC 220 V / 60 Hz

월소비전력량 20.9 kwh / 월

디자인

색상 화이트

디스플레이 와이드 LED 푸쉬버튼

도어 가구도어부착 & 좌우변경가능

주요기능

냉각방식 간접냉각 (상하칸 별도 운영)

냉기보존 냉기단속커버

숙성기능 리듬 / 땅속발효

저장기능
상칸 : 김치보관(맛지킴) / 냉장 / 김치숙성

하칸 : 냉동 / 냉장 / 살얼음 / 김치보관

온도조절 김치 강 / 중 / 약

탈취기능 나노참숯탈취제

항균위생 Bio-shield 가스켓

편의기능

김치보관용기

LOCK & LOCK 용기

상칸 : 작은통 4개 / 큰통 4개

하칸 : 큰통 2개

알림/편의기능

자기진단(고장감지)기능

상하칸 문열림 센서

정전보상기능

모델명 R-WZ46JKX(우열림)

규격
제품크기 (W×H×D) 595 X 817.5 X 597  mm

설치공간 (WXHXD) 600 × 820 × 600 mm

용량 총용량 135 L ( 43 병)

에너지 정격전압 AC 220 V / 60 Hz

디자인

색상 웨스턴 블랙

디스플레이 화이트 LED

도어 자외선 차단 3중 ITO 글라스

주요기능

온도조절 1 ℃ 미세온도조절 ( 6 ℃~18 ℃)

스테디 컴프레셔 ㅇ

원목선반 ㅇ

Child Lock 자동잠김 기능 (잠금 / 해제 버튼)

편의기능 소음 PWL 24 dB

KIMCHI REFRIGERATOR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WINE CELLAR (와인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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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222NW(좌열림) (WW 우열림) R-WZ46JKX(우열림)

(H : 1755)

※ 가구두께 변형시 가구도어 사이즈 변합니다.

- 본 그림의 전체 가구두께는 15 mm 기준임.

- 가구규격은 그림의 규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 두개의 가구장을 가까이 두고 설치 할 때는 가구장도어 간격이 5 mm이상 될 수 있게 설치해주세요.

- 가구본체와 가구도어는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품 위의 수납공간을 위해 과도하게 가구도어가 길어질 경우 가구도어 처짐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은 가구장의 수평, 수직이 정확한 곳에 설치하세요.

- 냉장고의 원활한 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건물벽에서 30 mm, 천장에서 50 mm 가구를 이격.)

[ 도어 간섭 발생 방지 ]
※ 꼭 check 해주세요

- Door 개폐시 가구장에 Door 간섭이 없는지요?
- Door 개폐시 Door가 잘 안닫히고 열리는 현상은 없는지요

가구장 두께 가구도어 Size (냉동실)

18 mm 699 mm 이상

20 mm 701 mm 이상

※ 가구장 및 전면 도어판넬은 고객 별도 구매  ※ 김치보관용기는 제품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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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특장점COOKING

독일산 최고급 상판

독일 명품 쇼트사 세라믹 글라스를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상판에서 Made in Germany를 
확인하세요.

3구 동시 최대화력에 
확장화구까지 가능

전기공사 없이 플러그만 꽂아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마감처리

주방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리미엄 디자인

편리한 온도 시간 조절

- 터치 방식의 9단계 온도조절  
 (양방향 조절기능)
- 듀얼 버너로 빠르게 요리
- 타이머 / 일시정지 기능
- 안전 잠금 기능

대버너와 중버너
동시 최고 화력 사용 가능

3구 동시 최대화력
조리 가능 (확장화구 제외)

전기레인지

청소가 간편합니다

스테인리스 상판은 쉽게 변색이나 
부식되지 않아 위생적이며, 청소가 
간편합니다.

가스레인지

미러블랙 가스레인지로 주방을 보다 고급스럽게!

청소가 간편합니다

특수 미러코팅으로 글라스 상판만큼 표면강도가 뛰어나 청소가 편리하고,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스마트 안심센서

용기 바닥온도가(260~280℃) 이상 
과열시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어 
화재를 예방하는 센서입니다

스테인리스 가스레인지로 주방을 항상 깔끔하게!

사용이 편리합니다

연속형 삼발이를 적용하여 용기 이동이 편리하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는 열에 안정적이며 편리합니다.

식별하기 쉬운 백라이팅

차일드락으로 더욱 안전하게

편리한 원형 조리실

각이 없는 원형 조리실로 더욱 
편리하게, 구석구석 완벽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차일드락으로 안전하게

차일드락 안전장치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라이팅 Pop Up 
다이얼로 간편하게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백라이팅 
Pop Up 다이얼로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가 간편한 원형조리실

ALL IN ONE 스타일의 
신개념 오븐

LG 광파오븐은 6 in 1 멀티오븐으로 
오븐, 그릴, 레인지, 발효, 찜, 
살균/보온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신개념 오븐입니다.

광파오븐 

3배나 빠른 조리! 국내 유일 빛으로 빠르게

LG 광파오븐만의 빛을 이용한 입체 가열로 예열단계가 필요 없으며, 
3배 빠른 조리 시간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맛있게 요리합니다.

원조 광파오븐

고화력 광파조리로 재료 맛을 살리고 골고루 익혀 맛있게 요리합니다.

재료의 맛을 그대로 

스피드 조리!
국내 유일 원형 조리실로

청소는 편리하게!
고화력 광파 조리로

더욱 건강하게!

오븐

전자레인지

그릴발효

살균보온
(Drawer 모델만 해당)

찜
(MZ941CLC/

CLDC 
모델만 해당)



모델명 HK641AA(N/P) HK631AA(N/P) HK631AB(N/P)-건전지 타입

HK631AC(N/P)-플러그 타입
HK321AA(N/P)

규격

제품크기(W×H×D) 595 × 98 × 510 mm 595 × 98 × 510 mm 595 × 108 × 460 mm 288 × 93 × 510 mm

따내기(WXD) 560 ×480 mm 560 × 480 mm 560 × 430 mm 260 × 480 mm

매립깊이 32 mm 32 mm 38 mm 36 mm

버너

화구수 4구(대/대/소/소) 3구(대/대/소) 3구(대/소/소) 2구(대/소)

전원 AC 220 V / 60 Hz AC 220 V / 60 Hz 건전지 타입 / 플러그 타입 AC 220 V / 60 Hz

Hi-cut
sensor

적용수 4구 3구 3구 2구

높이 8 mm 8 mm 8 mm 8 mm

알림기능 ○ ○ ○ ○

화력
(LNG)

대 (좌) 4.2 kW (3,600 kcal/h) 4.2 kW (3,600 kcal/h) - 4.2 kW (3,600 kcal/h)

대 4.2 kW (3,600 kcal/h) 4.2 kW (3,600 kcal/h) 4.2 kW (3,600 kcal/h) -

소 (좌) 2.03 kw (1,750 kcal/h) 2.03 kw (1,750 kcal/h) 2.44 kW (2,100 kcal/h) 2.03 kw (1,750 kcal/h)

소 2.03 kw (1,750 kcal/h) - 2.03 kw (1,750 kcal/h) -

화력
(LPG)

대 (좌) 3.0 kW (2,580 kcal/h) 3.0 kW (2,580 kcal/h) - 3.0 kW (2,580 kcal/h)

대 3.0 kW (2,580 kcal/h) 3.0 kW (2,580 kcal/h) 3.0 kW (2,580 kcal/h) -

소 (좌) 2.03 kw (1,750 kcal/h) 2.03 kw (1,750 kcal/h) 2.03 kw (1,750 kcal/h) 2.03 kw (1,750 kcal/h)

소 2.03 kw (1,750 kcal/h) - 2.03 kw (1,750 kcal/h) -

디자인
상판재질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삼발이 연속형 삼발이 연속형 삼발이 연속형 삼발이 연속형 삼발이

주요
기능

점화방식 로터리 연속점화방식 로터리 연속점화방식 로터리 연속점화방식 로터리 연속점화방식

소화안전장치 ㅇ ㅇ ○ ○

과열방지기능
스마트 안심센서
(자동가스차단 + 알림작동)

스마트 안심센서
(자동가스차단 + 알림작동)

스마트 안심센서
(자동가스차단 + 알림작동)

스마트 안심센서
(자동가스차단 + 알림작동)

특장점
손잡이

인체공학적 2pic 손잡이
(전기적표면처리로 깔끔함)

인체공학적 2pic 손잡이
(전기적표면처리로 깔끔함)

인체공학적 2pic 손잡이
(전기적표면처리로 깔끔함)

인체공학적 2pic 손잡이
(전기적표면처리로 깔끔함)

버너 슬림형 실드탑 버너 슬림형 실드탑 버너 슬림형 실드탑 버너 슬림형 실드탑 버너

GAS COOK TOP 

(스테인리스 가스레인지)

HK641AA(N/P) HK631AA(N/P) HK321A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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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631AB(N/P) - 건전지 타입

HK631AC(N/P) - 플러그 타입

※ 설치공간은 가구 상판을 절취한 사이즈임. 제품크기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 실드탑 버너 : 버너와 상판의 틈새를 완전 봉쇄하여 요리 중 국물이 흘러 넘쳐도 제품 내부로 들어가지 않아 늘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가 손쉽습니다.

모델명 HK742AA(N/P) HK632AA(N/P)

규격

제품크기(W×H×D) 705 × 96 × 515 mm 600 × 100 × 520 mm

따내기(WXD) 560 × 480 mm 560 × 480 mm

매립깊이 30 mm 32 mm

버너

화구수 4구 (대/대/소/소) 3구 (대/대/소)

전원 AC 220 V / 60 Hz AC 220 V / 60 Hz

Hi-cut
sensor

적용수 4구 3구

높이 8 mm 8 mm

알림기능 ○ ○

화력
(LNG)

대 (좌) 4.2 kW (3,600 kcal/h) 4.2 kW (3,600 kcal/h)

대 4.2 kW (3,600 kcal/h) 4.2 kW (3,600 kcal/h)

소 (좌) 2.03 kw (1,750 kcal/h) 2.03 kw (1,750 kcal/h)

소 2.03 kw (1,750 kcal/h) -

화력
(LPG)

대 (좌) 3.0 kW (2,580 kcal/h) 3.0 kW (2,580 kcal/h)

대 3.0 kW (2,580 kcal/h) 3.0 kW (2,580 kcal/h)

소 (좌) 2.03 kw (1,750 kcal/h) 2.03 kw (1,750 kcal/h)

소 2.03 kw (1,750 kcal/h) -

디자인
상판재질 미러 블랙 (국내최초개발) (법량 + 3중 특수코팅) 미러 블랙 (국내최초개발) (법량 + 3중 특수코팅)

삼발이 주물타입 안정적 삼발이 (6발) 주물타입 안정적 삼발이 (6발)

주요
기능

점화방식 로터리 연속점화방식 로터리 연속점화방식

소화안전장치 ㅇ ㅇ

과열방지기능 스마트 안심센서 (자동가스차단+알람작동) 스마트 안심센서 (자동가스차단+알람작동)

특장점

손잡이 인체공학적 2pic 손잡이 (전기적표면처리로 깔끔함) 인체공학적 2pic 손잡이 (전기적표면처리로 깔끔함)

프레임 실버 아노다이징처리 실버 아노다이징처리

버너 슬림형 실드탑 버너 슬림형 실드탑 버너

GAS COOK TOP 

(미러블랙 가스레인지)

HK742AA(N/P) HK632AA(N/P)

※ 설치공간은 가구 상판을 절취한 사이즈임. 제품크기와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 실드탑 버너 : 버너와 상판의 틈새를 완전 봉쇄하여 요리 중 국물이 흘러 넘쳐도 제품 내부로 들어가지 않아 늘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가 손쉽습니다.



모델명 MN251ZKR

규격

제품크기(W×H×D) 595 X 390 X 430 mm

설치공간(오븐장내측) 570 X 380 X 500 (최소) mm

조리실크기(W×H×
D)

331 X 211 X 360 mm

용 량 25 L

에너지

정격전압 AC 220 V / 60 Hz

출력 700 W

소비전력(W) 1050 W

디자인

색상/재질 Stainless + Black Glass

조리실 원형조리실 & 320 mm 회전접시

조작부 Pop-up 백라이트 다이얼 버튼

도어개폐 버튼식 개폐 방식

주요
기능

열원 전자레인지 전용

편리기능

데우기 3종(밥/국/찌개/우유)

냉동 3종
(냉동밥/냉동만두/냉동피자)

간식 3종 
(계란찜/라면/고구마삶기)

위생 3종 
(젓병소독/탈취/스팀타월)

웰빙 3종 
(브로컬리/단호박찜/영양죽)

부가기능 차일드락 안전장치

MICRO WAVE 
RANGE (전자레인지)

모델명
MZ941CLC(하단 살균서랍장 제외)

MZ941CLDC(하단 살균서랍장 포함)

MZ948CB(하단 살균서랍장 제외)

MZ948CBD(하단 살균서랍장 포함)

MZ940CL(하단 살균서랍장 제외)

MZ940CLD(하단 살균서랍장 포함)

MZ941CB(하단 살균서랍장 제외)

MZ941CBD(하단 살균서랍장 포함)

규격
제품크기(W×H×D) 595 × 596 × 575 mm 595 × 596 × 575 mm 595 × 596 × 575 mm 595 × 596 × 575 mm

설치공간(W×H×D) 564 × 590 × 580 mm 564 × 590 × 580 mm 564 × 590 × 580 mm 564 × 590 × 580 mm

용 량 34 L 34 L 34 L 34 L

에너지

정격전압 AC 220 V / 60 Hz AC 220 V / 60 Hz AC 220 V / 60 Hz AC 220 V / 60 Hz

소비전력(W)

전자레인지 : 1550 W 전자레인지 : 1700 W 전자레인지 : 1700 W 전자레인지 : 1650 W

그릴 : 2030 W 그릴 : 1950 W 그릴 : 1950 W 그릴 : 1500 W

드로워 : 400 W 드로워 : 400 W 드로워 : 400 W 드로워 : 400 W

오븐 : 1850 W 오븐 : 1750 W 오븐 : 1750 W 오븐 : 2150 W

디자인

색상/재질 Black Glass + Stainless Black Glass Black Glass + Stainless Black Glass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조작부 다이얼 버튼 다이얼 버튼 다이얼 버튼 다이얼 버튼

도어개폐 상하 개폐 방식 상하 개폐 방식 상하 개폐 방식 상하 개폐 방식

주요기능

열원 4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

과열방지 장치 12가지 12가지 12가지 16가지

자동요리

콤비 : 통닭/군고구마/새우구이
/갈비구이

콤비 : 통닭/군고구마/새우구이
/갈비구이

콤비 : 통닭/군고구마/새우구이
/갈비구이

콤비 : 통닭/냉동간식/군고구마/피자
/케이크/쿠키/고등어구이/떡갈비

레인지 : 국데우기/밥데우기
/라면/계란찜

레인지 : 국데우기/밥데우기
/라면/계란찜

레인지 : 국데우기/밥데우기
/라면/계란찜

레인지 : 해동/국데우기/밥데우기/우유데우
기
/팝콘/계란찜/냉동만두/라면

오븐 : 케익/쿠키/피자/영양밥 오븐 : 케익/쿠키/피자/영양밥 오븐 : 케익/쿠키/피자/영양밥 수동 조작

스팀요리
야채 데치기/단호박찜/찐만두/찐빵/찜케이크
백설기/삶은 달걀/삼겹살 수육/생선찜/만능찜

- - -

해동기능 ㅇ ㅇ ㅇ ㅇ

그릴기능 ㅇ ㅇ ㅇ ㅇ

발효기능 ㅇ ㅇ ㅇ ㅇ

특장점 3배속 광파요리로 에너지 절약, 뒤집을 필요없는 발열팬, 대형 회전 조리접시, 청소가 간편한 원형 조리실

편의기능
액세서리 법랑접시, 낮은 석쇠, 높은 석쇠, 발열팬, 장갑, 요리안내책, 사용설명서, 설치 설명서, 워밍드로어용 석쇠, 스팀용기 (MZ941CLC/CLDC 모델)

드로워 살균/보온 기능(2시간 이내 사용권장, 석쇠 사용), Heating (오븐 동작시 동시사용 가능)

LIGHT WAVE OVEN (광파오븐)

MZ941CLC/MZ948CB/MZ940CL/MZ941CB(상단서랍장용) MZ941CLDC/MZ948CBD/MZ940CLD/MZ941CBD (하단서랍장용)

적용모델 MZ941CLC / MZ948CB / MZ940CL / MZ941CB

폭(W) 595

높이(H) 596

깊이(D) 575

적용모델 MZ941CLDC / MZ948CBD / MZ940CLD / MZ941CBD

폭(W) 564

높이(H) 590

깊이(D) 580

MN251Z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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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HM632RA HV321PAR HM312PA

규격

제품크기(W×H×
D)

575 x 40 x 515 mm 290 × 47 × 520 mm 288 × 59 × 370 mm

설치공간 (W×D) 560 x 480 mm 270 x 490 mm 276 × 360 mm

매립깊이 50 mm 50 mm 50 mm

버너 화구수 3구 (대/중/소) 2구 (대/소) 1구(대)

에너지

정격전압 AC 220V / 60Hz AC 220 V / 60 Hz AC 220V / 60Hz

소비전력 합계 3,400 W Max. 2,800 W Max. 1800 W

소비전력 (대버
너)

2,100 W 1,700 W 1800 W

소비전력 (중버
너)

1,300 W - -

소비전력 (소버
너)

1,050 W 1,100 W -

디자인
색상/재질

LG Identity 패턴 / Ceramic 
glass (독일 Schott社)

블랙 / 세라믹 Glass 
(Schott Ceran)

블랙/세라믹 Glass 
(NEG사)

조직방법 glass touch Rotary Rotary

주요
기능

제어방식 전자식 기계식 기계식

과열방지 장치 ㅇ ㅇ ㅇ

잔열표시 램프 ㅇ ㅇ ㅇ

어린이보호 잠금기
능

ㅇ - -

알람기능 ㅇ - -

자동전원차단 안전장치 ㅇ ㅇ ㅇ

ELECTRIC RANGE 

(전기레인지)

HM632RA HV321PAR

HM312PA

1. 싱크대 폭이 600mm 미만의 경우에는 뒷면이 변색, 변형될 수 있습니다.
 2. 싱크대 상파부터 하단부외는 50mm이상 띄워 주십시오.

1. 약 50kg의 무게를 견딜 수 잇도록 견고한지 확인하세요.
2. 오븐장의 뒤판에 전원연결구가 있는지, 뒷벽면과 45mm이상 간격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3. 뒷판이 막혀 있으면 전원 코드를 연결할 수 없으며, 공기의 흐름을 막아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뒷판이 막혀 있으면 전원 코드를 연결할 수 없으며, 공기의 흐름을 막아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평평한 곳에 설치하십시오. (평평한 곳이 아니면 오븐이 기울어집니다.)
3.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서는 공기 흐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좌/우측 코너에 받침대를 설치해야 합니다.(받침대 size - 가로 : 70mm, 높이 : 48mm, 길이 : 500mm)
4. 제품 장착 후, 제품의 기운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대 높이는 양쪽이 동일해야 합니다.
5. 데코레이션은 제품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하여 공기의 흐름이 필요하므로 워밍드로어와의 사이 간격은 최소 10mm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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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특장점WASHING

스타일러

99.9% 살균으로 건강하게! 탈취, 구김관리로 말끔하게 건조 기능으로 산뜻하게!

황사·미세먼지 제거

황사/미세먼지를 무빙행어로 털어주고, 
매직파워스팀으로 잡아줍니다.

바지 주름 제거

거는 것 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스타일러가 
정장부터 바지까지 아침마다 상쾌하게 관리합니다.

한올 한올 풍성한 니트 관리

물기를 빨아 들이는 저온 건조 기술로 옷감의 
수축이나 변형없이 보송보송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드라이클리닝 유해물질 제거

드라이클리닝 시 잔류 화학 물질을 제거하여 
새 옷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의류 관리

냄새 입자를 분해하고, 증발시켜 냄새 원인 물질을 
제거하며 옷감에는 은은한 향을 남깁니다. 

거슬리는 구김 관리

미세 스팀이 옷감을 충분히 적셔주고, 무빙행어가 
좌우 회전하여 생활 구김을 없애줍니다.

식중독균, 장염·알레르기 유발균 살균

스팀 샤워로, 햇볕에도 사라지지 않는 세균을 
99.9% 제거합니다.

STEP 1. 

무빙행어
STEP 2. 

매직파워스팀
표준 코스 완료 후
황사, 미세먼지 입자 
84.5% 제거

모직 소재 건조 시간 비교 
(수분 제거율 99% 기준)

건조 시간 비교 (수분 제거율 99% 기준)

자연 건조 후

스타일러 관리 전

스타일러 
건조 후

스타일러 관리 후

레이온 소재

살균, 표백효과 95 ℃ 삶음 세탁

냉수뿐만 아니라 30, 40, 60, 95 ℃의 
다양한 온도로 세탁이 가능하여 따로 
삶는 불편함 없이 세탁할 수 있습니다. 

옷감별 다양한 세탁코스

13가지의 특화된 세탁코스로 세탁력은 
높이고 옷감손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0년 무상보증의 DD모터 장착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으며,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고장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기술입니다.

드럼세탁기

효율적인 공간연출- 직렬/병렬 설치

동급 LG 트롬세탁기와 직렬/병렬 
설치로, 공간 효율성은 물론 
스펙키트로 안정성까지 한층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조작부 위치를 원하는 대로

건조기 조작부(Control Panel)를 아래 또는 윗부분의 원하는 위치로 
설치가 가능하여 LG 트롬세탁기와 직렬 또는 병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온 살균 및 디지털 맞춤 건조시스템

고온의 건조바람이 99.9 % 살균과 세제제거는 물론 디지털 맞춤 건조 
시스템으로 각종 의류에 맞는 최적의 건조를 실현했습니다.

의류건조기

DD모터로 43데시벨 저소음 및 전기료 절감

(10년 무상보증의 DD모터 장착)

3중급수호스
(누수 1차 차단)

누수감지 장치
(누수감지)

급수밸브
(급수차단)

조작이 간편한 매집접시꽂이

다양하게 선반 조절이 가능해 
식기는 물론 후라이펜, 냄비까지 알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누수차단시스템 
및 스마트진단 
기능

식기세척기



WASHING MACHINE (드럼세탁기) CLOTHES DRYER (의류건조기)

FR2996NCZB / F2996NCZD / F2996NCZD1 RN1044A(N/P)/RC9011A 의류건조기+드럼세탁기

28  l  LG DIOS Bui l t - in 29

RN1044A (N/P) 
LG 트롬건조기

RC9011A 
LG 트롬건조기 

F2996NCZ / 
F2996NCZ1
LG 트롬건조기

※ 17 kg/19 kg 세탁전용
 직렬설치가능

모델명 FR2996NCZB(건조겸용) F2996NCZD(세탁전용) F2996NCZD1(세탁전용)

규격
제품크기(W×H×D) 600×825×550 mm 600×825×550 mm 600×825×550 mm

설치공간(W×H×D) 605×830×600 mm 605×830×600 mm 605×830×600 mm

용량 세탁/건조 9 Kg / 4.5 Kg 9 Kg 9 Kg

에너지

정격전압 220 V / 60 Hz 220 V / 60 Hz 220 V / 60 Hz

소비전력 냉수세탁 145/삶는세탁 1840/건조시 1120 냉수세탁 145/삶는세탁 1840 W 냉수세탁 145/삶는세탁 1840 W

소비효율 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디자인
본체색상/도어부 화이트/크롬 화이트/크롬 화이트/사출

디스플레이/다이얼 LED 디스플레이/조그다이얼 LED 디스플레이/조그다이얼 LED 디스플레이/조그다이얼

주요기능

전원 자동차단 ㅇ ㅇ ㅇ

모터 DD모터(6모션) DD모터(6모션) DD모터(6모션)

세탁코스

찌든때(불림)/알뜰삶음/시간건조/다림질용/
표준건조/강력건조/표준/기능성의류/
란제리(울)/이불/찬물세탁/스피드워시/
헹굼+탈수-13가지

표준/급속/합섬/타올/담요/쾌속30/
아기옷/삶음/바이오/울/섬세/탈수/
헹굼+탈수-13가지

표준/급속/합섬/타올/담요/쾌속30/
아기옷/삶음/바이오/울/섬세/탈수/
헹굼+탈수-13가지

온도선택 냉수/30/40/60/95 ℃ 냉수/30/40/60/95 ℃ 냉수/30/40/60/95 ℃

탈수선택 5단계 (배수멈춤/탈수안함/약/중/강) 5단계 (배수멈춤/탈수안함/약/중/강) 5단계 (배수멈춤/탈수안함/약/중/강)

급수 냉.온수 겸용 냉.온수 겸용 냉.온수 겸용

배수 강제 배수식 강제 배수식 강제 배수식

편의기능

세탁물 추가 기능 ㅇ ㅇ ㅇ

전류제어, 스마트진단 ㅇ ㅇ ㅇ

어린이 보호기능 ㅇ ㅇ ㅇ

예약기능 ㅇ ㅇ ㅇ

급수밸브 위치
(전면기준)

후면 좌측 상단 후면 좌측 상단 문열림 경보

모델명 RN1044A(N/P, 가스식) RC9011A(전기식/응축식)

규격
제품크기(W×H×D) 700 × 990 × 770 mm 600 × 850 × 640 mm

설치공간(W×H×D) 710 × 1000 × 780 mm
※ 17 kg/19 kg 세탁전용 모델과 직렬

620 × 860 × 650 mm

용량 건조 10 Kg 9 Kg

에너지

정격전압 220V / 60Hz 220V / 60Hz

소비전력/
가스 소비량(LNG기준)

410 W / 
표준사용 가스 소비량 0.417 Kg/h

2400 W

디자인
본체색상/도어부 화이트 / 크롬 화이트 / 스텐레스

디스플레이/다이얼 LED 디스플레이 / 조그다이얼 LED 디스플레이 / 조그다이얼

주요기능

건조방식 가스식 (LNG/LPG) 전기식

건조코스
9가지-청바지/면, 타올/표준/합섬/
셔츠/란제리/급속/구김재거/송풍

9가지-이불/울/기능성의류/란제리/
표준/합섬/시간절약/냉풍/온풍

온도선택 5단계-고, 중고, 중, 저중, 저
5단계-다림질, 약, 표준, 강력, 최
강

살균건조 ㅇ x

구김방지 ㅇ ㅇ

내마음 ㅇ ㅇ

다림질용 ㅇ ㅇ

신발건조 ㅇ x

예약건조 60, 50, 40, 30, 20분 3 ~ 19시간

편의기능

부저음 ㅇ ㅇ

버튼 잠금기능 ㅇ ㅇ

조작부 위치 변경 ㅇ (Adaptable Control) x

안전기능

2중과열 안전장치 ㅇ ㅇ

가스밸브 2중 
안전 차단장치

ㅇ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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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가구도어 SIZE

D1260MB

DISH WASHER (식기세척기)

모델명 D1260MB

규격

제품크기(W×H×D) 598 × 820 × 570 mm

설치공간(W×H×D) 600 × 822 × 600 mm

컨트롤부 높이(H) 116

용량 총용량 12인용

에너지

정격전압 220 V / 60 Hz

소비전력 세척모터 : 60 W, 히터 : 1800 W

월소비전력/소음 30.2 Kw/h(1등급) / 43 dB

표준코스1회 소비전력 0.93 Kwh 

표준코스1회 물소비량 12.5 L

디자인

재질/색상 PC / 티타늄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설치방법 도어판넬 부착형 (고객 별도) 

주요기능

히터 내장형

건조방식 내부응축 송풍 건조

세척 분사방식 강/중/약 3단 회전

분리세척/가변세척 ㅇ

세척코스 6코스(듀얼/강력/표준/섬세/간편/자동세척)

헹굼추가 ㅇ

예약기능 ㅇ

세척시간 간편 29분 / 표준 91분

세척필터 3중 필터

스마트 진단 ㅇ

80℃ 고온살균 ㅇ

안전기능
도어 개방 시 작동중단 ㅇ

3중 누수 차단장치 ㅇ (아쿠아 스톱)

편의기능
수납 악세사리(수저통, 소금 깔대기, 샘플세제), 연수장치,

스마트 Rack, 원터치 세제/린스 투입구, Cool Dry(보관시 작동)

A B

걸레받이 150 mm 기준 W597 mm X H550 mm

가구도어 높이 제작(B) : 가구상판 하단의 높이(C)-조작부(116 mm)-걸레받이(A)

CS4004CR(우열림)/CL(좌열림) S3IERB(우열림)/LB(좌열림)

Styler (스타일러)

※ 배송시 판넬 미부착 상태임 ※ 가구장 및 판넬은 고객 별도 구매임 ※ 전면도어 가구판넬은 고객 별도 제작 및 구매

모델명 CS4004CR(우열림) / CL(좌열림) S3IERB(우열림) / LB(좌열림)

규격

제품 사이즈 (W×H×D) 596 x 1960 x 600 mm 445 x 1850 x 585 mm

설치 사이즈 (W×H×D)
*D : 콘센트 없을 시

610 x 1985 x 615 mm 455 x 1875 x600 mm

용량 무빙행어 옷걸이 5개 3개

운전시간 표준스타일링 39분 37분 이하

코스

스타일링 5개 : 정장/코트, 울/니트, 기능성의류, 스타일링+, 스피드 3개 : 표준, 급속, 강력

고급건조 5개 : 표준건조, 울/니트, 드레스셔츠, 눈/비건조, 시간건조 3개 : 표준, 울/니트, 시간선택

고급의류 x 3개 : 울/니트, 기능성, 다운로드코스

살균 4개 : 표준건조, 침구류, 아기옷, 인형류 4개 : 표준, 침구, 아기옷, 인형

옵션 4개 : 외출준비, 바지전용, 내부살균 x

디자인 가구장 도어 일체형 스퀘어 도어 - 글라스 린넨 아이보리

설치타입 빌트인 - 도어 판넬 부착 x

기능

NFC 스마트 기능 x o

무빙행어 / 아로마키트 o o

바지 칼주름 x o

살균인증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영국 알레르기 협회                                       인터텍 유해물질
         (KATRI) 인증 획득                                   (BAF) 인증 획득                                          제거 인증 획득

액세서리

옷걸이 Non-Spray : 2개 2개 (Non-Slim : 남성용/여성용 각 1개)

바지 / 이불걸이 2개 / 1개 1개 / x

바지전용 구김관리기 원통형 : 1개 o (Pants Press 적용)

아로마시트 30매 (1매 : 2~3회 사용) 30매 (1매 : 2~3회 사용)

에너지

소비전력 (w) 1,700 1,700

총소비전력량 (kw/h)

스타일링표준 : 0.554 스타일링표준 : 0.45

건조표준시간 (2시간) : 1.250 건조표준 : 0.45

살균표준 : 1.66 살균표준 : 0.75

소음 42 dB 40 dB

진동 0.233 mm 0.2 mm 이하

[ 설치 시 주의사항 ]   1. 설치 공간 내 가구장 후판은 제거 되어야 합니다.  2. 본 그림의 전체 가구 두께는 15mm 기준입니다.  3. 가구 규격은 그림의 규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품사이즈 높이 : 1,960 폭 : 596 깊이 : 600 후면공간

콘센트위치 a(내측) a’(외측) b(내측) b’(외측) c(내측) c’(외측) d

기본 설치공간 외 1,985 2,000 610 640 615 630 15

대안
설치공간 내
(매립형기준)

1,985 2,000 610 640 630 645 30

제품사이즈 높이 : 1,850 폭 : 445 깊이 : 585 후면공간

콘센트위치 a(내측) a’(외측) b(내측) b’(외측) c(내측) c’(외측) d

기본 설치공간 외 1,875 1,890 455 485 600 615 15

대안
설치공간 내
(매립형기준)

1,875 1,890 455 485 615 630 30

단위 = (mm) 단위 =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