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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주방의완성

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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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빌트인, 지금 선택해야 하는 이유!

삼성 빌트인은 주방 인테리어와의 완벽한 조화로 당신의 주방을 더욱 돋보이고, 집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아파트 입주 옵션 행사시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가전은돌출없이주방가구와완벽하게조화되어, 

주방을더욱깔끔하고넓게사용하실수있습니다.

주방인테리어를
빌트인가전으로완성하세요

빌트인가전이적용된주방은고급스러운이미지로

아파트가치상승에도움이될수있습니다.

집의가치를
더욱올리세요

건설사옵션행사시설치하여야지특별옵션가격에안전하게

설치하실수있습니다. 입주후개별설치하실경우추가적인주

방가구, 급수배관및인테리어공사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건설사옵션행사시, 
설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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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빌트인, 지금 선택해야 하는 이유!

삼성 빌트인 구매 고객님들은 이런 점을 물어보고 확인하였습니다.

빌트인가전은어떤제품인가요?Q. 빌트인가전은주방가구와딱맞게설치하여인테리어감각과공간활용성을극대화한고급가전입니다.

일반가전과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격은어떤가요?Q. 빌트인가전은일반가전과달리주방가구와일체화시키기위한기술과고급소재가적용된프리미엄가전입니다. 

일반가전에비해가격이높을수도있으나, 만족도가그만큼높으며옵션행사를통해합리적인가격으로구입하실수있습니다.

A.

A.

입주후개별설치해도되는거
아닌가요?Q. 입주후개별설치도가능하나, 이미주방가구공사가완료된상태이므로다시비용을들여주방가구및인테리어공사를하셔

야하는부담이있습니다. 입주전건설사옵션행사시선택하시는것이가장경제적입니다.
A.

관리하기어렵지않나요? 
이사할때가져갈수있나요?Q.

빌트인가전도일반가전과동일하게관리하시면됩니다. 고장이난다하더라도삼성전자서비스센터로연락주시면숙련된기
사분들이전문수리를하고있어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이사시에도이전설치하는곳에삼성빌트인가전을설치할수있는
주방가구가있다면가져가실수있습니다. 단, 운반비용및설치비는고객님께서부담하셔야합니다.

A.

요즘빌트인가전을왜많이
선택하고있나요?Q.

새집에아름다운주방을기대하는분들이많이지며빌트인가전이필수옵션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또한최고급가전으로일
반가전과는달리디자인변화에민감하지않아사용하시면서만족도가높고, 아파트매매시에도고급스러운이미지가부각되
어주택의가치또한상승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어많은분들이선택하고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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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80R3320KW

DW60T7075FS 외

RE-B23TST

NZ63M1524CK CTR-BR13D1

NZ63R8770TR (풀파워식)

NZ63R8770SR (코드식)

NZ63N5300CK NZ63J3300CK NZ63M3304CK

NZ63K1520CK CTR-T25AN

NZ63R7757SR (코드식) NZ63R6707MR (코드식)

WW90T3100KW

DW50T4065FS 외

삼성빌트인가전
주방,보여주고싶은작품이되다

TBI 냉장고 클래딩TBI 냉장고

하이브리드

라디언트

콤비 냉장고 김치냉장고

RL2640ZBBEC(좌)
RL2640YBBEC(우)

RQ22K5L01EC(좌)
RQ22K5R01EC(우)

RS767LHQFSR BRS655140SR BRS665040SR

냉장고

인덕션

전기레인지 가스쿡탑

NA64K7140NS

NA63J7141NP 

NA63K5141NS

전기오븐

HSB-N361B

NQ50H5533KS

NL20K5100WB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드럼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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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펜서형- RS767LHQFSR

주방의선을완성하는

True Built-In Line

스테인리스스틸의고급스런외관으로주방가구

조화를이루는프리미엄주방공간을완성합니다.

정수기능부터각얼음, 조각얼음까지, 

더욱편리하게사용하세요

따로따로냉각하는

독립냉각방식
아이스& 워터

디스펜서

TBI 냉장고

삼성빌트인가전

특장점

냉장실, 냉동실을따로따로냉각시키는독립냉각

방식으로음식의냄새가섞이는것은막아주고

신선함은더욱오래오래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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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S767LHQFSR 설치정보

규격
크기 (W x H x D mm) 1,219 x 2,083 x 651

설치공간 (W x H x D mm) 1,220 x 2,130 x 700 (권장) 

용량 765L (냉장491 L / 냉동274 L)

소비전력 44.9 kWh/월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기본사양
도어알림 있음

컴프레서 디지털인버터컴프레서

외관사양
디스플레이타입 WIFI LCD 

색상 스테인리스스틸&지문방지코팅

냉각방식 독립냉각

냉동실
사양

선반재질 높낮이조절식누수방지강화유리선반

제빙기 오토아이스메이커

냉장실
사양

선반재질 높낮이조절식누수방지강화유리선반

습도조절야채실 습도조절2단투명박스

유제품보관함 있음

가구패널 교체가능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중앙상단/3,300 mm

스펙
디스펜서형- RS767LHQFSR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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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펜서형- BRS655140SR 

클래딩(Cladding) 디자인도어로

고급스러운외관

스테인리스스틸의클래딩(Cladding) 

디자인도어로주방을고급스럽게만들어줍니다. 

정수기능부터각얼음, 조각얼음까지, 

더욱편리하게사용하세요

아이스& 워터

디스펜서

특장점

벽면을감싼메탈커버로냉기가고르게분포되어

어느칸에음식을보관해도항상신선합니다.

클래딩TBI냉장고
삼성빌트인가전

※ 클래딩(cladding) 디자인 : 스테인리스스틸을부드럽게가공한

이음새없는디자인

모든칸을신선하게

메탈쿨링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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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RS655140SR

규격

크기 (W x H x D mm) 1,067 x 2,113 x 656

설치공간 (W x H x D mm) 1,070 x 2,125 x700 (권장) 

용량 650 L (냉장410 L / 냉동240 L)

소비전력 38.2 kWh/월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기본사양
도어알림 있음

컴프레서 디지털인버터컴프레서

외관사양
디스플레이타입 LED Touch

색상 스테인리스스틸&지문방지코팅

냉각방식 독립냉각&메탈쿨링

냉동실
사양

선반재질 높이조절강화유리선반

제빙기 오토아이스메이커

냉장실
사양

선반재질 높이조절강화유리선반

습도조절야채실 있음

유제품보관함 있음

가구패널 클래딩도어 (교체불가)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중앙상단/3,300 mm

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디스펜서형- BRS655140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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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BRS665040SR

클래딩(Cladding) 디자인도어로

고급스러운외관

스테인리스스틸의클래딩(Cladding) 

디자인도어로주방을고급스럽게만들어줍니다. 

상단과사이드까지3면에위치한LED 조명으로

더욱환하게,  부드럽고균일한효과의면조명

방식으로더욱고급스럽고비춰줍니다.

모든칸을신선하게

메탈쿨링커버
3면LED조명으로

내부를더욱환하게

특장점

벽면을감싼메탈커버로냉기가고르게분포되어

어느칸에음식을보관해도항상신선합니다.

클래딩TBI냉장고
삼성빌트인가전

※ 클래딩(cladding) 디자인 : 스테인리스스틸을부드럽게가공한

이음새없는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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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RS665040SR 설치가이드

규격
크기 (W x H x D mm) 1,067 x 2,113 x 656

설치공간 (W x H x D mm) 1,070 x 2,125 x 700 (권장) 

용량 665 L (냉장410 L / 냉동255 L)

소비전력 36.9 kWh/월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기본사양
도어알림 있음

컴프레서 디지털인버터컴프레서

외관사양
디스플레이타입 LED Touch

색상 스테인리스스틸&지문방지코팅

냉각방식 독립냉각&메탈쿨링

냉동실
사양

선반재질 높이조절강화유리선반

제빙기 오토아이스메이커

냉장실
사양

선반재질 높이조절강화유리선반

습도조절야채실 있음

유제품보관함 있음

가구패널 클래딩도어 (교체불가)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중앙상단/3,300 mm

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일반형 BRS665040SR



11

RL2640ZBBEC(좌) RL2640YBBEC(우)

유로피안스타일의

가구일체형디자인

주방가구에맞춰자유로운가구패널

부착이가능하며주방구조에따라

도어개폐방향을마음대로선택할수있어서

더욱편리합니다.

높낮이조절누수방지선반채용으로

편리성과안전성을강화하였으며, 

은나노코팅일체형내상으로더욱위생적입니다.

신선함을더해주는

다이내믹에어샤워

품격과편리함을더해주는

다양한기능

특장점

간접냉각방식으로각칸마다신선한냉기를

빠르게공급하며,  하단의터보팬이

기계실의열을빠르게방출하는최적의방열

시스템으로식품을오랜기간신선하게보관합니다.

콤비냉장고
삼성빌트인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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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구분 RL2640ZBBEC(좌) / RL2640YBBEC(우) 설치가이드

규격

크기 (W x H x D mm) 555 x 1,780 x 546

설치공간 (W x H x D mm) 565 x 1,800 x 570

용량 258 L (냉장193 L / 냉동 65 L)

소비전력 30.3 kWh/월

에너지효율등급 5등급

색상 화이트

디스플레이 GREEN LED

냉각방식 간접냉각

저장기능 냉장 / 냉동

항균위생 은나노헬스시스템& 항균가스켓

선반 높낮이조절식선반

수납공간 3단투명박스 (냉동실)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우측하단/2,240 mm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RL2640ZBBEC(좌) RL2640YBBEC(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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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22K5L01EC(좌) IRQ22K5R01EC(우)

전기절약

독립냉각

상/하실각각의냉각기로최적의온도와습도를

유지하여더오랫동안촉촉하게보관할수있고, 

칸별로전원ON /OFF 가가능하여

전기를절약할수있습니다.

상·하실총8개의김치통을넣어서

한번에보관할수있는충분한공간에강/중/약

3단계로김치저장온도를 설정할수있어

종류별맞춤김치보관이가능합니다.

김치가가장맛있게익는

맛듦숙성

강/ 중/ 약

3단계온도설정

특장점

풋내를없애고양념을더잘베이게하여

김치의참맛을높여주며, 

숙성이완료되면저장모드로자동변경되어

김치의시원하고아삭함을유지해줍니다.

김치냉장고
삼성빌트인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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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RQ22K5L01EC(좌) IRQ22K5R01EC(우)

구분 RQ22K5L01EC(좌) / RQ22K5R01EC(우) 설치가이드

규격

크기 (W x H x D mm) 557 x 1,780 x 550

설치공간
(W x H x D mm)

600 x 1,996 x 570

용량 (상/하) 220 L (162 L / 58 L)

소비전력 13.3 kWh/월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색상 화이트

디스플레이 LED Button Type

냉각방식 간접냉각

저장기능 (상/하) 김치,냉장,숙성/김치,야채,과일,살얼음,냉동

탈취기능 솔라파워탈취기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우측하단/2,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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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최대6800W

풀파워고화력

전체화구를동시에최대6800W출력으로

사용할수있어많은요리도

빠르게조리할수있습니다.

15단계의섬세한불조절로요리에맞는

최적의온도조절이가능하여죽, 스프등도

붙음없이걱정없이조리할수있습니다.

언제어디서나자유롭게

요리콰트로플렉스존

요리를더맛있게만드는비결

15단계미세화력조절

특장점

촘촘한4개의코일이골고루열을전달하여

음식을균일하게익혀주며다양한크기의

용기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어편리합니다.

전기레인지인덕션
삼성빌트인가전

풀파워식 NZ63R8770TR

버너 출력 요리 종류

15~P 끓이기, 데치기

14~15 전골, 찌개, 튀김

10~12 볶음, 구이

9~11 부침, 전

5~9 조림, 찜

3~6 죽, 스프

1~2 버터, 초콜릿 녹이기, 보온

*최대출력으로사용하려면전기공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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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모델명 NZ63R8770TR

표면 표면마감 4면 알루미늄 프레임

디스플레이

조작방식
터치 + 마그네틱

다이얼 겸용

형태
버츄얼 플레임(써클) + 
라이팅바(플렉스존)

LED 칼라 아이스 블루

LED 표시 있음 (조작 터치부)

사이즈
(D x W x H)

외부치수 520 x 600 x 56 mm

포장 597 x 718 x 156 mm

타공사이즈 480 x 560 mm

사이즈 플렉스존사이즈 240 x380 mm

버너 버너수 3 (1 써클, 2 플렉스존) EA

출력

210mm 2.2/3.2K(B) kW

플렉스존(앞) 1.8/2.6K(B) kW

플렉스존(뒤) 1.8/2.6K(B) kW

플렉스존전체 3.3/3.6K(B) kW

전체출력
Min 3.3 / Mid 4.0 

/ Max 6.8 kW

부스터수 3 EA

안전기능

잔열표기 2stage

작은용기인지 있음

자동팬인지 있음

안전전원차단 있음

어린이안전장치 있음

최고온도제한 있음

모델명 NZ63R8770TR

사용기능

알람온/오프 있음

출력레벨 15 + 부스터

타이머 99 min

출력조정
있음

(터치 & 마그네틱 다이얼)

바로연결 있음

전원온/오프 있음

정지 있음

빠른시작 있음

데모모드 있음

빠른정지 있음

보온 있음

시간연장 있음

시간단축 있음

소음 소음레벨 43 이하 dB

전선 파워케이블타입 5 (길이 1.5M) Wire

무게 제품/전체무게 12.9 / 15.4 kg

풀파워식 NZ63R8770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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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용기아래쪽에가상불꽃이실제불꽃처럼

비쳐작동유무와화력세기를쉽게확인

할수있습니다. 또단계에따라불꽃크기와

색상도바뀌어안전하게사용가능합니다.

안전하게불조절이가능한

가상불꽃

특장점

전기레인지인덕션
삼성빌트인가전

코드식 - NZ63R8770SR

언제어디서나자유롭게

요리콰트로플렉스존

촘촘한4개의코일이골고루열을전달하여

음식을균일하게익혀주며다양한크기의

용기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어편리합니다.

15단계의섬세한불조절로요리에맞는

최적의온도조절이가능하여죽, 스프등도

붙음없이걱정없이조리할수있습니다.

요리를더맛있게만드는비결

15단계미세화력조절

버너 출력 요리 종류

15~P 끓이기, 데치기

14~15 전골, 찌개, 튀김

10~12 볶음, 구이

9~11 부침, 전

5~9 조림, 찜

3~6 죽, 스프

1~2 버터, 초콜릿 녹이기, 보온

*국내외7건의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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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코드식 - NZ63R8770SR

모델명 NZ63R8770SR

표면 표면마감 4면 알루미늄 프레임

디스플레이

조작방식
터치 + 마그네틱

다이얼 겸용

형태
버츄얼 플레임(써클) + 
라이팅바(플렉스존)

LED 칼라 아이스 블루

LED 표시 있음 (조작 터치부)

사이즈
(D x W x H)

외부치수 520 x 600 x 56 mm

포장 597 x 718 x 156 mm

타공사이즈 480 x 560 mm

사이즈 플렉스존사이즈 240 x 380 mm

버너 버너수 3 (1 써클, 2 플렉스존) EA

출력

210mm 2.2/3.0K(B) kW

플렉스존(앞) 1.5/2.2K(B) kW

플렉스존(뒤) 1.5/2.2K(B) kW

플렉스존전체 3.0/3.3K(B) kW

전체출력 3.3K kW

부스터수 3 EA

안전기능

잔열표기 2stage

작은용기인지 있음

자동팬인지 있음

안전전원차단 있음

어린이안전장치 있음

최고온도제한 있음

모델명 NZ63R8770SR

사용기능

알람온/오프 있음

출력레벨 15 + 부스터

타이머 99 min

출력조정
있음

(터치 & 마그네틱 다이얼)

바로연결 있음

전원온/오프 있음

정지 있음

빠른시작 있음

데모모드 있음

빠른정지 있음

보온 있음

시간연장 있음

시간단축 있음

소음 소음레벨 43 이하 dB

전선 파워케이블타입 Plug Wire

무게 제품/전체무게 12.6 / 14.8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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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전기레인지인덕션
삼성빌트인가전

코드식 - NZ63R7757SR

언제어디서나자유롭게

요리콰트로플렉스존

촘촘한4개의코일이골고루열을전달하여

음식을균일하게익혀주며다양한크기의

용기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어편리합니다.

15단계의섬세한불조절로요리에맞는

최적의온도조절이가능하여 죽, 스프등도

붙음없이걱정없이 조리할수있습니다.

요리를더맛있게만드는비결

15단계미세화력조절

*국내외7건의특허출원

요리를더욱빠르고강력하게

고화력부스터

모든화구에고화력부스터가적용, 

원하는온도로빠르게높여주기때문에

많은음식도짧은시간에조리할수있습니다.

버너 출력 요리 종류

15~P 끓이기, 데치기

14~15 전골, 찌개, 튀김

10~12 볶음, 구이

9~11 부침, 전

5~9 조림, 찜

3~6 죽, 스프

1~2
버터, 초콜릿 녹이기, 

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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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모델명 NZ63R7757SR

표면 표면마감 4면 알루미늄 프레임

디스플레이

조작방식 슬라이딩 터치

형태 LED 디스플레이

LED 칼라 아이스 블루

사이즈
(D x W x H)

외부치수 520 x 600 x 56 mm

포장 597 x 718 x 156 mm

타공사이즈 480 x 560 mm

사이즈 플렉스존사이즈 240 x 380 mm

버너 버너수 3 (1 써클, 2 플렉스존) EA

출력

210mm 2.2/3.0(B) kW

플렉스존(앞) 1.5/2.2(B) kW

플렉스존(뒤) 1.5/2.2(B) kW

플렉스존전체 3.0/3.3(B) kW

전체출력 3.3 kW

안전기능

잔열표기 2 Stage

작은용기인지 있음

자동팬인지 있음

안전전원차단 있음

어린이안전장치 있음

최고온도제한 있음

코드식 - NZ63R7757SR

모델명 NZ63R7757SR

사용기능

알람온/오프 있음

출력레벨 15+부스터

타이머 99 min

출력조정 있음

전원온/오프 있음

정지 있음

빠른시작 있음

데모모드 있음

빠른정지 있음

보온 있음

시간연장 있음

시간단축 있음

전선 파워케이블타입 Plug Wire

무게 제품/전체무게 12.6 / 15.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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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전기레인지인덕션
삼성빌트인가전

코드식 - NZ63R6707MR

스크래치와고온, 충격에강한명품Schott Ceran

글라스를적용하여견고하고안전은물론

고급스러운주방인테리어를완성합니다.

견고하고안전한

Schott Ceran 글라스

요리를더욱빠르고강력하게

고화력부스터

모든화구에고화력부스터가적용, 

원하는온도로빠르게높여주기때문에

많은음식도짧은시간에조리할수있습니다.

15단계의섬세한불조절로요리에맞는

최적의온도조절이가능하여 죽, 스프등도붙음

없이걱정없이조리할수있습니다.

요리를더맛있게만드는비결

15단계미세화력조절

*국내외7건의특허출원

버너 출력 요리 종류

15~P 끓이기, 데치기

14~15 전골, 찌개, 튀김

10~12 볶음, 구이

9~11 부침, 전

5~9 조림, 찜

3~6 죽, 스프

1~2
버터, 초콜릿 녹이기, 

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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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모델명 NZ63R7757SR

표면 표면 마감 4면 알루미늄 프레임

디스플레이

조작 방식 슬라이딩 터치

형태 LED 디스플레이

LED 칼라 아이스 블루

사이즈
(D x W x H)

외부 치수 520 x 600 x 56 mm

포장 597 x 718 x156 mm

타공 사이즈 480 x 560 mm

사이즈 플렉스존 사이즈 240 x 380 mm

버너 버너 수 3 (1 써클, 2 플렉스존) EA

출력

210mm 2.2/3.0(B) kW

플렉스 존(앞) 1.5/2.2(B) kW

플렉스 존(뒤) 1.5/2.2(B) kW

플렉스 존 전체 3.0/3.3(B) kW

전체 출력 3.3 kW

안전 기능

잔열 표기 2 Stage

작은 용기 인지 있음

자동 팬 인지 있음

안전 전원차단 있음

어린이 안전 장치 있음

최고온도제한 있음

모델명 NZ63R7757SR

사용 기능

알람 온/오프 있음

출력 레벨 15+부스터

타이머 99 min

출력 조정 있음

전원 온/오프 있음

정지 있음

빠른 시작 있음

데모 모드 있음

빠른 정지 있음

보온 있음

시간 연장 있음

시간 단축 있음

전선 파워케이블 타입 Plug Wire

무게 제품/전체 무게 12.6 / 15.5 kg

코드식 - NZ63R6707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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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전기레인지

하이브리드

삼성빌트인가전

NZ63J3300CK

고급독일명품브랜드인쇼트세란세라믹글라스를

채용하여고온과충격에매우강합니다. 

청소시에도스크래치가잘나지않아

늘새것같은기분으로사용하실수있습니다.

견고하고안전한

Schott Ceran® 글라스

인덕션과라디언트를동시에!

하이브리드방식

가스를사용하지않으므로유해가스가없어

건강을지킬수있으며, 라디언트 2개로용기

제한이없어뚝배기등다양한조리용기를

사용할수있습니다.

손으로돌리는마그네틱다이얼이

더부드럽고정교하게화력을조절해줍니다.

또한쉽게탈착이가능해청소시에는마그네틱

다이얼을떼어낸후말끔하게청소할수있습니다. 

마그네틱다이얼로

더욱편리해진화력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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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구분 NZ63J3300CK

규격

크기 (W x H x D mm) 580 x 67 x 500

따내기 크기
(W x D mm)

560 x 480

매입 깊이 (mm) 67

화구수 하이브리드 3구 (인덕션 1구+라디언트2구)

전체출력 3.3 kW

전기인입 플러그방식

색상 블랙

글라스 독일 Schott Ceran

표면마감 4 알루미늄 프레임

조작 방식 착탈식 마그네틱 다이얼 & 터치

디스플레이 LED 

안전
기능

어린이보호 ●

잔열표시 ●

안전전원차단 ●

최고온도제한 ●

타이머 99 min

전기코드(위치/길이) 후면 우측 하단 / 1,800 mm

NZ63J3300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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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전기레인지

하이브리드

삼성빌트인가전

NZ63M3304CK

고급독일명품브랜드인쇼트세란세라믹글라스를

채용하여고온과충격에매우강합니다. 

청소시에도스크래치가잘나지않아

늘새것같은기분으로사용하실수있습니다.

견고하고안전한

Schott Ceran® 글라스

인덕션과라디언트를동시에!

하이브리드방식

가스를사용하지않으므로유해가스가없어

건강을지킬수있으며, 라디언트 2개로용기

제한이없어뚝배기등다양한조리용기를

사용할수있습니다.

터치식컨트롤로손쉬운화력조절이가능하여,

음식을조리하는데편리합니다.

터치식컨트롤로

손쉬운화력조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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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Z63M3304CK

규격

크기 (W x H x D mm) 580 x 67 x 500

따내기 크기
(W x D mm)

560 x 480

매입 깊이 (mm) 50

화구수 하이브리드 3구 (인덕션 1구+라디언트2구)

전체출력 3.3 kW

전기인입 플러그방식

색상 블랙

글라스 독일 Schott Ceran

표면마감 4 알루미늄 프레임

조작 방식 터치

디스플레이 LED 

안전
기능

어린이보호 ●

잔열표시 ●

안전전원차단 ●

최고온도제한 ●

타이머 99 min

전기코드(위치/길이) 후면 우측 하단 / 1,800 mm

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NZ63M3304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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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전기레인지

라이언트

삼성빌트인가전

NZ63K1520CK

독일명품브랜드인쇼트세란세라믹글라스를적용하여
고온과충격에매우강하며, 청소시에도스크래치가

잘나지않아늘새것같은기분으로사용하실수있습니다. 
발열체는독일최고의발열체제조사인

EGO의최상급라디언트를사용하고있습니다. 

Schott Ceran® 글라스
EGO 발열체

별도의전용용기를구입하지않고

기존의용기로전기레인지의장점을

충분히누릴수있습니다.

삼성만의착탈식마그네틱다이얼이있어

더욱미세하게화력을조절할수있습니다. 

다이얼을탈착하여닦아주기만해도항상

깔끔한상태를유지할수있어편리합니다.

마그네틱다이얼로

더욱편리해진화력조절

용기제한없이편리한사용이가능한

라이언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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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구분 NZ63K1520CK 설치 가이드

규격

크기 (W x H x D mm) 580 x 63 x 500

따내기 크기
(W x D mm)

560 x 480

매입 깊이 (mm) 50

화구수 라디언트 3구

전체출력 3.3 kW

전기인입 플러그방식

색상 블랙

글라스 독일 Schott Ceran

표면마감 4 알루미늄 프레임

조작 방식 착탈식 마그네틱 다이얼 & 터치

디스플레이 LED 

안전
기능

어린이보호 ●

잔열표시 ●

안전전원차단 ●

최고온도제한 ●

타이머 99 min

전기코드(위치/길이) 후면 중앙 하단 / 1,800 mm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NZ63K1520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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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전기레인지

라이언트

삼성빌트인가전

NZ63M1524CK

Schott Ceran® 글라스
EGO 발열체

용기제한없이편리한사용이가능한

라이언트방식

별도의전용용기를구입하지않고

기존의용기로전기레인지의장점을

충분히누릴수있습니다.

터치식컨트롤로손쉬운화력조절이가능하여,

음식을조리하는데편리합니다.

터치식컨트롤로

손쉬운화력조절가능

독일명품브랜드인쇼트세란세라믹글라스를적용하여
고온과충격에매우강하며, 청소시에도스크래치가

잘나지않아늘새것같은기분으로사용하실수있습니다. 
발열체는독일최고의발열체제조사인

EGO의최상급라디언트를사용하고있습니다. 



30

구분 NZ63M1524CK 설치 가이드

규격

크기 (W x H x D mm) 580 x 63 x 500

따내기 크기
(W x D mm)

560 x 480

매입 깊이 (mm) 50

화구수 라디언트 3구

전체출력 3.1 kW

전기인입 플러그방식

색상 블랙

글라스 독일 Schott Ceran

표면마감 4 알루미늄 프레임

조작 방식 터치

디스플레이 LED 

안전
기능

어린이보호 ●

잔열표시 ●

안전전원차단 ●

최고온도제한 ●

타이머 99 min

전기코드(위치/길이) 후면 중앙 하단 / 1,800 mm

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NZ63M1524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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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전기레인지

라이언트 (2구)

삼성빌트인가전

CTR-T25AN

자녀의실수로인한오동작을예방해
사고를방지하는어린이보호잠금장치

기능이있습니다. 

잠금장치
세련된디자인과

편리한유지관리

소프트터치식콘트롤의슬림한평면디자인
으로되어있으며, 음식찌꺼기가낄틈이없어

청소가편리합니다.

소화후상판에남아있는잔열을
LED표시창(H)으로사용자에게알려주어

더욱안전하게사용이가능합니다.

잔열표시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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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구분 CTR-T25AN 설치 가이드

규격

크기 (W x H x D mm) 288 x 50 x 505

따내기 크기
(W x D mm)

273 x 490

매입 깊이 (mm) 46

화구수 라디언트 2구

전체출력 2.9 kW

전기인입 플러그방식

색상 블랙

재질 세라믹 글라스

제어방식 전자식

안전
기능

과열방지장치 ●

잔열 표시 램프 ●

어린이보호 잠금 기능 ●

알람기능 ●

전기코드(위치/길이) 후면 좌측 하단 / 2,200 mm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CTR-T25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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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전기레인지

라이언트 (1구)

삼성빌트인가전

CTR-BR13D1

모던한주방을

완성하는감각디자인

소프트터치식콘트롤의슬림한평면디자인
으로되어있으며, 음식찌꺼기가낄틈이없어

청소가편리합니다.

소화후상판에남아있는잔열을
LED표시창(H)으로사용자에게알려주어

더욱안전하게사용이가능합니다.

잔열표시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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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TR-BR13D1 설치 가이드

규격

크기 (W x H x D mm) 290 x 50 x 370

따내기 크기
(W x D mm)

268 x 348

매입 깊이 (mm) 50

화구수 라디언트 1구

전체출력 1.8 kW

전기인입 플러그방식

색상 블랙

재질 세라믹 글라스

제어방식 기계식

안전
기능

과열방지장치 ●

잔열 표시 램프 ●

어린이보호 잠금 기능 -

알람기능 -

전기코드(위치/길이) 전면 좌측 하단 / 1,400 mm

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CTR-BR1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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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삼성빌트인가전

HSB-N361B

가볍게닫히고열려더욱안전하고

편리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빛보다빠른

시피드오븐

별도의전용용기를구입하지않고

기존의용기로전기레인지의장점을

충분히누릴수있습니다.

항균작용으로위생적이며, 표면이매끈하고

내구성높은세라믹소재를내부5면모두적용

하여더욱간편한청소가가능합니다

내구성과위생까지생각한

세라믹조리실

전기오븐

편리한

상하개폐방식

※ 해당수치는독일호헨스타인인증기관의결과수치이며실사

용환경에따라차이가 있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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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HSB-N361B 설치 가이드

규격

제품 크기
(W x H x D mm)

596 x 460 x 472

설치 공간
(W x H x D mm)

570 x 450 x 570

조리실 크기
(W x H x D mm)

404 x 228 x 390

용량 36 L

소비
전력

전자레인지 1,400 W

파워그릴 1,400 W

콤비 2,750 W 

파워오븐 1,870 W

색상/재질 블랙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조작부 버튼&조그 다이얼

도어개폐 상하개폐방식

열원 3가지

편리기능 자동조리 40종, 발효기능

온도조절 5℃ 단위조절, 40℃ ~ 250℃

항균위생 항균 세라믹 코팅

부가기능 잠금 기능, 알람 기능

전기코드(위치/길이) 후면 좌측 상단/2,200mm

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HSB-N3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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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삼성빌트인가전

드로워 패키지 - NQ50H5533KS I NL20K5100WB

50 L 용량으로집들이, 생일상등손님초대시에는

물론,  베이킹, ·바베큐등 대용량요리를효율적으로

완성할수있으며, 40여가지자동요리기능으로

더욱손쉬운요리가가능합니다.

전기오븐/드로워

패키지

다양한제품보관이가능한 드로워패키지

구성으로오븐사용이더욱편리해집니다.

도어를열고닫을때도어닫힘에서

약15 cm 정도에서1차Stop으로멈추는

Pre-stop을적용하여조리전후발생할수있는

미연의안전사고를방지할수있습니다.

안전한조리를위한

도어안전시스템

전기오븐

조리가손쉬워지는

다양한편의기능

※ 드로워는단독판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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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구분 NQ50H5533KS 설치 가이드

규격

제품 크기 (W x H x D mm) 595 x 454.2 x 570

설치 공간 (W x H x D mm) 564 x 446 x 550

조리실 크기 (W x H x D mm) 445 x 252.2 x 442

용량 50 L

소비
전력

전자레인지 1,350 W

파워그릴 2,400 W

콤비 2,600 W 

파워오븐 2,400 W

색상/재질 블랙글라스/스테인레스스틸

디스플레이 LED (Ice Blue)

조작부 버튼&조그다이얼

도어개폐 상하개폐방식

열원 4개

편리기능 자동요리 40종

온도조절 5℃ 단위조절, 40℃ ~ 230℃

항균위생 항균 세라믹 코팅

부가기능 잠금 기능, 알람 기능

전기코드(위치/길이) 후면 우측 상단/2,200mm

구분 NL20K5100WB

크기 (W x H x D mm) 595 x 140 x 556

오픈 컬러 블랙 글라스 & 스테인레스 트림

컨트롤 푸쉬 & 폴푸쉬 & 풀

무게 11.15 kg

Trim Stiss 롱 헤어라인

용량 22 L

비고 NQ50H5533KS 전용

드로워 패키지 - NQ50H5533KS I NL20K5100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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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삼성빌트인가전

RE-B23TST

항균세라믹조리실이독일의위생및바이오기술

문기관으로부터‘호헨스타인’ 항균마크를획득, 

99.9 %의항균력을인정받았습니다. 

3면입체

TDS 가열

한곳에서고주파가나오는기존가열방식과달리

3면입체방식으로가열하여음식을빨리조리하면

서도덜익는부분없이골고루익혀줍니다.

매끄러운표면으로가볍게닦아내면찌든때없이

말끔하게내부를청소할수있어, 냄새섞임없는

맛있는조리가가능합니다.

쉽게닦이는

향균세라믹

전기레인지

세라믹인사이드
(Ceramic Inside)

※ 해당수치는독일호헨스타인인증기관의결과수치이며실사

용환경에따라차이가 있을수있음

※ 해당수치는독일호헨스타인인증기관의결과수치이며실사

용환경에따라차이가 있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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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구분 RE-B23TST 설치 가이드

규격

제품 크기
(W x H x D mm)

489 × 312 ×350 

설치공간
(W x H x D mm)

570 × 362 × 550

조리실 크기
(W x H x D mm) 

330 × 211 × 329 

용량 23 L

에너지

정격 전압 220 V / 60 Hz

출력 700 W

소비전력 (W) 1,100 W

디자인

색상 / 재질 스테인리스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조작부 버튼

도어개폐 버튼식 개폐 방식

주요기능

열원 전자레인지전용

편리기능
데우기 3종

자동요리 3종
생활/간식 3종

항균위생 항균 세라믹 코팅

부가기능 잠금기능, 알람기능, 쾌속해동

전기코드 1,200 mm

RE-B23T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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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삼성빌트인가전

NA63J7141NP

조리중인냄비의바닥온도를
감지, 과열시자동으로가스를차단하여

과열및화재를방지하는똑똑한안전장치입니다

실드방식버너

음식물침투를방지하는실드방식을
채용하여사용이더욱편리해졌습니다.

유럽형다이얼방식디자인으로
감각적인주방인테리어를완성합니다.

세련된디자인

가스쿡탑

실드버너방식
유럽형
다이얼방식

안전한조리를위한

스마트안전센서

스마트
안전센서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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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구분 NA63J7141NP 설치 가이드

규격

크기 (W x H x D mm) 590 x 101 x 505

따내기 크기
(W x D mm)

560 x 480

화구수 3구 (대/대/소)

에너지
(LNG)

열량합계 9.2 kW

열량(대버너) 4.02 kW x 2

열량(소버너) 1.8 kW x 1

디자인

상판 재질 법랑용 강판

그레이트 재질 법랑 무광

주요기능

점화 방식 연속방전, 직접 점화

소화 안전장치 ● (HI-CUT 2구, HI-LOW 1구)

과열 방지장치 ● (전 화구 적용)

설치규격

매입 깊이 30 mm

가스 인입 위치 우측 후면 하단

전기코드 (위치/길이) 좌측 후면 하단/3,000 mm

NA63J7141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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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삼성빌트인가전

NA64K7140NS

조리중인냄비의바닥온도를
감지, 과열시자동으로가스를차단하여

과열및화재를방지하는똑똑한안전장치입니다

상판에적용된SUS 304 스테인리스는
쉽게녹스는철함유량이낮고내구성이뛰어난

크롬과니켈의함량이높아고급식기및
조리기기에많이쓰이는 재질입니다.

레이저각인을적용하여다양한세제로
청소가가능하며, 벗겨짐이덜해

사용과관리가더욱편리해졌습니다.

가스쿡탑

SUS 304

안전한조리를위한

스마트안전센서

스마트
안전센서버너

레이저각인

관리가편리한

레이저마크

내구성이뛰어난

고급스테인리스상판

※해당모델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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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A64K7140NS 설치 가이드

규격

크기 (W x H x D mm) 590 x 94 x 505

따내기 크기
(W x D mm)

560 x 480

화구수 4구 (대/대/소/소)

에너지
(LNG)

열량합계 11.0 kW

열량(대버너) 4.02 kW x 2

열량(소버너) 1.8 kW x 2

디자인

상판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그레이트 재질 법랑 무광

주요기능

점화 방식 연속방전, 직접 점화

소화 안전장치 ● (HI-CUT 4구)

과열 방지장치 ● (전 화구 적용)

설치규격

매입 깊이 30 mm

가스 인입 위치 좌측 후면 하단

전기코드
(위치/길이)

우측 후면 하단/3,000 mm

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NA64K7140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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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삼성빌트인가전

NA63K5141NS

조리중인냄비의바닥온도를 감지, 과열시
자동으로가스를차단하여과열및화재를방지

하는똑똑한안전장치입니다

상판에적용된SUS 304 스테인리스는
쉽게녹스는철함유량이낮고내구성이뛰어난

크롬과니켈의함량이높아고급식기및
조리기기에많이쓰이는 재질입니다.

레이저각인을적용하여다양한세제로
청소가가능하며, 벗겨짐이덜해사용과관리가

더욱편리해졌습니다.

가스쿡탑

SUS 304

안전한조리를위한

스마트안전센서

스마트
안전센서버너

레이저각인

관리가편리한

레이저마크

내구성이뛰어난

고급스테인리스상판

※해당모델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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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구분 NA63K5141NS

규격

크기 (W x H x D mm) 590 x 101 x 505

따내기 크기
(W x D mm)

560 x 480

화구수 3구 (대/대/소)

에너지
(LNG)

열량합계 9.2 kW

열량(대버너) 4.02 kW x 2

열량(소버너) 1.8 kW x 1

디자인

상판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그레이트 재질 법랑 무광

주요기능

점화 방식 연속방전, 직접 점화

소화 안전장치 ● (HI-CUT 3구)

과열 방지장치 ● (전 화구 적용)

설치규격

매입 깊이 30 mm

가스 인입 위치 좌측 후면 하단

전기코드 (위치/길이) 우측 후면 하단/3,000 mm

NA63K5141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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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삼성빌트인가전

8인용 – DW50T4065FG 외

최적의온도75도로유해세균과비이러스를
99.999%를살균하니깐안심하세요.

세척할때마다신선한물을공급해주는안심
직수세척시스템은더위생적입니다. 

좁은공간에도설치할수있도록디자인은
슬림하지만내부는넉넉해큰프라이팬이나

냄비를자유롭게적재할수있습니다.
히든컨트롤패널디자인으로허리를굽히지

않고버튼을누를수있어편리합니다.

코스를고르기어렵다면그릇을넣고
자동코스를시작하면센서가오염도를

감지하여최적의시간과온도를세척해줍니다. 
세척이끝나면자동으로문이열리니까버튼

하나로건조까지깔끔하게해결됩니다.

식기세척기

99.999% 살균하는

고온직수세척

알아서다해주는

스마트자동세척

크기는슬림하게,

내부는넉넉하게

※자동세척코스선택시적용되며, 오염정도에따라최소

64분에서최대106분까지작동됩니다.

※세척수준및세척시간은실사용환경에따라다를수있

습니다.

※당사DW50T40**** 대상, 표준코스+살균세척, 열탕소독

코스에대해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균99.999% 살

균인증받았으며, 실사용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시험기관 : InterteK, 균주를도포한시험용기를세척기에투

입한후투입전후균수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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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구분 DW50T4065FG /FS DW50T4065SS 설치 가이드

규격

제품 크기
(W x H x D mm)

449 x 845 x 600 449 x 845 x 600

설치 공간
(W x H x D mm)

450 x 820~850 x 575 450 x 820~850 x 575

디자인

설치 타입 프리스탠딩 / 빌트인 겸용 세미 빌트인(가구 부착용)

조작부 타입 히든 터치 히든 터치

색상/재질 블랙(FG) / 리얼 스테인리스(FS) 실버

세척 방식 회전 노즐 분사 회전 노즐 분사

성능

용량 8인용 8인용

살균 인증 있음 있음

에너지 소비량 0.9kW(1회) 0.9kW(1회)

물 소비량 12.5L(1회) 12.5L(1회)

주요 기능

자동 열림 건조 있음 있음

스팀 불림 있음 있음

누수 센서 있음 있음

취소/배수 버튼 있음 있음

세척 노즐 수 상단/중단/하단 상단/중단/하단

정격
전압/주파수 220V/60Hz 220V/60Hz

제품 높이 조정 30mm 30mm

8인용 – DW50T4065FG 외

구분 설치사양

도어패널
사이즈
(W x H)

440mmx 540mm /

최대605mm까지가능

도어하중 2Kg-4Kg

비고

가구장높이835mm,
걸레받이높이160mm 기준

주방가구높이에따라
걸레받이일부수정필요

440

세미 빌트인(가구부착용) 모델사양

※SS 모델에한해사양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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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삼성빌트인가전

12인용- DW60T7075FS 외

오목한공기에눌어붙은밥풀이나고춧가루
양념처럼까다로운설거지는스팀불림으로

해결하세요!
세척코스에옵션을추가하면고온애벌세척으

로깔끔하게세척할수있습니다.

플라스틱변형걱정없이유해세균과바이러스
를99.999% 살균하는최적의온도75도로안
심하고사용하세요! 세척할때마다신선한물
을공급해주는안심직수세척시스템으로더

위생적입니다.

기름진음식을담긴식기도강력한물살과
4개의날개가넓은면적을세척해주고, 

하단의양방향동시구동되는720도무빙세척
날개가오염이심한식기도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식기세척기

밥풀도싹!

한국형맞춤코스, 옵션

빈틈없이강력한

4단입체물살

99.999% 살균하는

고온직수세척

※세척수준및세척시간은실사용환경에따라다를수있

습니다.

※스팀불림옵션추가시세척시간은약65분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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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구분 DW60T7075FG / FS DW60T7065SS 설치 가이드

규격

제품 크기
(W x H x D mm)

598 x 845 x 600 598 x 845 x 570

설치 공간
(W x H x D mm)

600 x 820~850 x 575 600 x 820~850 x 575

디자인

설치 타입 프리스탠딩 / 빌트인 겸용 세미 빌트인(가구 부착용)

조작부 타입 히든 터치 히든 터치

색상/재질 블랙(FG) / 리얼(FS) 스테인리스 실버

세척 방식 회전 노즐 분사 회전 노즐 분사

성능

용량 12인용 12인용

살균 인증 있음 있음

에너지 소비량 0.97kW(1회) 0.97kW(1회)

물 소비량 14L(1회) 14L(1회)

주요 기능

자동 열림 건조 있음 있음

스팀 불림 있음 있음

누수 센서 있음 있음

취소/배수 버튼 있음 있음

세척 노즐 수 상단/중단/하단 상단/중단/하단

정격
전압/주파수 220V/60Hz 220V/60Hz

제품 높이 조정 30mm 30mm

12인용- DW60T7075FS 외

589

구분 설치사양

도어패널
사이즈
(W x H)

589mmx 540mm /

최대605mm까지가능
(컨트롤부높이115mm)

도어하중 3Kg-6Kg

비고

가구장높이835mm,
걸레받이높이160mm 기준

주방가구높이에따라
걸레받이일부수정필요

세미 빌트인(가구부착용) 모델사양

※SS 모델에한해사양제공



51

특장점

건조겸용 - WD80R3320KW

1대의세탁기로최대8Kg 세탁부터
최대4Kg건조까지! 

공간도비용도절약하세요.

뜨거운공기를불어넣어옷감에베인냄새나먼
지를제거할수있습니다.

물과세제없이옷감을깨끗하게유지하며물을
사용하지않아건조기가필요없습니다.

간편하게

세탁부터건조까지 에어워시기능

드럼세탁기 8kg

삼성빌트인가전

고온으로오염물질을불리고강력한통회전으
로통안의오염물을제거해, 세탁기를깔끔

하게관리할수있습니다.

깔끔한관리가가능한

통세척코스

※ WD80R3320KW 건조겸용모델에한함 ※ 통세척알림아이콘이뜨거나, 1~2개월한번씩통세척코스

사용을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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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 상기 Spec은변경될수 있음

구분 WD80R3320KW 설치 정보

규격

제품 크기
(W x H x D mm)

595 x 825 x 565

설치 공간
(W x H x D mm)

605 x 830 x 665

용량 세탁 8 kg / 건조 4 kg

소비전력 세탁 1,800 W / 건조 1,200W

에너지 소비효율 3등급

본체 / 도어 화이트

디스플레이 / 조그 다이얼 아이스 블루 LED / 조그 다이얼

세탁코스
표준, 절약, 찌든때, 아기옷, 건조단독, 에어살균/탈취, 소량/쾌속, 

헹굼+탈수, 탈수, 울/란제리, 아웃도어, 통세척

물온도 ●

헹굼 횟수 ●

건조 추가 ●

어린이보호 ●

급배수밸브 후면 좌측 상단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 우측 상단/1,500 mm

건조겸용 - WD80R332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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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전용 - W90T3100KW

드럼세탁기 9kg

삼성빌트인가전

특장점

자주세탁하는아이옷이나급하게입어야
하는가벼운세탁물을빠르고간단하게

세탁하실수있습니다. 

외출시돌아오는시간에맞춰코스를예약해두면, 
설정해놓은시간에맞춰세탁이완료됩니다. 

코스선택후종료예약버튼을누르면1시간씩
최대24시간까지종료예약이가능합니다.

빠르고간편한

소량 / 쾌속코스 종료예약기능

건조가사용자및설치환경을고려하여세탁기
와건조기맞춤디자인을적용했습니다.

깔끔한디자인으로어느곳에설치하여도주변
인테리어와잘어울립니다.

인테리어까지고려한

건조기맞춤디자인

※ 소량/ 쾌속코스동작시세탁물1Kg 기준으로약19분만에세탁

이가능합니다.

※ 연출된이미지는드럼WW90T3000KW, 건조기DV90T5240KW 

로구성되어실제사용환경에따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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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WW90T3100KW 설치정보

규격

제품크기 (W x H x D mm) 595 x 825 x 565

설치공간(W x H x D mm) 605 x 830 x 665

용량 세탁9 kg

최대소비전력 1,800 W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

본체/ 도어 화이트

디스플레이/ 조그다이얼 아이스블루 LED / 조그다이얼

세탁코스
표준, 소량/쾌속, 절약, 찌든때, 청바지, 아웃도어, 섬세, 울/란제리, 

아기옷, 탈수, 헹굼+탈수, 통세척

물온도 ●

헹굼횟수 ●

종료예약 ●

어린이보호 ●

급배수밸브 후면좌측상단

전기코드(위치/길이) 후면우측상단/1,500 mm

스펙
세탁 전용 - W90T3100K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