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고

전기오븐/드로워

※삼성전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복제 배포하는 경우를 금함

인덕션 전기레인지

식기세척기

BRF425220APS RB33J8797S4(우)

RB33J8797S4L(좌)

NZ63J9770EK

T-type 뉴 빌트인 인덕션

NQ50J9530BS
NL20K7100WBNV73J9770RS DW60M9975SS DW60M9975US

정통오븐 컴팩트오븐/드로워 패키지 가구부착형 SUS형



브랜드 스토리

17년 8월 폴란드에 문을 연 프리미엄 빌트인 쇼룸 ‘쿡 스토리 바이 삼성(Cook Story by Samsung)’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욕실 관련 전시회

KBIS (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18

미국 빌더(주택•부동산) 대상 프리미엄 전시회

PCBC(Pacific Coast Builder Conference) 2017

임기학 셰프 영상보기 ▶

강민구 셰프 (‘밍글스’ 대표)
임기학 셰프 ('레스쁘아 뒤 이부','라 꺄브뒤 꼬숑' 대표), 
권형준 셰프 (‘리치몬드 제과점’ 대표)
임정식 셰프 (‘정식당’ 대표)
이충후 셰프 ('제로콤플렉스' 대표)

https://www.youtube.com/user/SamsungCEKorea

삼성전자 ‘클럽 드 셰프’는 프리미엄 주방 가전에 셰프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와 생각을 접목하고 가정에
새로운 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셰프컬렉션’ 제품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프리미엄 주방 가전
에 맞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적 미슐랭 스타 셰프 8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그룹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국내 프리미엄
가전 소비 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정상 셰프들로 구성된 ‘클럽 드 셰프 코리아’가 출범
하여 활동하고있습니다. 

임기학 셰프 영상보기 ▶이충후 셰프 영상보기 ▶



브랜드 기술력

‘스마트 빌트인’으로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 구현

삼성 셰프컬렉션 빌트인은 어디서나 주요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울리고, 냉장실•냉동실 온도를 확인해 온도를 조절하거나 쾌속 냉장•냉동(Rapid 
Cooling) 기능을 외부에서 실행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설명서 없이 자동 진단, 처리해주는 스마트
A/S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 삼성 스마트 홈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4.0 이상 및 iOS 8.0 이상부터 지원 (반드시 삼성 스마트 홈 앱을 다운로드해야 함)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

세계 최대 가전·IT제품 전시회 CES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 혁신상 수상
(※더블 월오븐/가스 쿡탑/프로페셔널 레인지/콤비오븐) 

영국의 유명 제품 평가 전문지 ‘트러스티드 리뷰(Trusted Reviews)’ ‘에디터 초이스’선정
(※전기레인지 인덕션)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지털 제품 테스트 온라인 매거진 ‘레뉴메리끄(Les Numeriques)’5점 만점
(※전기오븐) 



냉장고 T-type

부엌의 높이와 맞춘 T타입 키친 핏 스타일로
주방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해드립니다.

주방의 품격을 더하는 T타입 키친 핏 스타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냉장고안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뷰 카메라 & WIFI

상단과 사이드까지 3면에 위치한 LED 조명으로 더욱 환하게, 
부드럽고 균일한 효과의 면조명 방식으로 더욱 고급스럽고
비춰줍니다.

3면 LED 조명으로 내부를 더욱 환하게

모든 칸을 신선하게 - 메탈쿨링 커버

벽면을 감싼 메탈 커버로 냉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어느 칸에 음식을 보관해도 항상 신선합니다.

※ Android 6.0 OS 및 iOS 10.0, iPhone6 이상을 지원하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T-type

오래 보관하는 냉동 식재료를 위해 안정적 온도 유지로
보존력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정온 냉동 기술

냉장실, 냉동실은 물론 전문 변온실 (참맛냉동실)에도
별도의 냉각 팬이 있어 칸 칸 별로 최적의 온도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냄새 섞임 걱정까지 없애줍니다.

트리플 독립냉각

냉장실, 냉동실의 확장 칸으로, 또는 특선 칸, 살얼음칸으로
재료에 따라 계절에 따라 자유롭게 온도 전환을 할 수 있습
니다.

전문변온실(참맛냉동실)

도어를 열면 “컨트롤 잠금(Control Lock)”만 켜지고, 
'Control Lock'키를 3초간 누른 후에 다른 기능 키가
켜집니다. 또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손에 닿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게 제어 할 수 있습니다.

히든 컨트롤 패널을 통한 편리한 제어

미세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 며칠이 지나도
갓 구입한 듯 식재료의 신선함을 선사합니다. 

정온 냉장 기술

생선, 육류의 풍미 유지에 최적화된 온도인 -1 ℃ 
셰프 팬트리로 재료 본연의 식감과 맛을 느껴보세요. 

셰프 팬트리

※ 정온냉장 동작 시 온도편차 ±0.5 ºC (셰프모드 동작 시 내부온도 : 냉장실 2 ºC, 셰프 팬트리 -1 ºC) 
※ 자사 실험치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냉각기 1개인 자사 일반냉장고와 비교) 

※ 평상시 정온냉동 ±0.5 ℃, 성에 제거 시 정온냉동 최대 3 ℃ 
※ 자사 실험치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냉장고

온도변화를 최소화시키는 미세정온기술로,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과 향, 질감까지 유지시켜 원산지에서 맛볼 수
있었던 신선함을 선사합니다.

냉장실, 냉동실 각각의 전문 냉각기로 공간별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며, 차가운 메탈 플레이트로
온도변화를 최소화해 정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셰프 존
생선과 육류 본연의 질감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적의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셰프모드

Space Max 기술 적용
디지털 인버터 기술과 무효 공간을 최소하는 기술인
Space Max 기술로, 독립냉각이 적용된 뉴 빌트인
냉장고에 최대 343ℓ를 구현하였습니다. 

독립냉각 & 메탈쿨링

뉴 빌트인



냉장고

셰프의 Insight가 반영된 셰프 팬은 위생적인 스테리인
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져 선반 아래 숨은 공간에 수납
하거나, 셰프 존에 움직이는 트레이 처럼 수납이 가능하
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멀티 온도 전환으로 냉장실 온도 2 ℃ 에서 냉동실 온도
-23 ℃ 까지 4단계로 전환이 가능한 참 맛 냉동실로 더욱
신선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
높은 에너지 소비효율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며 사용
조건에 따른 회전 수 조절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운전하여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셰프 팬

주방 품격을 상승시키는 스플렌디드 메탈
리얼 스테인리스에 핸드 크래프트의 섬세한 세공 기술을
적용하여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맛 냉동실

키친 핏 (Kitchen Fit) 디자인

가전 제품의 외관을 주방 가구가 감싼 ‘트루 빌트인’ 형태와 달리
가전 제품 본연의 디자인을 살리면서도 빌트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킵니다. 
설치∙해체∙이동이 용이하며 빌트인과 프리스탠딩 (필요한 공간에
쉽게 설치하는 방식) 둘 다 가능한게 장점입니다.

뉴 빌트인



전기레인지

상판 글라스 아래에 위치한 LED를 통해 인덕션 전용 용기에
가상의 불꽃 모양을 비춰 동작 여부는 물론 불의 세기까지 눈
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
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의 마그네틱 다이얼로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탈부착 방식으로 조작부 주변까지도 말끔하게
청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로도 병행 조작이 가능
하여 더욱 편리합니다.

플렉스 존

넓게 구성된 플렉스 존은 다양한 용기의 활용이 가능하며,
한 번에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할 수도 있어 시간이 단축
됩니다.

가상 불꽃

명품 독일 쇼트사 Ceran® 글라스 사용

마그네틱 다이얼

유리 제조과정에 많이 사용되는독성 중금속인 비소와
안티몬을 포함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세라믹 글라스를 제작
하고 있으며, 기존 강화유리 대비 강도와 경도가 높아 안전
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인덕션



전기오븐

미세한 온도와 수분 조절을 통해 100℃ 이상의 고온 베이퍼
를 요리에 골고루 분사하는 고메 베이퍼로 겉은 바삭 하면서
도, 속은 부드러운 뛰어난 식감을 가진 요리를 선사합니다.

사용하기 쉬운 풀터치 LCD 디스플레이로 오븐의 사용은
더욱 편리해지고 약 50여종의 풍부한 자동 요리 레시피
를 제공해 요리가 쉬워집니다.

Wi-Fi 스마트 컨트롤

고메 베이퍼 (Gourmet Vapour Technology™)

로스팅 온도센서

풀터치 LCD 디스플레이

원하는 측정온도를 설정하여 로스팅 온도센서를 활용하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한 내용을 디스플레이에 모니터링
해줍니다.

스마트 컨트롤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든 원격 모
니터링, 알림, 원격 조정 기능으로 조리 모드 / 온도 / 시간 / 
에러 코드 등을 확인하고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4.0 이상 및 iOS 8.0 이상부터 지원

정통오븐



전기오븐 컴팩트오븐/드로워 패키지

빠르게 가열해주는 듀얼 팬으로 오븐을 빠르게 가열하여
음식을 골고루 조리할 수 있으며, 50 L 대용량으로 베이킹,
바비큐 등 대용량 요리를 한 번에 조리할 수 있어 효율적
입니다. 

풀터치 LCD 디스플레이로 조작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
으며, 조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어 요리를 더욱 손쉽
게 조리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에 강한 깨끗한 조리공간

에나멜 코팅으로 더욱 간편하고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긁힘 없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가 손쉬워지는 50 L 대용량

드로워 패키지

풀터치 LCD 디스플레이

다양한 제품 보관이 가능한 드로워 패키지 구성으로
오븐 사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드로워는 단독판매불가



식기세척기

고정 노즐에서 높은 수압의 물을 분사하여 폭포수 같은
물 장벽을 만들고, 자동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반사판
으로 사각 지역을 최소화해 깔끔한 세척이 가능합니다.

워터월(WaterWall™ Technology)  세척 방식

소량의 식기를 위한 분리 세척

단독으로 작동이 가능한 하단에 소량의 식기를
세척 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강력한 집중 세척이 가능한 부분 강력 세척

5개 노즐에서 더욱 높은 수압의 물이 왼쪽에 집중
분사되어 식기를 강력하게 세쳑 합니다.

다양한 세척 코스, 위생적인 고온헹굼

식기의 오염 수준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시간으로
세척, 건조를 해주는 자동 세척 기능부터 70 ℃ 이상의
고온 헹굼까지 식기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식기세척기

기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 건조 시 발생한
내부 증기를 빠른 시간에 배출하고, 외부 공기와 빠른
공기 순환을 하여 식기 건조 성능을 향상 시켜줍니다. 
에어 커튼 방식을 적용하여 내부 증기에 의한 가구 손상
을 방지 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선반과 착탈식 와이어를 적용한 식기 바구니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식기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건조력을 향상 시켜주는 자동 문 열림

간편한 높이 조절수납 효율성이 뛰어난 식기바구니

One Touch 방식으로 상단 식기 바구니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 컨트롤

세척 코스, 옵션 조작부터 자가진단 정보까지 스마트
컨트롤로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160년 동안 유지돼 왔던 로터리 세척 방식이 아닌 혁신적인 식기 세척
기술인 '워터월(WaterWall)'은 식기세척기 하단 뒤쪽에서 강력한 수압의
물을 쏘아 주면 앞뒤로 움직이는 반사판에 맞아 식기세척기 내부 벽과
천정에 폭포수와 같은 거대한 물 장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 장벽은
아래로 쏟아져 구석에 있는 접시까지 모두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4.0 이상 및 iOS 8.0 이상부터 지원



모델명 BRF425220AP

규격

제품크기
(W*H*D mm)

1,048 x 2,118 x 605 (Door 제외)
1,060 x 2,118 x 630 (Door 포함)

설치공간
(W*H*D mm)

1,065 x 2,135 x 670 

용량 621 L (냉장 : 445L / 냉동 841L)

소비전력 27.5kWh/월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기본 사양

도어알람 있음

잠금키 있음

컴프레서 듀얼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

디스펜서 Hidden Dispenser

냉각방식 독립냉각 트리플 독립냉각 & 메탈쿨링

냉장실
사양

LED 라이팅 3면 입체 조명

도어가드 개수 6 개

선반 개수 (전체) 5 개

선반 재질 강화유리

선반타입 높이조절 선반

야채실 박스 개수 2 개

탈취기 있음

특선실 Chef Pantry(야채/과일, 음료, 특선)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 중앙 상단 / 3,300 mm

설치정보

T-type 냉장고

BRF425220APS도어 SUS 패키지

본체 BRF425220AP

※ 상기 Spec은 변경될 수 있음

부엌의 높이와 맞춘 T타입 키친 핏 스타일로 주방
인테리어를 한층 업그레이드해드립니다.

주방의 품격을 더하는 T타입 키친 핏 스타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냉장고안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뷰 카메라 & WIFI

벽면을 감싼 메탈 커버로 냉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어느 칸에 음식을 보관해도 항상 신선합니다.

※ Android 6.0 OS 및 iOS 10.0, iPhone6 이상을 지원하며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칸을 신선하게 - 메탈쿨링커버



모델명 RB33J8797S4

크기 (W×H×D, mm) 595 × 1,927 × 590

용량 343 ℓ (냉장 : 220ℓ / 냉동 : 123ℓ)

소비전력 20.5 kWh/월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설치 및 사용성 키친 핏 디자인

디스플레이 메탈릭 LED Display (내부)

성능
냉각방식 독립냉각&메탈쿨링

컴프레서 디지털인버터

냉장

특선실 셰프존 (3단 레일)

셰프모드 ●

셰프팬 ●

와인랙 ●

급속냉장 ●

냉동

아이스메이커 트레이, 저장그릇

대용량서랍 ● (메탈데코)

급속냉동기능 ●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 좌측 상단 / 2,500 mm

설치
정보

뉴 빌트인 냉장고

RB33J8797S4

RB33J8797S4L

우타입

좌타입

온도변화를 최소화시키는 미세정온기술로,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과 향, 질감까지 유지시켜 원산지에서 맛볼 수
있었던 신선함을 선사합니다.

냉장실, 냉동실 각각의 전문 냉각기로 공간별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 주며, 차가운 메탈 플레이트로
온도변화를 최소화해 정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셰프모드

독립냉각 & 메탈쿨링

셰프 존
생선과 육류 본연의 질감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적의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 상기 Spec은 변경될 수 있음



모델명 NZ63J9770EK

크기
(W×H×D, mm)

600 x 56 x 520 

따내기 크기
(W×D, mm)

560 x 490

매입깊이 56 mm

화구수 인덕션 3구 (2 Flex Zone + 1 Circle)

전체출력 6.6 kW

전기인입 차단기 직결식

화력표시 버츄얼 플레임+동작감지 램프

컨트롤 탈착가능한 마그네틱 다이얼+터치 버튼

색상 Diamond Gray

프레임타입 베벨드

글라스 독일산 Schott CeranⓇ

부스터 ●

온도조절단계 15단계 (14+Booster)

조리기구 감지 ●

보온기능 ●

일시정지 ●

타이머 ●

어린이보호 ●

잔열표시 ●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 우측 하단/1,500 mm

설치정보

전기레인지

NZ63J9770EK

간단한 조작으로 퀵 스톱, 타이머, 보온기능,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기능

모던한 다이아몬드 그레이 색상
모던한 다이아몬드 그레이 색상은 주방의 격을 더욱 높여
주며, 이물질이나 스크래치, 지문 등을 덜 보이게 합니다.

상판 글라스 아래에 위치한 LED를 통해 인덕션 전용 용기에
가상의 불꽃 모양을 비춰 동작 여부는 물론 불의 세기까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가상 불꽃

※ 상기 Spec은 변경될 수 있음

인덕션



모델명 NV73J9770RS

크기
(W×H×D, mm)

595 x 595 x 566

설치공간
(W×H×D, mm)

570 x 600 x 570

용량 73 L

디스플레이 Full Touch LCD

컨트롤 다이얼 없음

자동요리종류 50종

스팀or베이퍼 기능 고메 베이퍼 기술

청소 기능 고온청소, 스팀청소

Wi-Fi ●

로스팅 온도센서 ●

오토클로징 ●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 좌측 하단 / 1,500 mm

설치정보

전기오븐

NV73J9770RS정통오븐

스팀 청소 기능
스팀 클리닝은 고내에 수분을 첨가하여 더욱 촉촉한 상태
에서 고내의 오염물을 제거 할 수 있도록 청소를 용이하게
도와 줍니다.

미세한 온도와 수분 조절로 100℃ 이상의 고온 베이퍼를
요리에 골고루 분사하는 고메 베이퍼로 겉은 바삭 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운 뛰어난 식감을 가진 요리를 선사합니다.

고메 베이퍼 (Gourmet Vapour Technology™)

Wi-Fi 스마트 컨트롤

스마트 컨트롤 기능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든 원격
모니터링, 알림, 원격 조정 기능으로 조리 모드 / 온도 / 
시간 / 에러 코드 등을 확인하고 조절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Spec은 변경될 수 있음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4.0 이상 및 iOS 8.0 이상부터 지원



모델명 NQ50J9530BS

크기
(W×H×D, mm)

595 x 454.2 x 570

설치공간
(W×H×D, mm)

570 x 450 x 570

디스플레이 Full Touch LCD

컨트롤 다이얼 없음 Full Touch

조작 판넬 높이 85mm

다이얼컬러 블랙

Wi-Fi -

전기코드(위치/길이) 후면 우측 상단 / 2,200 mm

설치정보

모델명 NL20K7100WB

크기
(W×H×D, mm)

595 x 140 x 556

용량 22 L

오픈 컬러 블랙 글라스 & 스테인레스 트림

컨트롤 푸쉬 & 풀 푸쉬 & 풀

Trim Stiss 롱 헤어라인

비고 NQ50J9530BS 전용

NQ50J9530BS

NL20K7100WB

컴팩트오븐

드로워

전기오븐

빠르게 가열해주는 듀얼 팬으로 오븐을 빠르게 가열하여
음식을 골고루 조리할 수 있으며, 50 L 대용량으로 베이킹,
바비큐 등 대용량 요리를 한 번에 조리할 수 있어 효율적
입니다. 

풀터치 LCD 디스플레이로 조작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
였으며, 조작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어 요리를 더욱
손쉽게 조리 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에 강한 깨끗한 조리공간

에나멜 코팅으로 더욱 간편하고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
합니다. 또한 긁힘 없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가 손쉬워지는 50 L 대용량

풀터치 LCD 디스플레이

※ 상기 Spec은 변경될 수 있음



모델명 DW60M9975SS  / DW60M9975US

제품 크기
(W×H×D, mm)

598 x 820 x 575

설치 공간
(W×H×D, mm)

600 x 820 x 575

용량 12인용

LED컬러 아이스블루

컨트롤 히든 터치버튼

세척방식 워터월 (Linear)

세척코스 6단계 (강력, 자동, 섬세, 표준, 급속, 간편)

Wifi ●

옵션
예약, 분리세척, 시간절약, 고온헹굼, 어린이보호, 
고온세척, 부분강력세척, 자동문열림, 스마트컨트롤

식기 바구니 핸들 중단/하단

에너지소비량
0.97 kW
(1회, 표준)

물 소비량 13.9 L (1회, 표준) 

전기코드 (위치/길이) 후면 우측 하단 / 1,500 mm

설치정보

식기세척기

DW60M9975SS도어부착형

STSS 도어

고정 노즐에서 높은 수압의 물을 분사하여 폭포수 같은 물
장벽을 만들고, 자동으로 앞뒤로 움직이는 반사판 으로 사각
지역을 최소화해 깔끔한 세척이 가능합니다.

워터월(WaterWall™ Technology)  세척 방식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 컨트롤

세척 코스, 옵션 조작부터 자가진단 정보까지 스마트 컨트롤
로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 상기 Spec은 변경될 수 있음

다양한 세척 코스, 위생적인 고온헹굼

식기의 오염 수준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시간으로
세척, 건조를 해주는 자동 세척 기능부터 70 ℃ 이상의
고온 헹굼까지 식기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4.0 이상 및 iOS 8.0 이상부터 지원

DW60M9975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