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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전기레인지 및
콤비네이션 오븐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ExtraSpeed 조리 역
·타사대비30% 더빨라진
가열속도

·더높아진가열온도
·효율적인온도감지센서
·내열선과 외열선의 분리
작동으로 더욱 똑똑해진
인텔리전트가열사이클

편리한 사용
1-9단계 숫자로 원하는
세기단계를바로선택할수
있는다이렉트컨트롤
(모델에따라다름)

레 하이라이트 열선 기술
·7,000시간 (약 20년 사용시간)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친 고품질 하이
라이트히터

·선택한 세기단계에 따라 조리 역
온도일정하게유지

·독일장인정신을바탕으로
생산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전기레인지

다양한안전장치
·3단계잔존열표시
·자동전원차단장치
·안전잠금장치
·과열방지장치
·조절장치오류감지장치
·냄비보호기능

건강하고 안전한 전기레인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유해가스
배출없음

·그을음이없어쾌적한주방환경
·간편한청소

레만의최첨단하이라이트열선기술
을확인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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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전원차단장치
최대작동시간 초과 작동시 자동으로
전원꺼짐

조절장치 오류감지기능
조절장치위에음식물이나물건이놓여
진 상태로 10초 이상 경과시 자동으로
전원꺼짐

품격높은주방, 인체에무해한조리환경, 간편하고즐거운요리.
레하이라이트전기레인지로완성하실수있습니다.

3단계 잔존열 표시
·조리 역에남아있는잔존열표시
·잔존열이용한마무리조리
·화상방지

일시정지
버튼 하나로 모든 조리
역세기단계1단계로변경

타이머(남은 시간 알림)
남은작동시간액정판에표시
(모델에따라다름)

자동신속가열
·일정시간 동안 최대 세기단계 가열 후
입력한세기단계로자동변경

·예열시간단축

안전잠금장치
의도하지않은작동방지

타이머(자동 꺼짐)
·설정된조리시간경과시자동꺼짐
·최대9시간까지설정가능

과열방지장치
·하이라이트 열선이 자동으로 꺼짐과
켜짐반복

·일정한온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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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디자인
넓은스테인리스스틸프레임
조리 역
3구(확장 역1개, 일반 역2개)
조절방식
전자식Easy Control, 터치센서
+/-세기단계조절
기능
9단계세기조절, 자동신속가열,
잔존열표시, 조절장치오류감지,
안전잠금장치, 자동전원차단장치
조리 역크기및소비전력
좌측확장 : 14.5/21/27cm

(1.05/1.95/2.7kW)
우측후면일반 : 18cm(1.8kW)
우측전면일반 : 14.5cm(1.2kW)
정격소비전력 5.7kW
제품규격(WxD) 574x504㎜
타공치수(WxD) 560x490㎜

하이라이트전기레인지KM5604

디자인
넓은스테인리스스틸프레임
조리 역
4구(확장 역2개, 일반 역2개)
조절방식
전자식Direct Control, 터치센서
숫자1-9 세기단계조절
기능
9/17단계세기조절, 
자동신속가열, ExtraSpeed기능,
잔존열표시, 조절장치오류감지,
안전잠금장치, 자동전원차단장치,
타이머기능, 일시정지기능
조리 역크기및소비전력
좌측전면확장 : 10/18cm(0.6/1.8kW)
우측후면확장 : 12/21cm(1.2/2.9kW)
좌측후면일반 : 14.5cm(1.2kW)
우측전면일반 : 14.5cm(1.2kW)
정격소비전력 7.1kW
제품규격(WxD) 574x504㎜
타공치수(WxD) 560x490㎜

하이라이트전기레인지KM6202

전기레인지 구매시 레 전용세제를 드립니다. 세라믹유리 표면에 묻은 오염물질을 손쉽게 닦아낼 수 있어 제품을
항상새것처럼 관리할수있습니다. 제품과 함께제공되는스크래퍼(액세서리)를이용하여말라붙은이물질도간단
하게 제거할수있습니다.

※ 레전용세제는 레쇼핑몰에서언제든지구매하실수있습니다.  
(www.mieleshop.co.kr) 

레 세라믹유리 전용세제 증정

KM6202 설치도면

KM5604 설치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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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비네이션 오븐

퍼펙트클린 표면
오븐내부와 선반표면이
특수에나멜코팅처리되어

음식물이 들러붙지 않아 유산지 없이
베이킹을 하실 수 있고 청소도 매우
편리합니다.

클린스틸 표면
특수 마감처리된 클린스틸
표면은 지문이나 기름이

묻어도 간단히 닦아낼 수 있고 표면광
택도쉽게되살아납니다.

냉각도어
3중 유리로 구성된 오븐도
어의 외부표면은 조리 중

에도 온도가 50℃이상 올라가지 않아
화상을입을위험이없습니다. 

내부 카탈리틱 후면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오븐내부 후면은
카탈리틱 마감처리 되어 조리과정 중
발생하는 고온으로 기름때가 자동연소
되어청소가매우간편합니다.

누르면 들어가는 조절 다이얼
오븐을사용하지않을때에는조절다이
얼을눌러안으로넣을수있습니다.

클린 래스도어
오븐도어내부유리면이특수코팅처리
되어 매끄럽고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
습니다. 뿐만아니라 15kg의하중을견
딜수있을정도로 튼튼합니다.

하이라이트쿡탑KM6013
기능
12단계세기조절, 자동신속가열,
잔존열표시등
조리 역크기
좌측전면확장 : 12/21cm(6.6/2.0kW)
우측후면확장 : 17/26.5cm 

(1.3/2.2kW)
좌측후면일반 : 14.5cm(1.1kW)
우측전면일반 : 14.5cm(1.1kW)
정격소비전력 6.4kW
제품규격(WxD) 574x504㎜
타공치수(WxD) 560x490㎜

전기오븐H4412E
프로그램
팬플러스, 상하단가열, 팬그릴, 그릴,
강력굽기, 해동, 브라우닝
기능
전자시계/타이머
자동전원꺼짐기능
작동/종료시간예약기능
특징
정확한온도조절50℃~270℃
용량56ℓ, 총 4단
냉각도어(최대50℃)
증기냉각시스템
퍼펙트클린애나멜마감처리
카탈리틱후면마감처리
정격소비전력 3kW
제품규격(WxDxH) 595x544x596㎜

전기오븐KM6013 + H4412E



인덕션 전기레인지

신속한 조리
·최대출력3.7kW의트윈
부스터 기능으로 더욱
빠른조리가능

·예열시간을 크게 단축시
켜주는자동신속가열

편리한사용과청소관리
·+/- 로1-9단계세기단계

선택가능한이지컨트롤
·최대 9.5시간까지 설정

가능한타이머기능
·조리 역의표면열로인해음식물이

눌러 붙지 않아 조리 중에도 간편
하게 청소 가능

·최대작동시간초과작동시자동으로
전원꺼짐

·의도치않은작동을방지해주는안전
잠금장치

레 인덕션 기술
·4,000시간(약20년 사용)의
내구성 테스트를 거친
고품질 인덕션 히터

·조리기구바닥면에서열이바로발생
하여조리 역외표면이뜨거워지지
않음

·독일장인정신을바탕으로
생산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전기레인지

Gas HiLight Induction

가장 빠른 조리기구
레 인덕션 전기레인지

·일반 가스레인지 대비 약 3배,
하이라이트전기레인지대비
약2배더빠른가열

·조리시간단축을통한에너지절감

건강하고 안전한 전기레인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유해가스
배출 없음

·그을음이없어쾌적한주방환경
·인체에해로운전자파발생없는
안전한인덕션(지구자기장수준)

가스레인지

10분4초
(0.44kWh)

8분38초
(0.31kWh)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인덕션
전기레인지

3분44초
(0.22kWh)

[물 2ℓ를끓이는데소모되는시간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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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안전하고신속한요리
레인덕션전기레인지로완성하실수있습니다.



보온기능
음식을태우지않고따뜻하게보온하여
주기 때문에 재가열 혹은 여러 번 데울
필요가없어편리

3단계 잔존열 표시
·조리 역에남아있는잔존열표시
·잔존열이용한마무리조리

조절장치 오류감지기능
조절장치위에음식물이나물건이놓여
진 상태로 10초 이상 경과시 자동으로
전원꺼짐

자동냄비인식
냄비의크기에맞게가열

디자인
넓은스테인레스스틸프레임
조리 역
4구(트윈부스터 역 1개, 일반부스터
역3개)

조절방식
전자식Direct Control, 터치센서
숫자1-9 세기단계조절
기능
9단계세기조절, 트윈부스터
보온기능, 일시정지기능, 냄비인식기능,
잔존열표시, 오류감지기능,
안전잠금장치, 자동전원차단장치
냄비크기및출력
좌측전면 : 16-23cm(2.6/3.0/3.7kW)
좌측후면 : 10-16cm(1.4/2.2kW)
우측전면 : 14-20cm(1.85/3.0kW)
우측후면 : 14-20cm(1.85/3.0kW)
정격소비전력 7.4kW
제품규격(WxD) 574x504㎜
타공치수(WxD) 560x490㎜

인덕션전기레인지KM6314

디자인
넓은스테인레스스틸프레임
조리 역
3구(트윈부스터 역 1개, 일반부스터
역2개)

조절방식
전자식Easy Control, 터치센서
+/-세기단계조절
기능
9단계세기조절, 트윈부스터
보온기능, 냄비인식기능,
잔존열표시, 오류감지기능,
안전잠금장치, 자동전원차단장치
냄비크기및출력
좌측 : 18-28cm(2.6/3.0/3.7kW)
우측전면 : 10-16cm(1.4/2.2kW)
우측후면 : 14-20cm(1.85/3.0kW)
정격소비전력 7.4kW
제품규격(WxD) 574x504㎜
타공치수(WxD) 560x490㎜

인덕션전기레인지KM6113

7

KM6113 설치도면 KM6314 설치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