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lfCookingCenter®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바램은 라치오날을 움직입니다.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라치오날은 고객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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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아이디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콤비스티머부터  
SelfCookingCenter®까지.

습열 건열 콤비 

라치오날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주방기기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40년 이상을 매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해주며, 

쉬운 작동법과 완벽한 요리 결과에 

맞게 조리해줍니다. 

또한 주방에서의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주함을 

해방시켜주는 라치오날은 고객 

스스로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5

스팀기 

건열 오븐 

인공 지능

= SelfCookingCenter®

동영상 보기

4

이 모든 것은 한 주방기기 안에 습열과 건열 기능을 통합시키는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라치오날은 1976년 자사 최초로 콤비스티머를 개발하였고, 

이후 꾸준히 개선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주방의 일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라치오날은 인공지능을 가진 요리 조수를 개발하였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콤비스티머를 뛰어넘는 5가지 감각을 지닌 새로운 

SelfCookingCenter®입니다. 이 새로운 요리 조수는 느끼고, 인식하고, 함께 

생각하며 소통까지 합니다. 이 요리 조수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또한 최신 네트워크 솔루션인 ConnectedCooking을 이용하신다면, 

중앙 제품관리, 스마트폰 원격 접속으로 인한 자동 HACCP문서화는 물론, 

언제어디서나 항상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 주방에도 안성맞춤. 
증명된 고객 만족.

과거 셰프들은 맛있는 요리를 조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오븐, 화덕, 부침기, 튀김기, 찜기, 냄비, 볶음용 팬 등과 같은 특수한 

기구들도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SelfCookingCenter는 어떠한 주방에서도 

요리를 빠르게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방기기 입니다.

새로운 SelfCookingCenter®는 약 1 m² 이하의 면적에서 그릴, 구이, 

베이킹, 찜, 끓이기, 데치기, 조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리하시려는 음식이 육류, 생선류, 가금류, 채소류, 달걀 요리, 

제과제빵류, 디저트류 등 어떤 조리일지라도, 또한 30인분 혹은 수천 

인분이라 할지라도 모두 가능합니다.

SelfCookingCenter®는  

현재 작은 사이즈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SelfCookingCenter® XS.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 브로슈어를 

요청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rationalkore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방기기 안에 습열과 건열 기능을 통합시켜 요리의 새로운 장을 

열어드립니다. 조리되면서 손실되는 영양소가 적어 훨씬 더 몸에 좋은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SelfCookingCenter®는  

기존 재래방식의 95 % 조리 방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0~130 °C의 습열 

고성능 청정 증기 발생기의 

100 % 포화 증기와 정확한 증기 

온도로 채소류, 생선류, 달걀 요리 

등의 표면이 마르지 않고 진한 

색감이 유지되며,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 손실이 적습니다. 

습열 모드에서는 삶기, 데치기,  

찜 등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30~300 °C의 건열 

뜨거운 열풍으로 최대 300℃

까지 온도가 올라가 원하는 요리 

결과에 맞게 표면은 바삭하고 속살은 

육즙이 가득한 상태로 조리됩니다. 

건열 모드에서는 부드러운 필레, 

바삭한 커틀릿, 그릴 스테이크, 

제과제빵류, 냉동 인스턴트식품  

등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30~300 °C의 콤비  

뜨거운 증기와 열풍을 모두 

사용하여 조리 시 손실되는 수분과 

육즙을 보호하고, 식재료의 중량 

감소를 최소화하며, 재래방식으로 

조리할 때보다 조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콤비 모드에서는 구이, 

그라탱, 수플레 등을 조리할 수 

있으며 골고루 브라우닝 됩니다.

셰프들이 늘 상상하던 휴식과 같은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빠른 조리시간과 

쉬운 작동법, 완벽한 요리 품질, 비용 및 에너지 절감까지. 노릇노릇하게 

굽기 위하여 계속 뒤집고, 지켜보며, 불 조절하는 일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조리 온도와 브라우닝이 모니터링되어 조리 온도, 습도, 시간을 스스로 

조절합니다.

750,000 대가 넘게 판매된 라치오날 제품은 전 세계 외식 주방의 표준  

제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라치오날 사용고객의 93 %가 최고의 고객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TNS 인프라테스트 고객만족도 분석 결과 2016) 이를 증명하듯이 거의 

모든 라치오날 제품이 계속 추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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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중요합니다. 
5가지 감각을 소유한 
SelfCookingCenter®

새로운 SelfCookingCenter®는 인공 지능으로 음식을 만들어 대혁신을 

일으킨, 세계 최초의 쿠킹시스템 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요리 결과. 

즉, 익힘 정도를 살짝 익힐지 완전 익힐지, 색상은 연하게 또는 진하게 

할지, 겉면은 바삭하게 또는 부드럽게 할지 등을 설정만 하면 됩니다. 

쿠킹시스템이 조리 온도, 습도, 팬 속도를 이상적으로 조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재조절합니다.

5가지 감각을 갖추고 있어 조리실 내부 상태를 느끼고, 식재료의 크기와 

적재량을 인식하며, 이상적인 조리 모드를 미리 생각하고, 요리사가 

선호하는 조리방법을 배우며 요리사와 소통합니다. 

요리사, 영양사, 물리학자, 엔지니어가 함께 연구하여 현대 조리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 성능, 요리 품질, 단순성 및 효율성의 새로운 기준을 

정했습니다.

라치오날 고객이라면, 어느 누구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수준입니다.

>  조리실 내부의 현재 상태와 식재료 상태를 느낍니다. 

>  식재료의 크기, 적재량, 상태를 인식하여 익힘 정도를 계산합니다.

>  고객이 선호하는 조리 방법을 배우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  미리 생각하여 고객이 원하는 요리 결과에 이상적인 조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이 설정한 대로 라치오날이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한눈에 보는 장점: 

>  언제나 완벽한 요리 품질

>  비전문가에게도 간단한 작동법

>  최소한의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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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SelfCookingCenter® 
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맛있게 조리합니다.

라치오날의 목표는 고객의 일을 가능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SelfCookingCenter®는  

4가지 지능적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조수로서  

요리 품질, 간단한 작동법,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기본 조리 - 수동 모드 

SelfCookingCenter®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습열, 건열, 콤비 모드에서 고객이 직접 원하는 조리 

온도, 시간, 습도까지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 조리를 통한 간단함 – iCookingControl  

식재료를 선택하고 원하는 요리 결과를 설정하면 끝!  

iCookingControl은 고객이 입력하는 대로 조리합니다. 

주방에 있는 분이라면 그 누가 설정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iCookingControl이 식재료의 크기, 

적재량, 상태를 인식하고 스스로 알맞은 익힘 정도를 

계산하여, 고객이 원하는 요리 결과에 맞게 조리 온도, 

시간, 습도, 팬속도까지 최적으로 조절합니다. 

똑똑한 혼합 적재 – iLevelControl 

다양한 요리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iLevelControl이 함께 조리할 수 있는 요리를 

표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고 시간, 

비용, 공간,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조리 시간은 식재료 

적재량, 문 열림 횟수 및 시간에 따라 필요한 만큼 

스스로 조절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조리될 걱정 없이 

항상 똑같은 요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상의 요리 품질을 위한 정밀성 – HiDensityControl 

고밀도 제어장치가 현재 조리실 상태를 스스로 느끼고 

인식합니다. HiDensityControl은 조리 상태에 따라 

열과 습을 필요한 곳에 정확한 양을 전달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로 각 선반마다 균일한 

최상의 요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능적인 자동 세척 기능 – Efficient CareControl 

Efficient CareControl은 유일무이한 자동 세척 

시스템으로, 찌든 때와 석회질을 간단히 제거합니다. 

오염도에 따라 필요한 세척단계를 스스로 계산하고 

필요한 양의 세제를 측정하여 적합한 세척 단계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세척단계는 시간 절약, 

환경 보호,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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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요리 결과 선택하기,  
식재료 적재, 끝. 
iCookingControl.

원하는 요리 품질에 맞게 조리하는 

것이 이렇게 편리한적이 없습니다.  

SelfCookingCenter®로 가금류, 

육류, 생선류, 달걀 요리, 제과제빵류, 

디저트류 등 영양 손실 없이 조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요리 결과를 

설정하면 SelfCookingCenter®가 

고객이 원하는 요리 결과에 맞게 

스스로 조리합니다. 유일무이한 

인공조리 iCookingControl이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요리 상태로 

정확하게 조리해줍니다.

iCookingControl 은 중심온도계를 통해 식재료의 크기, 적재량,  

상태를 인식하고 스스로 알맞은 익힘 정도를 계산하여, 고객이 원하는  

요리 결과에 맞게 조리 온도, 시간, 습도, 팬속도까지 최적의 상태로 

조절합니다. 설정이 바뀌면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알려주고 현재의 

조리과정뿐만 아니라 적용된 모든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ookingControl은 고객이 선호하는 조리 방법을 배우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더 이상 조절하거나 지켜볼 필요 없이, 고객이 설정한  

요리 결과에 맞게 조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요리 조수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장점:

>  지능적인 조리 과정:  

지켜보며 조절할 필요 없음

>  버튼으로 요리 결과 선택: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작동법

>  조리과정 자동 조절: 

 언제나 최상의 요리 결과

>  항상 최상의 요리 결과: 

기존 재래방식에 비해 20 %까지 

낮아진 원재료 사용비

iCC Cockpit을 통해 현재 쿠킹시스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C Monitor는 쿠킹시스템이 어떤 설정을 

실행중인지 보여줍니다.

원하는 요리 결과를 설정합니다.  

SelfCookingCenter®가 고객의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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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시에, 항상 시간에 맞게. 
iLevelControl.

“새로운 RATIONAL 덕분에 일품요리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고객들은 요리품질이 완벽하다고 

칭찬합니다. 현재 시간당 30 % 더 

많은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직원수로 말이죠.”

Harald Keßler, 오너, Gasthaus zum 

Luitpold, Fuchstal/Leeder,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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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velControl로 일품요리와 다양한 브런치 메뉴를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약 1㎡ 이하의 면적에서 다양한 

종류의 조리기구 일반팬, 그릴팬, 부침팬, 튀김팬, 구이팬 등을 

동시에 사용하여 단 한 대의 제품으로 다양한 종류의 요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SelfCookingCenter®가 함께 조리할 수 있는 요리들을 

표시해줍니다. 고객이 원하는 요리 결과를 설정하면 

iLevelControl이 각 선반을 모니터링 합니다. 식재료 적재량, 

문 열림 횟수 및 시간에 따라 iLevelControl이 지능적으로 

조리시간을 조절하고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즉시 알려주기  

때문에 항상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면, iLevelControl 디스플레이 창 해당 선반에  

조리 완료 그림이 표시됩니다. 고객의 설정에 따라 식재료 

적재가능한 선반 및 조리 완료 그림이 표시됩니다. 항상 고객이 

원하는 요리 결과에 맞게 정확하게 조리됩니다.

한눈에 보는 장점:

>  동시에 다양한 요리 가능:  

콤비스티머가 없는 기존 조리방법 대비 최고 효율성 및 최대 

70 % 에너지 절감 

>  모니터링 및 지능적인 조리 시간 조절:  

지켜보지 않아도 완벽한 요리 품질

>  함께 조리 가능한 요리 표시:  

간단한 작동법



여러분의 손님은 매일 최상의 
요리를 맛보게 됩니다. 
HiDensityControl.

청정 증기 발생기: 정확한 증기온도와 최대 포화 증기가 

최상의 요리 품질을 보장합니다. 비싼 연수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HiDensityControl: 축적된 파워

지능적인 습도관리: 습도 조절은 식재료 고유의 수분까지 

고려하여 구이는 바삭하고, 빵은 부드럽게 조리합니다. 

또한 조리실 내부 습도를 정확하게 조절 및 유지합니다.

역동적인 공기 대류: 고성능 양방향 팬이 식재료의 

적재량과 조리 상태에 따라 공기 속도 및 방향을 

지능적으로 조절합니다. 조리실 내부에 최적의 공기 

분포로 균일한 요리 결과를 보장합니다.

완벽한 제습: 혁신적인 진공 기술로 조리실 내부의 

습기를 빠르게 제거합니다. 노릇노릇하고 바삭한 

튀김옷을 완성하는 효과적인 제습기능입니다.

한눈에 보는 장점:

>  역동적인 공기 대류:  

각 선반마다 완벽한 균일성

>  완벽한 제습:  

노릇노릇하고 바삭한 튀김옷

>  최대 포화 증기: 

섬세한 요리도 마르지 않음

>  최대 온도 300℃ 의 고성능:  

선명한 그릴 무늬 조리도 대량 조리 가능 

짧은 예열시간과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

“이렇게 대량으로 조리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SelfCookingCenter® 202모델로 

단 12분 만에 240개의 커틀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번에 

생산할 수 있어 평소보다 두 배가 

빨라졌으며, 품질 또한 최고입니다.”

Kurt Stümpfig, Linde AG 엔지니어링 사업부 

캐터링 서비스 총괄, 플라흐, 독일

탁월한 요리 품질은 특히 대량조리일 

경우에 충분한 힘과 성능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허 받은 HiDensityControl은 최상의 

요리 품질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조리실 내부의 열과 공기,  

습도를 식재료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을 균일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줍니다.

조리실 내부의 고밀도 제어장치가 실시간으로 현재  

조리실 내부의 상태를 느끼고, 인식하여 조리에  

필요한 에너지양을 정확하게 최적의 상태로 조절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로 각 선반마다 

균일하고 완벽하게 요리품질을 보장합니다.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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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질 없는 청결함.
Efficient CareControl.

Efficient CareControl은 SelfCookingCenter® 를 자동으로 세척하고 석회질도 

제거해 줍니다. 오염도에 따라 필요한 세척 단계를 스스로 계산하고 필요한 양의 

세제를 측정하여 적합한 세척 단계를 제안합니다. 모두 퇴근한 밤사이에도 세척이 

가능합니다.

SelfCookingCenter®가 세척이 필요하면 자동으로 세척을 요청하여 항상 제품의 

위생과 청결을 관리합니다. 원하시면 상황에 따라 세척 단계를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손이 많이 가는 비싼 연수 장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Efficient CareControl은 이전 모델 대비 30 %가량 비용을 절약합니다*. 

이로써 힘든 손 세척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고체 세제를 사용하여 안전합니다.

* 2014년 이전 모델

한눈에 보는 장점:

>  고체 세제:  

고체 세제 사용으로 안전 보장

>  오염도 인식과 지능적인 세척단계 제안: 

최소한의 유지비 및 효율성

>  석회질 자동 제거: 

석회질 제거 및 연수장치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개별적인 세척 단계 설정: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 보장

“우리에게 더 이상 연수장치는 필요하지 

않아 연간 최소 120만원을 절약합니다. 

또한 세제, 물, 에너지 등의 유지비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Alan Bird, 오너, Birds of Smithfields, 런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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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시간, 공간, 
에너지 절약. 
whitefficiency.

whitefficiency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지속가능성에 

기여합니다. 라치오날은 대학기관들과 공동으로 자원보호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환경보호 인증 제품을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판매, 유통하며 폐기기 수거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whitefficiency가 여러분의 주방에 가장 확실한 가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물, 식재료를 절약하여 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라치오날은 최대 30 %까지 공간 활용에 

효율적이며 기존 조리 기구들을 40~50 %까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hitefficiency는 항상 고객 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라치오날의 서비스 방식은 제품 구매에서부터 제품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해드립니다.

두 대의 SelfCookingCenter® 101모델을 사용하여 일 평균 200인분의 음식을 만드는 레스토랑. 

콤비스티머가 없는 재래 방식의 주방 대비 더 많은 수익창출.

수익 월별 예산  

금액 

월별 추가  

소득 

직접 계산 

해보십시오

육류/생선류/가금류

iCookingControl로 정확하게 조절되어 

식재료 구입비 평균 20 %까지 절감.*

식재료 구입비

￦ 10,200,000

SelfCookingCenter® 사용 시 

식재료 구입비

￦ 8,100,000

= ￦ 2,100,000

기름

거의 필요 없음. 기름 구입 및 폐기 비용을 

최대 95 %까지 절감.

식재료 구입비

￦ 63,000

SelfCookingCenter® 사용 시 

식재료 구입비

￦ 3,200

= ￦ 59,800

에너지

완벽한 요리 결과, iLevelControl 최신  

제어 기술로 에너지 소비량 70 % 절감.*

소비량

6.300 kWh × ￦ 240 (kWh 당)

SelfCookingCenter® 사용 시 소비량

1.890 kWh × ￦ 240(kWh 당)

= ￦ 1,058,400

작업시간

iLevelControl은 혼합적재를 통해 생산 

시간을 50 %까지 단축. 

iCookingControl로 일상적인 반복 작업이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60 시간 단축 × ￦ 35,000 = ￦ 2,100,000

연수장치/석회질 제거

Efficient CareControl 사용 시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재래 방식 비용

￦ 80,000

SelfCookingCenter® 사용 시 비용

￦ 0

= ￦ 80,000

월별 추가 소득 = ￦ 5,398,200

연간 추가 소득 = ￦ 64,778,400

* 콤비스티머가 없는 재래 방식의 주방과 비교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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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최고의 요리 품질. 
올바른 액세서리 - 완벽한 동반자.

라치오날 정품 액세서리를 사용하시면 SelfCookingCenter®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리 튀겨진 제품, 닭고기, 오리고기 

및 새끼 돼지, 새끼 양 통구이 등과 같은 특별한 요리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커틀렛, 스테이크는 뒤집을 필요 없이 조리할 수 

있습니다. 라치오날 정품 액세서리는 라치오날 제품에 최적화 되어 

있고, 견고성이 뛰어나 매일 고되고 바쁜 전문 셰프들의 주방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릴 / 피자팬 

피자팬은 열전도율이 뛰어나 다양한 종류의 피자, 피타빵, 

타르트 플랑베를 최상의 요리 품질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팬을 뒤집어 사용하면 채소, 스테이크 또는 생선에 완벽한 그릴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격자 / 일자 혼합 그릴팬 

새로운 모양의 격자/일자 혼합 그릴팬을 사용하면 하나의 그릴로 

두 가지의 그릴 무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격자/일자 혼합 

그릴팬의 어떤 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형적인 일자 그릴 무늬 

또는 오리지널 미국 스테이크 하우스의 그릴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이 / 베이킹팬 

라치오날의 알루미늄 베이킹팬은 식재료가 눌어붙지 않으며, 

견고하고 수명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롤빵, 데니쉬페이스트리, 

구이 및 커틀렛 등이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조리됩니다.

멀티 베이커 

멀티 베이커는 달걀프라이, 오믈렛, 감자전, 또띠아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기에 적합합니다. 특수 테플론 코팅으로 음식이 눌어붙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액세서리 브로슈어 및 사용설명서를 요청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rationalkore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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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차이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로형 적재 트롤리

세로형 적재 트롤리의 경우 

문 폭이 좁아 일품요리 시 문을 

자주 열어도 에너지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문이 

열리는 반경이 작아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재료가 

소량일 경우, 1/3GN과 2/3GN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리실 3중 유리문

최신 열 반사 코팅 처리된 3중 

유리문은 최소한의 열 손실을 

보장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을 

최대 1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리면을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6-point 

중심온도계

중심온도계가 잘못 꽂혀있어도 

식재료의 가장 차가운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항상 모든 

식재료가 정확하게 조리됩니다.

청정 증기 발생기

최고의 요리 품질을 얻기 위해 청정 증기 발생기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데치기의 경우 위생적인 청정 증기가 낮은 온도에서도 

100 % 포화 증기를 보장합니다. 세척과정에서 증기 발생기의 석회질이 

자동으로 제거되어 값비싼 연수 장치 및 수동 석회질 제거가 필요 

없습니다.

자동 리턴 기능을 갖춘 

내장형 핸드샤워기

무단계 분사 정량 및 인체공학적 

핸들링으로 강한 오염도 세척이 

가능하고 추가 급수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내장된 자동 리턴 

장치와 용수 자동 차단장치는 

최상의 안전과 EN 1717 및 

SVGW(스위스 가스 및 수도 전문 

협회)에서 인정받은 위생기준을 

제공합니다.

조리실 온도  

최대 300℃까지

SelfCookingCenter®는 특수하고 

견고하게 제작되어 연속 작동 

시에도 조리실 온도가 최대 300℃

까지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그릴 

또는 시어링 등의 대량 조리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심온도계 지지대를 

이용하여 액체 또는 부드럽거나 

크기가 작은 식재료에 

중심온도계를 정확하게 꽂을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공기 순환 방식

조리실 내부의 공학적 설계와 강력한 팬 휠의 가동으로 언제나 열이 

최적으로 분포되어 식재료에 전달됩니다. 또한 풍속과 회전방향이 

지능적으로 조절되어 식재료를 가득 적재하는 경우에도 탁월한 요리 

품질을 보장합니다. 조리실 문이 열리면 팬 휠 제동기가 즉시 반응하여 

팬 휠 작동을 정지시켜주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ClimaPlus Control

조리실 내부 센서로 현재 습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설정값에 따라 

자동 조절됩니다. 식재료의 양이 

많은 경우에도 조리 상태에 따라 

불필요한 습도를 제거하거나 

증기 발생기를 통해 습도를 

추가로 공급하여 노릇노릇하고 

바삭거리는 튀김, 전형적인 그릴 

무늬, 촉촉한 구이가 가능합니다.

원심력을 이용한 기름 분리

기름 필터를 교체하거나 세척하지 

않아도 항상 깨끗한 조리실 내부 

공기와 담백한 맛이 보장됩니다.

전력 소비 표시

계량기가 각 조리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양과 하루에 

소비된 에너지양을 알려줍니다.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과 선반 신호 표시

새로운 LED 조명이 조리실 내부와 각 선반을 최적으로 비춰줍니다. 

위 아래, 앞 뒤로 식재료의 브라우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수명이 길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선반 신호 표시는 iLevelControl의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빛이 반짝이며 어떤 선반에 적재 또는 요리를 언제 꺼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특허

본 제품들은 라치오날에 의해 제조되었으며 다음의 특허들로 실용 모델이나 디자인 모델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DE 10 230 242; DE 101 14 080; DE 103 09 487; DE 10 2004 004 393; DE 101 20 488; 

DE 103 01 526; DE 10 2004020 365; EP 1 162 905; EP 1 519 652; EP 1 530 682; EP 0 856 705; EP 1 499 195; EP 1 682 822; EP 2 350 533; EP 2 426 419; US 5,915,372; US 6,299,921; US 

6,581,588; US 6,600,288; US 6,753,027; US 7,150,891; US 7,165,942; US 7,196,292; US 7,232,978; US 7,409,311; US 7,438,240; US 8,147,888; US 8,578,293; US 8,344,294; US 8,455,028; 

US 8,475,857; US 9 557 066; JP 3916261; JP 3747156; JP 4010946; JP 1225865; JP 1227539; JP 1342288; JP 4598769; JP 4255912; Plus patents pending

RATIONAL 

ConnectedCooking

전문 셰프들을 위한 최신 

네트워크 솔루션 RATIONAL 

ConnectedCooking을 이용해 

보십시오. 이 기능은 간단한 제품 

관리, 스마트폰 원격 접속으로 

인해 자동 HACCP문서화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nectedcooking.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24

특허

특허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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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위한.
적합한 제품.

하루에 준비하는 음식양이 30인분이든 

수천인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주방에 

알맞은 SelfCookingCenter®를 제공합니다. 

현재 소형모델인 SelfCookingCenter® XS는 

다양한 설치 솔루션으로 어느 주방에도 놓을 

수 있으며, 레스토랑의 보조 제품으로 또는 

프런트 쿠킹용으로 적합합니다. 

SelfCookingCenter® XS는 전기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모델들은 

가스제품으로도 제공됩니다. 전기제품 또는 

가스제품의 규격, 제원, 성능은 동일합니다. 

특수한 주방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타입의 

제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콤비 듀오는 두 가지 제품이 상하로 결합되어 

추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상단의 제어 장치로 하단 

제품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 및 액세서리 브로슈어를 

요청하십시오.

SelfCookingCenter®와 더불어 

CombiMaster® Plus도 총 12 가지  

타입의 모델으로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mbiMaster® Plus  

브로슈어 또는 소형 제품 관련 브로슈어를 요청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rationalkorea.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인증 표시마크

2년 품질 보증

제품 XS 타입 6 ⅔ 타입 61 타입 101 타입 62 타입 102 타입 201 타입 202

전기 / 가스 공통

용량 6 × 2/3 GN 6 × 1/1 GN 10 × 1/1 GN 6 × 2/1 GN 10 × 2/1 GN 20 × 1/1 GN 20 × 2/1 GN

1일 평균 식수 20–80 30–100 80–150 60–160 150–300 150–300 300–500

사용 가능 적재 용기 1/2, 2/3, 1/3, 

2/8 GN

1/1, 1/2, 2/3, 1/3, 

2/8 GN

1/1, 1/2, 2/3, 1/3, 

2/8 GN

2/1, 1/1 GN 2/1, 1/1 GN 1/1, 1/2, 2/3, 1/3, 

2/8 GN

2/1, 1/1 GN 

너비 655 mm 847 mm 847 mm 1,069 mm 1,069 mm 879 mm 1,084 mm

깊이 555 mm 776 mm 776 mm 976 mm 976 mm 791 mm 996 mm

높이 567 mm 782 mm 1,042 mm 782 mm 1,042 mm 1,782 mm 1,782 mm

용수 공급관 R 3/4“ R 3/4“ R 3/4“ R 3/4“ R 3/4“ R 3/4“ R 3/4“

용수 배수관 DN 40 DN 50 DN 50 DN 50 DN 50 DN 50 DN 50

용수 압력 150–600 kPa 또는 

0.15–0.6 Mpa

150–600 kPa 또는 

0.15–0.6 Mpa

150–600 kPa 또는 

0.15–0.6 Mpa

150–600 kPa 또는 

0.15–0.6 Mpa

150–600 kPa 또는 

0.15–0.6 Mpa

150–600 kPa 또는 

0.15–0.6 Mpa

150–600 kPa 또는 

0.15–0.6 Mpa

전기제품

무게 72 kg 110 kg 135 kg 151 kg 185 kg 268 kg 351 kg

소비전력 5.7 kW 11 kW 18.6 kW 22.3 kW 36.7 kW 37 kW 65.5 kW

퓨즈 3 × 10 A 3 × 16 A 3 × 32 A 3 × 32 A 3 × 63 A 3 × 63 A 3 × 100 A

전원연결 3 NAC 400 V 3 NAC 400 V 3 NAC 400 V 3 NAC 400 V 3 NAC 400 V 3 NAC 400 V 3 NAC 400 V

“건열” 소비전력 5.4 kW 10.3 kW 18 kW 21.8 kW 36 kW 36 kW 64.2 kW

“습열” 소비전력 5.4 kW 9 kW 18 kW 18 kW 36 kW 36 kW 54 kW

가스제품

무게 – 123 kg 152 kg 168 kg 204 kg 299 kg 381 kg

높이(유량안전장치 포함) – 1,012 mm 1,272 mm 1,087 mm 1,347 mm 2,087 mm 2,087 mm

전기장치 소비전력 – 0.3 kW 0.39 kW 0.4 kW 0.6 kW 0.7 kW 1.1 kW

퓨즈 – 1 × 16 A 1 × 16 A 1 × 16 A 1 × 16 A 1 × 16 A 1 × 16 A

전원연결 – 1 NAC 230 V 1 NAC 230 V 1 NAC 230 V 1 NAC 230 V 1 NAC 230 V 1 NAC 230 V

가스공급/연결 – R 3/4“ R 3/4“ R 3/4“ R 3/4“ R 3/4“ R 3/4“

LNG/LPG

최대 정격 열 부하 – 13 kW/13 kW 22 kW/22 kW 28 kW/28 kW 45 kW/45 kW 44 kW/44 kW 90 kW/90 kW

“건열” 소비전력 – 13 kW/13 kW 22 kW/22 kW 28 kW/28 kW 45 kW/45 kW 44 kW/44 kW 90 kW/90 kW

“습열” 소비전력 – 12 kW/12 kW 20 kW/20 kW 21 kW/21 kW 40 kW/40 kW 38 kW/38 kW 51 kW/51 kW

XS 및 202 전기 제품: 해당 제품은 ENERGY STAR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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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 CookingLive 

라치오날 셰프와 함께 요리하면서 RATIONAL이 주방의 

일상을 어떻게 개선해주는지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일정은 rationalkorea.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계획 

고객의 결정을 도와드리기 위해 항상 소통하며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더불어 주방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계획안도 제공해드립니다.

시범 사용 

SelfCookingCenter® 구매 전에 한번 사용해보고 

싶으십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전화 한통이면 

충분합니다. Tel. 031-756-7700.

설치 및 시운전 

RATIONAL 서비스 파트너가 주방에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일대일 사용자 교육 

고객의 주방으로 방문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제품 

사용법과 현장에 맞는 최적의 사용법을 제공합니다.

Academy RATIONAL 

외식주방에 종사하는 분들 또는 외식조리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세미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SelfCookingCenter ® 의 최적의 사용법과 

새로운 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 해보세요.

인터넷 사이트 rationalkorea.c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주제로 진행되는  

유료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Software-Updates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시면, 라치오날이 준비한 최신 

연구지식을 공유받으실 수 있으며, 항상 최신버전의 

SelfCookingCenter® 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RATIONAL 업데이트는 무료입니다.

RATIONAL ConnectedCooking 

전문 셰프들을 위한 최신 네트워크 솔루션인 RATIONAL 

ConnectedCooking을 이용하시면, 간단한 제품관리, 

스마트폰 원격 접속으로 인한 자동 HACCP문서화는 

물론, 언제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천개의 

전세계적인 레시피를 보유한 웹사이트에서는 마우스 

클릭으로 아주 간단하게 레시피를 기기로 로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의 조언, 최적화된 요리법 등 

수많은 제안 및 영상도 제공됩니다. 무료로 등록하시고 

모든 혜택을 누려보세요. ConnectedCooking.com.

ChefLine® 

제품 사용법 및 레시피 문의는 365일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화 상담해 드립니다. Tel. 031-756-7700

으로 전화주시면 ChefLine®과 연결되어 일대일 상담할 

수 있습니다.

RATIONAL-서비스파트너 

SelfCookingCenter®는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수명이 

깁니다. 기술적인 문제 발생 시 순정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센터로 접수하십시오. 라치오날 서비스파트너가 

신속하게 도와드리며 주말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Tel. 1588-4503. 

회수 및 재활용 

라치오날 제품은 자원 효율성이 높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폐기를 원하는 경우 회수를 

도와드립니다.

올인원 서비스 패키지.
RATIONAL ServicePlus.

자세한 정보는 ServicePlus-브로슈어 및 RATIONAL 

ConnectedCooking 관련 브로슈어를 참고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rational-online.com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십니까? 
저희와 함께 요리해 보십시오.

SelfCookingCenter®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RATIONAL CookingLive 이벤트는 무료이며 부담 없이 참석하셔서 현장의 

느낌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756-7700으로 연락 주시거나 rationalkorea.co.kr에서 일정 확인 

후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고객의 요구사항과 용도에 맞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추가 

브로슈어를 요청하십시오.

현재 다음과 같은 브로슈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레스토랑 

> 호텔 

> 학교 급식 

> 단체 급식 

> 베이커리 

> 프랜차이즈 

> 캐터링 체인 

> 슈퍼마켓

자세한 내용은 rationalkore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

“RATIONAL CookingLive에서 

처음 SelfCookingCenter®

작동되는 것을 봤습니다. 

음식을 조리해보면서 시간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조작 

방법은 얼마나 간단한지를 

경험해 보고나니 제 주방에  

꼭 필요한 제품이더라고요.”

Raghavendra Rao, 오너, 카담바, 

방갈로르, 인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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