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가지 자동 요리로 
손쉬운 요리

유럽 정통 
컨벡션 방식의

열효율 최적의 조리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5년 연속  
1위

소비자웰빙 
환경만족지수
 2021 
 10년 연속 1위

스팀 + 컨벡션오븐 + 그릴 + 전자레인지 + 에어프라이어
단 하나로 올인원

SK매직 
All in one 스팀 오븐
EON–B401SA

2 3 41

3차원 입체 가열 방식
스팀 기능과 컨벡션 오븐을 동시에 
구현하여 조리 시간은 단축하고,  
음식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염분과 칼로리 낮추는 웰빙 조리
음식물 속 수분, 비타민,
영양분 파괴는 최소화하고
염분과 칼로리는 줄여줍니다.

구이 전용 히터
다양한 종류의 구이 요리를 
위한 구이 전용 히터로
요리의 맛을 높입니다.

위생적인 고온 스팀 기능
조리실 내부에 강력한 고온
스팀이 분사되면 자동 스팀청소가 
가능해 위생적입니다.

· 사이즈: W594×D541×H463mm

· 정격전압: AC 220V, 60HZ

· 용량: 40L

· 소비전력: 최대 2.5kW

· 특장점: 300℃ 고온 스팀으로 웰빙 요리

· 디스플레이: 최고급 BLUE ICON LCD

· 자동요리: 70가지

·  적용사양: 스팀, 컨벡션오븐, 그릴,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 식품건조, 발효, 
해동, 구이, 홈베이킹

· 부가 기능: 스팀 청소, 상하단 2단 조리,  
 자동 절전 기능

· 고온 스팀 청소로 보다 위생적인 관리

· 대기전력 ZERO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5년 연속  
1위

소비자웰빙 
환경만족지수
 2021 
 10년 연속 1위

컨벡션오븐 + 그릴 + 전자레인지 + 에어프라이어
단 하나로 올인원

1 2 3 4

정통 오븐 방식 구현  컨벡션 오븐
열과 공기가 순환하는 정통 
오븐 방식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빠르게 조리합니다.

에너지 절약  대기전력 차단
대기 전력 자동 차단 스위치로 
10분 이상 제품 조작이 없을 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

다양한 요리의 최적화
80가지 자동요리 기능으로  
어려운 요리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편리한 레인지 기능
별도의 전자레인지 기능을 통해 
해동/데우기 등 사용에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SK매직 
All in one 복합 오븐
EON–B450M

· 사이즈: W595×D568×H455mm

· 정격전압: AC 220V, 60HZ

· 용량: 44L

· 소비전력: 최대 3.3kW

· 컨트롤 방식: 다이얼 / 터치

· 온도범위: 40~230℃

· 적용사양: 컨벡션오븐, 그릴,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식품건조, 발효 

· 부가 기능: 자동 절전 기능

· 자동요리: 80가지

터치 센서 조작부를 두어 
조작의 편리성 구현

공간 활용을 높여주는 
빌트인으로 

깔끔한 주방 연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