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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very much for purchasing“CUCKOO”
Electric Rice Cooker/Warmer

이 설명서를 잘 읽으시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설명서는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보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Read all instructions before use.
Save these instructions for future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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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el pour s'y référer dans le fu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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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SAFEGUARDS
When using electrical appliances, basic safety precautions should
always be followed, including the following :
▶ Read all instructions.
▶ Do not touch hot surfaces. Use handles or knobs.
▶ To protect against electrical shock do not immerse cord, plugs in water or other liquid.
▶ Close supervision is necessary when this appliance is used by or near children.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use by young children or infirm persons without supervision.
Young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appliance.
▶ Unplug from outlet when not in use and before cleaning. Allow to cool before putting on or
taking off parts.
▶ Do not operate any appliance with a damaged cord or plug, or after the appliance malfunctions,
or is dropped or damaged in any manner.
Return appliance to your nearest authorized service facility for examination, repair, or electrical
or mechanical adjustment.
▶ If the supply cor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by a special cord or
assembly available from the manufacturer or its service agent.
▶ The use of accessary attachments not recommended by the appliance manufacturer may cause
injuries.
▶ Do not use outdoors.
▶ Do not let cord hang over edge of table or counter, or touch hot surfaces.
▶ Do not place on or near a hot gas or electric burner, on in a heated oven.
▶ Extreme caution must be used when moving an appliance containing hot oil or other hot liquids.
▶ Always attach plug to appliance first, then plug cord into wall outlet.
To disconnect, turn any control to “off”, then remove plug from wall outlet.
▶ Do not use appliance for other than intended use.
▶ Do not obstruct the steam vent hole with any articles, e.g.a piece of cloth.

SAVE THESE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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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place the inner pot directly over flame for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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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UTION A PRENDRE
Lors de l’utilisation de tout appareil électrique, il est toujours
recommandé de prendre certaines précautions, dont les suivantes :
▶ Lire toutes les instructions
▶ Eviter de toucher aux surfaces chaudes. Toujours utiliser les poignées ou les anses.
▶ Afin de prévenir tout risque de choc électrique, ne pas immerger les cordons, les prises
électriques ou l’appareil dans l’eau ou tout autre liquide à l’exception du panier.
▶ Ne jamais laisser des enfants utiliser l’appareil sans surveillance.
▶ Après usage et avant le nettoyage, toujours débrancher l’appareil. Laisser refroidir avant de
retirer des pièces ou de les remettre en place.
▶ Ne jamais utiliser l’appareil si sa prise électrique ou son cordon est endommagé ou après avoir
constaté une défectuosité ou des dommages.
▶ Le cas échéant ce câble doit être remplacé par le fabricant, son service après vente ou une
personne de qualification similaire afin d’éviter tout danger.
▶ L’utilisation d’accessoires non recommandés par le fabricant peut représenter un risque de
dommages.
▶ Ne pas utiliser l’appareil à l’extérieur.
▶ Ne pas laisser le cordon pendre d’une table ou d’un comptoir, ni le mettre en contact avec une
surface chaude.
▶ Ne pas placer l’appareil sur le dessus ou à proximité d’un appareil de chauffage, ni dans un four
chaud.
▶ La plus grande prudence est de mise lors du déplacement d’un appareil contenant tout liquide
chauffé.
▶ Toujours brancher le cordon d’ alimentation à l’appareil avant d’en brancher la fiche dans une
prise secteur. Avant de débrancher, couper le contact, puis retirer la fiche de la prise secteur.
▶ N’utiliser l’appareil qu’aux fins recommandées.
▶ Ne pas obstruer l’autocuiseur avec du textile.
▶ Ne pas mettre le panier au contact direct d’une flamme.

CONSERVER CE MAN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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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SAFEGUARDS
▶ Avoid touching hot parts : outer lid, inner pot, inner lid and especially the steam vent hole.
▶ Do not switch on when the main body is empty.
▶ Make sure that heating plate and the magnetic switch are clean and dry whenever putting the
inner pot into the cooker.
▶ Do not use sharp instruments to clean the inner pot as these will damage the non-stick coating.
▶ A short power-supply cord is to be provided to reduce the risk resulting from becoming entangled
in or tripping over a longer cord.
▶ Longer detachable power-supply cords or extension cords are available and may be used if care
is exercised in their use.
▶ This appliance is intended to be used in household and similar applications such as :
- staff kitchen areas in shops, offices and other working environments;
- farm houses;
- by clients in hotels, motels and other residential type environments;
- bed and breakfast type environments.

SHORT CORD INSTRUCTIONS/SPECIFICATIONS
Note

: A. A short power-supply cord (or cord set) is to be provided to reduce the hazards resulting from
becoming entangled in or tripping over a longer cord.
B. Longer cord set or extension cords are available and may be used if care is exercised in their
use.
C. If a long cord set or extension cord is used.
(1) the marked electrical rating of the cord set or extension cord should be at least as great as
the electrical rating of the appliance.
(2) if the appliance is of the grounded type, the extension cord should be a grounding-type
three-wire cord, and
(3) the longer cord should be arranged so that it will not drape over the counter top or tabletop
where it can be pulled on by children or tripped over accidentally.

CAUTION : During use, the internal parts of the rice cooker and the area around the steam vent are HOT.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to avoid possible injury.

제품규격/Specifications/
모델명 / Model Name /

CR-1055

전원 / Power Supply /
소비전력 / Power Consumption /
(approx.) W

취사 / Cooking /

650W

보온 / Keeping Warm /

83W

백미 / White Rice

Up to 1.8L(10 Cup)

현미 / Brown Rice

Up to 1.44L(8 Cup)
1.4m/4.6ft/1.4

코드길이(m) / Power Cord Length(ft) /
외형크기 / Dimension /
cm (in)

폭 / Width
길이 / Length

36.5cm

높이 / Height

29.5cm

33.5cm

www.cuckooworld.com

취사용량 / Cooking Capacity /
L (Cups)

AC 120V ,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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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경고

‘안전상의 경고’는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안전상의 경고’는‘경고’와‘주의’의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경고’와‘주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황
피하지 않을 경우 경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황

경고

이 기호는 특정조건하에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시입니다.
위험 발생을 피하기 위해 주의깊게 읽고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이 기호는 어떤 행위를‘금지’하는 표시입니다.
이 기호는 어떤 행위를‘지시’하는 표시입니다.

금지

제품에 직사광선이
쬐는 곳, 가스레인지,
전열기구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누전 및 감전, 변형 및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를 열기구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코드 피복이 녹아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코드의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어린이 혼자 사용
하거나 어린이가
만질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고열에 화상을 입거나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싱크대, 목욕탕 등
제품에 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이나 화학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 누전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이나 화학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물이 들어 갔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로 꼭 문의 하십시오.

제품을 싱크대에 넣고
닦거나 제품 내부에
물을 넣지 마십시오.
전기 누전 및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에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전원 플러그를 뽑은 다음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원플러그를 반복하여 뺐다 꽂았다 하지 마십시오.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증기구를 만지거나
접근하지 마십시오.

증기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접근을 막아 주십시오.
취사 중 나오는 증기는 매우 뜨거우므로
손이나 얼굴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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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
거나, 묶거나,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쇼트로 인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전원코드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밥이 끓고 있을 때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밥이 끓고 있을 때 뚜껑을 열면
증기에 의한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상의 경고

금지

반드시 접지가 되는
정격 15A 이상의 교류
120V 전용 콘센트에서만
사용해 주시고 한 콘센트에
여러 제품의 전원플러그를
동시에 꽂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코드나 전원
플러그가 파손되었거나
콘센트가 흔들릴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기구에 사용하면 발열 및
발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콘센트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전원플러그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잘 닦은
다음 사용하십시오.
연장코드도 15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변형된 내솥이나 전용
내솥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KOREAN

경고

제품 사용 중 사용상의 부주의로 전원 코드의 피복이 벗겨
지거나 찍힐 경우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수시로
전원코드와 전원플러그, 콘센트의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전원코드나 전원플러그가 파손된 경우에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자나 그 판매점 또는 기술자(서비스
기사)에 의해 코드 교환을 하십시오.
반드시 지정된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쌀통 및 다용도 선반
등에 제품을 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용내솥)

내솥이 가열되어 이상작동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내솥을 떨어뜨렸거나 변형된 경우는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내솥 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내솥이 없는 상태에서 쌀이나 물을
넣지 마십시오.
쌀이나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제품을 뒤집거나 흔들지 마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로 꼭 문의 하십시오.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서비스기사 이외의 사람이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수리 및 고장상담은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제품 근처에서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물질 등을 사용 하지
마십시오.
폭발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내에 살충제나
화학물질 등을
뿌리거나 투입하지
마십시오.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내 바퀴벌레나 벌레 등이 들어갔을
경우는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증기구나 제품 내부에
금속막대기 등 이물질을
절대 넣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이 주의)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연결하는 등
가공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이동 시 전원코드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거나 잡아당겨서 이동하지 마십시오.
쇼트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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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많은 곳이나 화학성 물질이 있는 곳
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코드가 틈새에 눌러져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코드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취사 중 증기가 배출될 때 쌀통 및 다용도 선반에
의해 제품의 손상,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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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경고
경고

지시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꽂거나 뺄때는 손의 물기를
반드시 제거한 후 전원
플러그를 잡고 꽂거나
빼어 주십시오.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뽑으면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당겨 뽑으면 전원코드에 이상이 발생되어
누전 및 감전 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플러그에 묻은 이물질
은 물기가 없는 천으로
깨끗이 제거하여 주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 플러그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뚜껑을 여닫을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뚜껑을 열어 놓은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충격으로 인한 파손은 합선, 감전,
화재 등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코드와 전원 플러그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전원코드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거나 코드가 제품
바닥에 눌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코드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열판 및 내부 또는 내솥
주위의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에 사용하십시오.
온도감지를 정확히 못하게 되므로 내솥이
가열되어 이상 작동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금지

사용 중이거나
사용 직후에는 내솥
및 내부, 내솥케이스,
열판 등은 뜨거우므로
만지지 마십시오.
고열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증기구를 행주나
장식용 덮개, 기타
물건을 올린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체의 변형, 변색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흰밥 이외의 식품에는 변질하기 쉬운 것
(팥밥, 혼식, 크로켓, 그라탱 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온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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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및 전원 코드부를
동물이 물어 뜯거나 못과
같이 날카로운 금속
물체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최대 용량(10인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밥물 넘침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교류 120V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220V전원에서 감압용 트랜스를120V로
감압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온 중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고 전원에
접속하여 주십시오.
밥 냄새 또는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주걱을 넣은 채 보온하지 마십시오.
밥 냄새 또는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상의 경고
금지

내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제품 밑에 깔판, 방석,
전기 장판 등을 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솥의 변형 및 코팅이 벗겨져 제품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및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제품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취사, 보온 이외의 물끓임,
식혜, 미역국, 카레, 기름
으로 튀기는 요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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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사진 곳이나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 및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화상 및 제품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코드에 손이나 발, 기타 물체가 걸려
제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제품에 심한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제품고장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내솥 코팅이 벗겨질 경우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벽 및 가구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증기 또는 열로 인해 벽 및 가구를 손상
시키고, 변색 및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수납 캐비닛등에서 사용할 때에는 안에 증기가 스며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의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내솥 코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거친 수세미나 금속성 수세미로 내솥을 씻을 경우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방용 중성세제와 스폰지로 씻어
주십시오.

지시

사용 중에 이상한 소리나
냄새 또는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플러그를 뽑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고객상담실

사용시 이외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주십시오.
절연 열화에 의한 감전, 누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외측 증기 배출구(Steam Vent) 및 외측 증기
배출구 패킹(Steam Vent Seal Packing)을
강제로 빼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증기 배출구는 이물질이 없도록 항상 깨끗이
유지하여 주십시오.

취사나 요리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본체에 고인물을
닦아 주십시오.
이상한 냄새 및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의 물받이에 고인 물을 닦아 주십시오.

청소는 제품을 식힌 후에 하십시오.
고온부에 접촉되어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플러그를 뽑을때는 전원코드를 잡지
마시고 꼭 전원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십시오.
전원 코드에 충격이 가면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www.cuckooworld.com

외측 증기 배출구(Steam Vent) 및 외측 증기 배출구 패킹
(Steam Vent Seal Packing)이 분리 되었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
로 문의해 주십시오.

사용 전 후 취사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거나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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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이름/
/
NAME OF EACH PART/NOMS DES COMPOSANTS
내솥 커버 패킹

뚜껑열림걸쇠/Clamp
/
/ Loquet
겉뚜껑/Outer Lid/外蓋
/Couvercle

분리형커버/
Detachable Cover/內蓋
/Couvercle intérieur

분리형커버걸이/Mounting Pin/
內蓋安裝軸/Axe central

분리형커버패킹/
Detachable Cover Packing/
/
Fermeture par compression

증기구멍
내솥 손잡이
뚜껑 열림 버튼

내솥/Inner Pot/
內鍋/Panier amovible

이동용 손잡이

취사버튼/Control button/
炊飯鍵/Interrupteur

열판/Heating Plate/
/Corps de l’appareil
몸체/Body/主體
/Elément principal

취사램프/Cook Lamp/
炊飯表示燈/
Plaque anti chaleur

코드/Cord/電線

보온램프/Warm Lamp/
保溫表示燈/
Rècupèrateur d’eau

配件/부속물/Accessories/Accesoires
量杯 / 계량컵 /
Measuring Cup/
Tasse de mesure
밥을 지을 때 쌀을 정확히
조절하여 주십시오.
(1量杯/1컵/1Cup/1tasse
= 180ml)

/분리형커버/Inner Lid/
Intérieur du couve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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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걱 /
Spatula
/ Cuillère à riz

/물받이/Dew Dish/
Récupérateur d’eau

- 청소를 잘하지 않으면 보온 중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뚜껑부는 자주 청소해 주십시오.
(전원플러그를 빼고 본체의 열이 식고 난 후 손질하십시오.)
- 본체·뚜껑은 물기를 제거한 행주로 닦아 주십시오. 벤젠, 신나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중 분리형 커버나 내솥 내부에 밥물이 묻어 전분막이 생기는 수가 있으나, 위생상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내솥

내솥의 바깥면이나 밑면의 이물
질 및 물기를 깨끗이 닦아 주십
시오. 거친 수세미, 솔, 연마제
등은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주방용 세제와 부드러운 천,
스폰지로 닦아 주십시오.

뚜껑

본체 물고임부

내솥의 분리형커버에 밥물이
묻어 있는 경우, 분리형커버를
본체에서 탈거한 후 물기를 제거
한 행주로 분리형커버와 뚜껑
내부를 닦아 주십시오. 뚜껑의
가장자리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소할 때 주의 하십시오.
(※분리형커버가 변형 되지 않도록
주의해 사용하시고 청소 후 반드시
장착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취사시 발생하는 밥물은 이곳에
고일수 있도록 설계되 있으므로
취사 완료 후 물기를 제거한 행
주로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본체내부

KOREAN

제품 손질 방법

온도감지기에 이물질이 눌러
붙어 있는 경우는 금속판이 손상
되지 않게 제거 하십시오. 열판
에 이물질이나 물기를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 내솥 세척 시 유의 사항
날카로운 식기류(포크, 숟가락, 젓가락 등)를 내솥에 넣은 채
세척하지 마십시오.
- 내솥 코팅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분리형커버 탈·부착방법
1 분리형커버 탈착 방법
▶ 가볍게 분리형커버를 당겨 주면 탈착이 됩니다.
※ 내솥커버 패킹을 잡고 당기지 마십시오.
※ 취사중이거나 취사 직후 분리형커버가 뜨거우므로
식은 후 탈착 해 주십시오.

2 분리형커버 부착 방법
▶ 그림 상태에서 분리형커버 패킹을 뚜껑 안쪽의 분리형
커버걸이에 살짝 밀어 삽입해 주면 부착이 완료됩니다.
▶ 분리형커버의 문구가 왼쪽 그림과 같이 정면으로
오도록 결합 해 주십시오.
www.cuckooworld.com

※ 반대로 결합 시 취사 및 보온이 잘 되지 않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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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손질 방법
제품 손질 방법
내솥에 밥알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면에 불화탄소수지 코팅을 하였습니다.
- 반드시 부속품의 주걱을 사용해 주십시오.
- 금속성 스푼이나 식기류를 넣지 마십시오.
- 벤젠, 신나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조미료 사용시에는 곧바로 씻어 주십시오.
- 사용중 얼룩이 생기는 수가 있으나 이는
위생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분리형커버는 매번 사용 후에는 분리
하여 깨끗이 씻은 후 사용하십시오.
보관 및 취사 또는 보온시 내솥
바깥면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 하십시오.
바깥면 코팅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취사 완료 후 밥물이 고여 있으면
냄새의 원인이 됨으로 항상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온도감지기 및 열판 손질방법
밥알이 눌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온도 감지기나 열판이 손상되지 않게
제거하십시오.

몸체는 마른 헝겊 등으로 자주
닦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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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커버, 물받이 등은 물로 씻은 후
마른행주로 닦아 주십시오.

사용방법

▶ 계량컵의 쌀 1컵은 약 180ml이며,
이는 어른 1인분 취사량입니다.
※ 계량컵이 없을 경우 쌀 1컵은 약 150g이므로,
저울을 이용하여 계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KOREAN

1 계량컵으로 쌀을 정확히 조절하여 주십시오.

2 내솥외의 다른 그릇에서 쌀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 쌀을 씻는 방법
① 별도의 용기에 쌀을 손바닥으로 20번 가량 문질러
씻어 주십시오.
②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헹구어 주십시오.
③ 씻은 쌀을 체에 30분 가량 두었다가 취사하시면 더욱
좋은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3 씻은 쌀을 내솥에 넣고 물을 조절하여 주십시오.
▶ 내솥의 눈금은 물을 맞추는 기준이 됩니다.
예) 가령 6컵(계량컵기준)의 쌀로 밥을 짓고자 할 때 씻은 쌀을 먼저
내솥에 넣고, 물이 6눈금까지 올라오도록 정확하게 맞추어 주십시오.

※ 내솥을 수평한 곳에 놓아야만 정확한 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물의 양에 대하여
·쌀을 충분히 불렸을 때
·더 된밥을 원하실 때
·묵은 쌀로 밥을 지으실 때
·더 진밥을 원하실 때

물을 규정량보다 적게 부어 주십시오.
물을 규정량보다 많이 부어 주십시오.

▶ 주의
·쌀과 물의 양을 정확히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시는 밥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최대쌀량 눈금보다 쌀을 많이 넣어 취사할 경우 밥이 되질 않습니다.

www.cuckoo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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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4

5

내솥을 넣고 뚜껑을 꼭
닫아 주십시오.

6

전원플러그를 꽂은 후 취사 스위치를
눌러 주십시오.

7

취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보온이 됩니다.
(보온에서 15~20분 정도 뜸을 들여야
합니다.)

뜸들이는 시간(15~20분) 경과 후
밥을 골고루 섞은 다음 식사를
하시고 보온하십시오.

알아 두십시오.
1. 보온시 냄새를 제거하려면
내솥에 1/3 정도 물을 넣는다.
내솥 뚜껑을 닫고 취사 스위치를 누른다.
약 10분 정도 물을 끓게한 후 보온으로 전환한다.
물이 적당히 식었을 때 내솥을 들어내어 깨끗이 씻는다.
2. 제품을 개봉한 후 내솥에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사용하기 전에 내솥을 깨끗이 씻은
후 사용하십시오.
3. 분리형커버을 부착하지 않으면 보온성능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분리형커버을 부착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4. 내솥을 밥 취반외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시에는
취사전 꼭 1번 방법으로 냄새제거 후 취사를 해주십시오.
5.‘멜라노이징’현상이란?
이 보온밥솥은 밥의 밑면에 엷은 누런 빛깔이 나타나는데 이는 밥이 여분의 수분을 받아 밥 특유의
구수한 향기와 맛을 내는 멜라노이징 현상을 일으켜 맛있는 밥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 보온중 제품에서“똑똑”소리가 나는 것은 보온온도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소리이므로
고장이 아닙니다.
7. 보온중에는 내솥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원인가 및 램프에 점등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때는 플러그를 뽑아주십시오.)
14

고장신고 전에 확인하십시오
▼ 사용방법 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장이 아니더라도 전기보온밥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밥이 제대로 안되거나 보온에 이상이 있으면 아래의 점검표대로 점검해 보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증

상

밥물이 넘친다

지은밥이
너무되거나
설 익었을 때나
너무 진밥일 때

밥이 내솥에 눌러
붙어 있을 때

보온 중의 밥에서
냄새가 나거나
변색될 때

확인사항

조치사항

밥을 지을 때 기준 수위이상 물을 넣지
않았습니까?
분리형 커버를 부착하지 않고 밥을 짓지는
않았습니까?

뚜껑을 열고 물을 덜어내 주십시오.

물 조절은 제대로 되었습니까?

쌀의 양에 따라 측정눈금에 맞게 물조절을
하여 주십시오.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내솥외면 바닥에 이물질이 붙어 있거나
내솥바닥이 울퉁불퉁 하지는 않습니까?

분리형 커버를 부착시켜 주십시오.

취사스위치가 꺼진 후 약15분 정도 뜸을
들이지 않고 뚜껑을 열지는 않았습니까?

가급적 뚜껑을 열지 말고 반드시 뜸을 들여
주십시오.

밥을 짓는 도중에 전원이 끊어졌거나
취사 스위치를 끄지는 않았습니까?

밥이 다 되어 취사스위치가 자동적으로 꺼질
때까지 손대지 마십시오.

쌀은 충분히 씻었습니까?
밥이 다 되어 보온상태로 넘어갔는데도
무리하게 취사스위치를 누르지는 않았습니까?

쌀은 항상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밥이 다 된 후에는 절대로 취사스위치를 누르지
마십시오.

내솥바닥의 눌은 자국을 씻지 않고 그대로
다시 밥을 짓지는 않았습니까?
밥을 지을 때 열판과 내솥 사이에 이물질이
끼이지는 않았습니까?

내솥은 항상 깨끗이 사용하십시오.

뚜껑은 틈새가 없도록 완전히 닫아 주십시오.
보온 중에는 항상 전원플러그를 꽂아 두십시오.
주걱이나 식은밥 또는 다른 종류의 밥은 넣지
마십시오.
보온양이 적을 때는 내솥 중앙에 오목히 모아서
보온하십시오.

www.cuckooworld.com

뚜껑을 꼭 닫았습니까?
보온 중 전원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주걱이나 식은 밥 혹은 다른 밥을 넣어
보온하지 않았습니까?
보온시킨 밥의 양이 너무 적지는 않았습니까?

열판 또는 내솥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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