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꼴뜨
컴팩트�라이스�쿠커

사용설명서
레꼴뜨�컴팩트�라이스�쿠커를�구매해주신�고객�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사용하시기�전에�반드시�본�사용설명서를�읽고�올바르게�사용해주세요.

안전�상의�주의점
각�부분의�명칭
구입�후�처음�사용하시기�전에
밥�짓는�방법
예약(타이머)조리
조리�메뉴의�기능�일람표
조리�메뉴에서의�조리
조리�시간의�설정�방법
맛있는�밥을�짓기�위한�비법
손질�및�세척방법
제품�사양
고장으로�의심될�때
무상수리규정/보증서
 

제품에�관한�문의�및�기타�상담
고객센터

접수시간

주소
10시-12시/13시-17시 (주말·공휴일 제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255-1번지

TEL. 1544-2065

무상수리규정
1. 사용설명서, 본체�라벨에�명시된�주의사항을�따른�사용�상태에서�보증기간�내에�고장�난�경우에는�무상�수리가�가능합니다.
   ㈀ 무상�수리를�의뢰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용설명서와�별개인�본�규정서를�참고하여�구매처에�접수해주세요. 
         단, 소모품은�제외됩니다.
   ㈁ 구매처에�무상�수리를�의뢰할�수�없을�때에는�고객센터로�연락해주세요.
2. 이사하신�경우에는�구매처�또는�고객센터에�연락하여�수리�의뢰를�해주세요.
3. 무상�증정�등으로�인해�보증서에�나와�있는�판매점에서�무상�수리를�의뢰할�수�없을�경우에는�고객센터로�연락해주세요.
4. 보증기간�이내라고�해도�다음과�같은�경우에는�원칙에�의해�유료�서비스를�시행합니다.
   ㈀ 사용상의�잘못�또는�부당한�수리, 개조에�따른�고장.
   ㈁ 구매�이후�설치�장소�변경, 운송, 낙하�등에�따른�고장.
   ㈂ 화재, 지진, 홍수, 낙뢰, 그�이외의�천재지변�및�공해, 염해, 가스오염(황화가스�등), 이상�전압, 지정�이외의�전원(전압, 주파수)
        등에�따른�고장.
   ㈃ 차량, 선박�등에�적재된�이후�생긴�고장.
   ㈄ 일반�가정�이외(예를�들어�업무용�등)에서�사용한�경우의�고장.
   ㈅ 본�보증서를�소지하고�있지�않은�경우.
   ㈆ 본�보증서에�구입�날짜, 고객�명, 판매점�명이�기입�되어있지�않은�경우�또는�기입�내용을�임의로�수정한�경우.
   ㈇ 방문�수리�대상�상품을�직접�고객센터로�발송한�경우�배송료는�고객�부담입니다.
       또, 출장�수리�등으로�발생한�출장료는�고객�부담입니다.
5. 본�보증서는�한국�국내에�한하여�유효합니다.
6. 본�보증서는�재�발행되지�않으므로�주의하여�보관해주세요.
●소모품�및�부속품은�보증의�대상에서�제외됩니다.
수리메모 :

※ 고객님께서�기입하신�개인정보(보증서란)는�보증�기간�내에�무상�수리�대응�및�그�이후의�안전�점검�서비스를�위해�이용되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 본�보증서에�명시되어�있는�기간, 조건에�근거하여�무상�수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보증서로�보증서를�발행하는�자(보증�책임자) 및�그�이외의�사업자에�대한�고객의�법률상의�권리를�제한하지�않으므로
      보증�기간�경과�후�수리에�관해�불분명한�경우에는�구매처�또는�고객센터에�문의해주세요. 

레꼴뜨  컴팩트�라이스�쿠커 보증서 고객센터�방문�수리

본�보증서는�구입한�날로부터�아래의�보증�기간�내에�고장이�발생한�경우에는�본서에�기재된�내용으로�무상�수리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기입된�개인정보의�이용�목적은�상단에�기재되어�있습니다.

보증�기간                              구입한�날로부터�본체 1년�간 구입�날짜                                                          년            월            일

주소

성명

전화   (              )                   -

<고객�정보>

주소/지점�명

전화   (              )                   -

<판매점>

레꼴뜨 한국총판점 (주)이푸른인터내셔널

고객센터  TEL.1544-2065   접수시간ㅣ10시~12시/13시~17시 (주말·공휴일 제외)

주소ㅣ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255-1번지 [우편번호 17096]

This product is for use inside Korea only. Do not use outside Korea.

This warranty is valid only in Korea.



안전�상의�주의점
사용자�또는�타인에�대한�위해와�재산의�손실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반드시�아래의�내용을�지켜주세요.
기재된�내용을�무시하고�잘못된�방법으로�사용하셨을�때�발생하는�위해�및�손해의�정도를�다음과�같은�표시로�구분하여�설명합니다.

경고

주의

이�표시란은 ‘사망�또는�중상�등을�입을�가능성이�상정됨’을�뜻합니다.

이�표시란은 ‘상해를�입을�가능성�또는�물리적�손해가�발생할�가능성이�상정됨’을�뜻합니다.

지켜야�하는�내용의�종류를�다음과�같은�그림�표시로�구분하여�설명합니다.

이�표시는�금지(해서는�안되는�행동)를�나타냅니다.
구체적인�내용은�그림�기호의�안이나�옆에
그림�또는�문장으로�표시되어�있습니다.금지

이�표시는�행동의�강제(반드시�해야�하는�행동)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인�내용은�그림�기호의�안이나
옆에�그림�또는�문장으로�표시되어�있습니다.지시

이�표시는�주의를�나타냅니다. 구체적인�내용은
그림�기호의�안이나�옆에�그림�또는�문장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주의

분해�금지

반드시
행할�것

전원
플러그를
뽑을�때 

젖은�손�금지 

물�금지 

금지 

개조하지�말�것. 또한, 수리기술자가�아닌�사람이�분해하거나�수리하지�말�것. 
화재, 감전, 부상의�원인이�됩니다.
수리는�본�제품을�구매하신�매장이나�고객센터에�문의해주세요.

전원�플러그는�교류 220V,  ‘15A 125V’ 라고�기재되어�있는�벽면의�콘센트에�직접�꽂아
사용할�것. (국내�전용)
화재�및�감전의�원인이�됩니다.

정격 15A 이상의�콘센트를�단독으로�사용할�것.
다른�기구와�병용하게�되면�콘센트의�끝�부분이�이상과열되어�발화할�수�있습니다.

이상, 고장�시에는�즉시�사용을�중지하고�전원�플러그를�뽑을�것.
발연, 발화, 감전, 부상의�원인이�됩니다.
<이상�및�고장의�예>

전원�플러그, 코드가�이상과열됨
코드에�손상이�발생하였거나�콘센트에�정상�연결�하였음에도�전원이�켜지지�않음
본체가�변형되었거나�이상과열됨
탄�냄새나�연기가�날�경우
즉시�고객센터에�점검, 수리를�의뢰해주세요.

전원�플러그를�입에�넣지�말�것.
영유아가�전원�플러그를�실수로�입에�넣지�않도록�주의할�것. 감전�및�부상의�원인이�됩니다.

세척�및�관리를�할�경우�전원�플러그를�콘센트에서�뽑을�것.
화재, 감전, 화상�및�부상의�원인이�됩니다.

전원�플러그는�콘센트의�안�쪽까지�확실히�꽂을�것.
감전이나�부상을�입을�우려가�있습니다.

변형, 파손�등의�이상이나�고장이�의심되는�상태에서는�사용을�중지할�것.
화재, 감전�및�부상의�원인이�됩니다.

전원�플러그를�뽑을�때는, 전원코드�부분이�아닌�반드시�끝�부분의�전원�플러그를�직접�쥐고
당겨�뽑을�것. 
감전, 누전, 발화의�우려가�있습니다.

경고

사용�하지�않을�때는�전원�플러그를�콘센트로부터�뽑을�것.
부상, 화상, 절연둔화에�따른�감전, 누전�화재의�원인이�됩니다.

젖은�손으로�전원�플러그를�꽂거나�뽑는�등�조작하지�말�것. 
감전이나�부상을�입을�수�있습니다.

본체에�물을�끼얹지�말�것. 또, 침수시키지�말�것.  
감전, 누전, 고장의�우려가�있습니다.

파손된�전원코드를�사용하지�말�것. 또, 전원코드에�흠집내거나�무리하게�굽히거나�잡아�당김,
비틂, 구부려�묶어�둠, 고온부�근처에�둠, 좁은�곳에�억지로�끼워�둠�등의�행위를�금할�것.
또, 무거운�물체를�올려두거나�가공하지�말�것.
전원코드가�파손되어�화재, 감전의�원인이�됩니다.

전원�플러그에�핀�등의�쇠붙이가�붙지�않도록�할�것.
감전, 누전, 화재, 발화의�원인이�됩니다.

전원�플러그에�먼지가�붙어있는�경우에는�깨끗이�닦아낼�것.
화재의�원인이�됩니다.

전원코드�및�전원�플러그가�손상되었거나�콘센트에�접촉이�잘�되지�않을�때는�사용을�멈출�것.
감전, 누전, 발화, 발연의�원인이�됩니다.

휘어져서�평평해지지�않는�코드는�사용하지�말�것.
감전�및�누전의�원인이�됩니다.

아이�혼자�사용하게�하거나�유아의�손이�닿는�곳에서�사용하지�말�것. 
화상, 감전�및�부상을�입을�우려가�있습니다.

커튼�등�가연물�근처에서�사용하지�말�것. 
화재의�원인이�됩니다.

물이�튈�수�있는�곳이나�화기의�근처에서는�사용하지�말�것. 
감전�및�화재의�원인이�됩니다.

카펫, 방석, 열에�약한�깔개�등의�위에서�사용하지�말�것.
화재�및�화상의�우려가�있습니다.

면직물�등의�타기�쉬운�물체를�본체�위에�덮어�둔�채로�사용하지�말�것.
화재�및�화상의�우려가�있습니다.

조리�이외의�용도로�사용하지�말�것.
파손�및�고장의�원인이�됩니다.

뚜껑을�닫을�때는�안�뚜껑�및�후크�부분에�밥알이나�음식물�등을�깨끗이�닦아내고
‘딸깍’ 소리가�나도록�확실하게�닫을�것.
파손�및�고장의�원인이�됩니다.

전원�플러그에�증기가�닿지�않도록�할�것.
콘센트에�꽂은�전원�플러그에�증기가�닿으면�누전�및�발화의�원인이�됩니다.

밥을�지을�때�또는�본�제품을�사용�중일�때는�절대로�뚜껑을�열지�말�것.
화상의�우려가�있습니다.

사용�후에는�내솥이�무척�뜨거운�상태이므로�반드시�주의할�것.
화상의�원인이�됩니다.

틈에�옷핀이나�바늘�등의�금속물을�포함한�이물질을�넣지�말�것.
감전�및�이상동작에�따른�부상의�우려가�있습니다.

장시간�사용�및�잘못된�사용에�의해�전원코드가�끊어질�우려가�있으므로,
아래와�같은�상태가�확인되었을�때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사용�중, 작동되었다가�멈추기를�반복함.
전원코드의�플러그�부분이�변형�및�손상됨
콘센트에�접촉이�제대로�되지�않음

화재, 감전, 화상, 누전의�우려가�있습니다.



반드시
행할�것

전원
플러그를
뽑을�때 

금지 

금지 구매�후�첫�사용�시에는�내솥, 안�뚜껑, 주걱, 계량컵을�물세척한�후�천으로�깨끗이�닦을�것.

쌀은 2.5홉�이상�넣고�짓지�말�것.
끓어넘쳐�고장의�원인이�됩니다. ※조림�포함�밥·팥밥은 2홉까지, 백미�이외의�쌀로�밥을�짓고자�할�때는
1.5홉까지로�해주세요.

사용�중이나�사용�직후에는�내솥�및�증기구�등의�고온부에�직접�손을�대지�말�것. 
화상의�우려가�있습니다. 특히�영유아가�만지지�못하게�해주세요.

사용�중이나�사용�직후에는�증기구에�얼굴이나�손을�가까이�하지�말�것.
화상의�우려가�있습니다. 특히�영유아가�만지지�못하게�해주세요. 

사용�중�및�사용�직후에는�본체의�이동이나�운반을�하지�말�것. 
화상의�원인이�됩니다.

사용�중이나�사용�직후에는�고온부에�전원코드가�닿지�않도록�할�것.
전원코드가�파손되어�화재�및�감전의�원인이�됩니다.

사용�중이나�사용�직후에는�행주나�천�등을�제품�위에�올려두지�말�것.
고장, 변형�및�변색의�원인이�됩니다.

사용하지�않을�때는�전원�플러그를�콘센트에서�뽑을�것.
부상�및�화상, 절연둔화에�따른�감전, 누전화재의�원인이�됩니다.

세척�시, 내솥에�금속�및�나일론제�수세미나�주걱�등의�단단한�소재의�제품을�사용하지�말�것.
내솥에�손상이�생겨�코팅을�둔화시키는�원인이�됩니다.

본�제품�전용의�전원코드�이외의�것은�사용하지�말�것.
또, 본�제품의�전원코드를�다른�기기에�꽂아�사용하지�말�것.
발화, 고장의�우려가�있습니다.

조리물이나�물기가�남아있는�상태에서�방치하지�말�것. 
플레이트의�수지가�부식되어�코팅이�벗겨질�우려가�있습니다.

본체를�들고�옮길�때는�반드시�손잡이를�사용할�것. 흔들거나�본체에�충격을�가하지�말�것. 
고장(온도가�올라가지�않음)이�발생할�수�있습니다.

본체에�강한�충격을�가하지�말�것. 
떨어뜨리거나�다른�물체에�부딪히게�되면�고장의�원인이�됩니다.

전용�내솥�및�부품�이외를�사용하지�말�것.
과열�및�이상작동으로�생각치�못한�고장이�발생할�수�있습니다.

이물질이�붙어�있는�상태에서�사용하지�말�것.
내솥의�바닥면과�바깥�부분, 안�뚜껑의�패킹, 히터, 온도�센서�등에�붙어�있는�밥알이나�물기는
반드시�깨끗하게�제거한�후�사용해주세요. 밥이�잘�지어지지�않을�수�있습니다.

본�제품은�가정용이므로, 업무용으로서�사용하지�말�것. 

하중강도가�부족한�슬라이드�테이블에서는�사용하지�말�것.
낙하에�따른�부상�및�화상, 고장의�원인이�됩니다. 사용하시기�전에�하중강도가�충분한지�확인�해주세요.

조작�패널에�충격을�가하지�말�것.
고장의�원인이�됩니다.

각�조리�메뉴는�용량을�지켜�조리할�것.
넘쳐서�고장의�원인이�됩니다. ※각�조리의�용량은 [조리�용량] P.10을�참조하세요.

본체와�내솥의�틈에�물을�넣지�말�것.
고장의�원인이�됩니다.

반드시�내솥과�안�뚜껑을�장착한�후�사용할�것.
발화, 고장, 부상의�원인이�됩니다.

뚜껑을�열�때는�증기에�주의할�것.
화상의�우려가�있습니다.

본체의�세척�및�관리는�반드시�전원�플러그를�뽑고, 본체의�열이�충분히�식은�후�행할�것. 
감전�및�화상의�원인이�됩니다.

접촉�금지

불안정한�장소�및�열에�약한�테이블, 깔개�등의�위에서는�사용하지�말�것.
화재�및�테이블, 깔개�등의�변색, 변형의�원인이�됩니다.

벽이나�가구의�근처에서�사용하지�말�것.
증기나�열로�벽�및�가구를�손상시켜, 변형�및�변색의�원인이�됩니다.
본체를�벽이나�가구로부터 20cm 이상�떨어뜨린�뒤�사용해주세요.

공연소는�금할�것.
고장의�원인이�됩니다.

스토브나�가스난로�등�열이�발생하는�제품의�근처에서는�사용하지�말�것. 
플라스틱�부분이�열로�손상될�우려가�있습니다.

내솥은�세라믹�코팅이�되어�있으므로�금속제의�주걱이나�스푼�등을�사용하지�말�것.
내솥에�손상이�생겨�코팅을�둔화시키는�원인이�됩니다.

내솥과�안�뚜껑, 부속품을�냄비에�넣고�끓이거나(자비소독), 전자레인지에�넣고�가열하지�말�것.
변형·변색의�원인이�됩니다.

인덕션�위에서는�사용하지�말�것.
고장의�원인이�됩니다.

주의

본체를�들고�옮길�때는�후크�버튼에�닿지�않도록�주의할�것.
뚜껑이�열려, 부상�및�화상을�입을�수�있습니다.



각�부분의�명칭

조작�패널

후크�버튼

본체
핸들

증기구

전용�레시피북

부속품

계량컵(0.5홉=90ml)

주걱

안�뚜껑
안�뚜껑�패킹

안�뚜껑의
부착�고무

내솥

뚜껑

회전축

플러그�꽂는�부분

전원�플러그

플러그�제품�접촉부

온도�센서

히터

후크

전원�코드

조작·표시부 타이머�표시

메뉴�버튼

예약�버튼

조리�메뉴�표시 시�버튼/분�버튼

스타트�버튼

백미�버튼

보온�및�취소�버튼

메뉴�버튼

메뉴�표시

타이머�표시

시�버튼/분�버튼

예약�버튼

보온/취소�버튼

백미�버튼

스타트�버튼

버튼을�누를�때�마다�조리�메뉴가�바뀝니다.

메뉴�버튼을�누름으로서�조리�메뉴가�바뀌며�선택된�메뉴가�점멸됩니다.

밥�짓기, 조리까지�남은�시간, 조리�중, 타이머�설정�시각을�표시합니다.

예약�타이머�및�조리�시간을�설정합니다.

버튼을�누르면�예약�모드로�설정됩니다. 예약이�확정되면�예약�버튼이�점등됩니다.

밥이�다�지어지면�램프가�점등되며�보온�모드로�설정됩니다. 보온중에�버튼을�약 2초�간�길게�누르
보온이�정지됩니다. 조작�중에�버튼을�누르면�조작이�취소됩니다.
시작�화면에서�보온�버튼을�약 2초간�길게�누르면�보온�모드가�설정됩니다.

백미�버튼을�누르면�밥�짓기�모드가�설정됩니다.

백미, 조리�메뉴를�선택한�후�스타트�버튼을�누르면�밥�짓기/조리가�시작됩니다.
예약�모드일�경우�타이머�밥�짓기/조리가�시작됩니다.

※조작�모드가�표시되고�약 30초�간�조작하지�않으면�대기상태로�전환됩니다. 조작을�시작하고자�할�때는�메뉴�버튼을�눌러주세요.

구입�후�처음�사용하시기�전에 

탈착�방법

안�뚜껑의�장착�및�탈착�방법

장착�방법
뚜껑의�안쪽�상단부에�있는�홈�부분에�손가락을�넣고�앞으로�당기면
탈착됩니다.

안�뚜껑의�탈부착�고무와�뚜껑�안�쪽의�회전축의�위치를�잘�맞추고 
손으로�눌러가며�끼웁니다.

홈�부분

홈�부분

안�뚜껑

A와�맞닿는�위치

B와
맞닿는�위치

C와
맞닿는�위치

※잘못된�위치에�장착하게�되면�조리�시�증기가�올바르게�분출되지
     않아�오동작�및�고장의�원인이�됩니다.

※안�뚜껑�고무�설치�방법은 P.13 손질�방법을�참조하세요.

구입�후�첫�사용�시에는�내솥, 안�뚜껑, 주걱, 계량컵을�물세척한�후�천으로�깨끗이�닦아주세요.
※씻은�후�안�뚜껑은�단단히�붙여주세요.



밥�짓는�방법 [백미] 모드

부속�계량컵은 0.5홉입니다. 컵�가득(윗�부분을�평평하게) 쌀을�넣습니다.
※1홉�분의�쌀�양은�약 180ml입니다. 위의�계량�방법으로�계량컵 2잔�분량이�적당량입니다.

홉

쌀을�계량한다.

쌀을�씻는다.
위의 1번에서�잰�쌀을�보울이나�틈이�촘촘한�채�등에�넣고�물로�씻는다.

TIP
맨�처음은�가득�물을�담아�빠르게�씻어낸�뒤�바로�물을�버립니다. 쌀을�손으로�비비듯이�씻습니다.
물이�깨끗해질�때까지�물을�더하고 ↔ 버림을�계속합니다.

쌀을�불린다
충분히�물을�머금지�않은�상태에서�밥을�짓게�되면�쌀알의�심이�살아있는�밥이�되기�때문에
여름에는 30분, 겨울에는 1시간�정도�물에�담궈�쌀을�불려주세요. 시간이�없을�때에는
미지근한�물에 10분�정도�담궈둡니다.

적당량의�물을�붓는다.
잘�씻은�쌀의�물기를�짜내고�내솥에�옮겨�담은�뒤�눈금에�맞추어�물을�붓습니다.

백미 1홉(부속의�계량컵 2잔)을�지을�경우
내솥의�눈금 ‘1’에�물을�맞춰주세요.

전원코드를�본체에�끼운다.
본체와�전원코드를�연결시키고�전원�플러그를�콘센트에�꽂게�되면
‘삐’ 소리가�울리며, 1초�간�조작�패널이�표시됩니다.

본체의�조작�패널�메뉴�버튼이�점멸됩니다.
(대기�상태) 

권장�쌀�양�이상을�넣게�되면�밥이�잘
지어지지�않을�수�있습니다.

본�제품이�지을�수�있는�최대�밥�양
(2.5홉)보다�많은�밥을�짓게�되면�끓어
넘칠�수�있기�때문에�주의해주세요.

무세미(쌀을�씻지�않고�물만�부어도
지을�수�있게�가공된�쌀)의�경우,
포장지에�기재되어�있는�방법을
참조하여�밥을�지어주세요.

내솥�채로�쌀을�씻거나
불리지�말아주세요.

주의

주의

주의

주의

내솥을�장착한다.
내솥의�바깥�면�등에�남아�있는�물기, 쌀알�등을�깨끗이�닦아냅니다.

후크�버튼을�누르고�뚜껑을�연�뒤�내솥을�본체에�장착한�후
뚜껑을�닫습니다.
※뚜껑은 ‘딸깍’ 소리가�나도록�확실히�닫아주세요.

딸깍

밥�짓기를�시작한다.

밥�짓기�중�표시

조작�패널의 [백미]버튼을�누르고, [스타트]버튼을�누르면�밥�짓기가�시작됩니다. 이�때, [백미]버튼이�점등되며
타이머�표시�부분의�숫자�부분이�타이머�표시�부분�안쪽을�따라�회전합니다.
※도중에�밥�짓기를�멈출�경우 [보온/취소]버튼을�약 2초�간�누릅니다.
다�지어지기 10분�전에�타이머�표시�부분이�회전을�멈추고 ‘완료 10분�전’을�나타내는�표시로�바뀝니다.
※10분�전부터�타이머�표시�부분이 ‘00:10’ 에서부터�카운트다운을�시작하며, ‘00:00’ 이�되면�밥이
완성되었음을�나타냅니다.

완성
타이머�표시�부분이 ‘00:00’ 으로�바뀌고 ‘삐-삐-삐’ 소리와�함께 [보온/취소]
버튼이�점등되면�밥이�완성된�것입니다.

완성되면�자동적으로�보온�상태(최장 12시간)로�전환됩니다. 이�때, 타이머
표시부의�숫자�부분은�점등되며�시간이�경과할�때�마다�숫자가�올라갑니다.

후크�버튼을�눌러�뚜껑을�열고�밥을�주걱으로�잘�뒤섞어줍니다.

보온에�관하여

밥�짓는�시간의�기준     ※백미인�경우

보온�중에는 [보온/취소]버튼이�점등됩니다.
보온을�멈추고자�할�때는 [보온/취소]버튼을�약 2초�간�길게�누릅니다.
다시�보온을�설정하고자�할�때는 [보온/취소]버튼을�약 2초간�길게�누릅니다.
장시간의�보온은�불쾌한�냄새나�퍼석한�밥의�원인이�됩니다. (보온은�최장 12시간까지�가능합니다.)
주걱을�넣은�채로�보온하지�말아주세요.

0.5홉~1홉

1.5홉~2.5홉

약 32분~35분

약 38분~42분

2.5홉의�경우�물의�양에�따라�밥�짓기의�마무리�단계에서�내솥의�용량을
초과하는�일이�있습니다.
밥�짓는�시간은�밥의�양, 쌀의�종류, 실내�온도, 수온, 물의�양에�따라
달라집니다. 취향에�맞게�조절해주세요.

물의�양은�원하는�밥의�상태(물기가
많은�밥�또는�물기가�없는�밥)에�맞추어
조절해주세요.

쌀은�평평하게�펴주세요.

주의

주의

회전

점멸



예약(타이머) 조리

예약�버튼을�눌러�타이머를�설정함으로서�원하는�시간에�조리할�수�있습니다. 예약�설정이�가능한�시간은�최장 24시간입니다.
※예약(타이머)조리는 [백미] [죽] [찜/삶기] 선택�시만�가능합니다.
※[쾌속�취사] [발효] [저온�조리] 선택�시에는�설정이�불가능합니다.

재료�및�본체를�준비한다.

죽의�경우
조리�메뉴를�선택한다.

예약�시간(타이머)을�설정한다.

재료를�준비한다.

본체를�준비한다.

조리�메뉴를�선택한다.

조리를�시작한다.

완성

P.7의 [밥�짓는�방법] P.10의 [조리�메뉴에서의�조리]의�순서에�맞추어
원하는�요리의�재료를�적당량�준비합니다.

조리�메뉴 

[메뉴]를 3번�눌러 [죽]으로�설정한다.

[예약] [죽] [시] [분]이�점멸.
[예약]을�누른다.

[죽] [시] [분]이�점멸.
[시] [분]을�눌러, 원하는�시간으로�설정한다.

[스타트]를�누르고�타이머�설정을�완료한다.

[백미]또는 [메뉴]버튼을�눌러�원하는�메뉴를�선택합니다. 이�때, 시간�표시
부분은�조리�메뉴�마다�초기�설정되어�있는�조리�시간이�표시됩니다.
(초기�설정된�조리�시간의�일람표는 P.10을�참조해주세요.)

[예약]버튼을�누르면, [시] / [분]버튼이�점멸되며�시간�표시�부분은
조리�시간이�표시됩니다.

[시] / [분]버튼을�눌러�원하는�시간으로�설정합니다.
※[시]버튼�시간은�한�번�누를�때�마다 1시간, [분]버튼은�한�번�누를�때�마다
10분�단위로�올라갑니다.
※원하는�조리�메뉴를�선택했을�때�시간�표시�부분에�표시되는�시간은
초기�설정되어�있는�조리�시간(=예약�시간은 0분)입니다.

[스타트]버튼을�누르면�예약�타이머가�진행됩니다. 이�때, 시간�표시�부분은
‘:’ 가�점멸되며�숫자�부분은 1분�경과�할�때�마다�숫자가�줄어듭니다.

예약한�시간이�경과되어�조리�시간이�되면�자동으로�조리를�시작합니다.
※조리가�시작되고�나서의�동작은�보통의�조리�순서�및�방법과�동일합니다.

조리가�끝나면 ‘삐-삐-삐’ 소리가�울립니다.

※[메뉴]버튼은�한�번�누를�때�마다 6종류의�조리�모드가�순서대로�선택됩니다.
※조리�시간을�변경하고자�할�때는�이�단계에서�변경해주세요.
    (조리�시간의�설정�방법은 P. 11을�참조해주세요.)

조리�메뉴의�기능�일람표

선택
버튼 조리�용량 초기�설정된

조리�시간
조리�시간의
설정�범위

자동
보온

예약
(타이머)

※ [백미]이외에는 [메뉴]버튼을�눌러�선택합니다.

[백미]

[메뉴]

백미 흰�쌀로�맛있는�밥을�짓기�위한�프로그램입니다. 0.5~2.5홉 42분(2.5홉의�경우)

쾌속�취사 흰�쌀로�빠르게�밥을�짓기�위한�프로그램입니다. 0.5~2.5홉 35분(2.5홉의�경우)

현미 현미로�맛있는�밥을�짓기�위한�프로그램입니다. 0.5~1.5홉 1시간

죽 죽의�조리에�적합한�프로그램입니다.

발효

저온
조리

찜/
삶기

내솥의�온도를�약 40도로�설정한�프로그램입니다.

내솥의�온도를�약 65도로�설정한�프로그램입니다.
※저온�조리를�선택한�경우, 재료를�넣는�봉투는
     전용�기계를�사용하여�진공�포장해�주세요.

내솥의�온도를�약 100도로�설정한�프로그램입니다.
※내솥의�온도가�약 100도에�도달한�후
     조리가�시작됩니다.

0.5홉 1시간 30분 1시간~2시간

내솥�눈금 1,000ml 까지
(재료�포함)

내솥�눈금 1,000ml 까지
(재료�포함)

내솥�눈금 2.5홉�까지
(재료�포함)

40분

60분

10분~12시간

10분~12시간

20분 10분~6시간

조리�메뉴에서의�조리

원하는�요리의�재료를�적당량�준비한�뒤�내솥에�넣습니다.

[밥�짓는�방법] P.7~8 ④, ⑤의�순서를�따라�전원코드를�본체에�연결하고�재료를�넣은�내솥을�본체에�장착합니다.

[메뉴]버튼을�눌러�원하는�조리�메뉴를�선택합니다. 이�때, 타이머�표시�부분에는�초기�설정된�시간값이�표시됩니다.
※[메뉴]버튼은�한�번�누를�때�마다 6종류의�조리�메뉴가�순서대로�선택됩니다.

[스타트]버튼을�누르면�조리가�시작됩니다. 이�때, 타이머�표시부의�숫자�부분은�시간이�경과될�때�마다�숫자가�줄어듭니다.
※[쾌속�취사]의�경우�백미�취사와�마찬가지로, 타이머�표시�부분의�숫자�부분이�타이머�표시�부분�안쪽을�따라�회전하다가
     다�지어지기 10분�전이�되면�타이머�표시�부분이�회전을�멈추고 ‘완료 10분�전’을�나타내는�표시로�바뀝니다.
※[찜/삶기]의�경우, 내솥의�온도가�약 100도가�될�때�까지�타이머�표시부가�점멸�회전합니다. 온도가 100도에�도달한�경우
     조리�시간이�표시되며�경과시간에�맞추어�숫자가�줄어듭니다.

타이머�표시�부분이 ‘00:00’이�되며 ‘삐-삐-삐�소리와�함께 [보온/취소]버튼이�점등되면�조리는�완성입니다.
[쾌속�취사]와 [현미]는�완성되면�자동으로�보온�상태가�됩니다. 타이머�표시부의�숫자�부분이�점등되며�보온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이�경과함에�따라�숫자가�늘어납니다.)



조리�시간의�설정�방법

맛있는�밥을�짓기�위한�비법

조리�메뉴의�기본�설정�조리�시간에서�만들고�싶은�요리에�따라�시간을�변경할�수�있습니다.
조리�시간의�설정�범위는�조리�메뉴에�따라�달라집니다. 조리�시간의�설정�범위는 P.10의 [조리�메뉴의�기능�일람표]를�참조해주세요.
※조리�시간�설정은 [죽] [발효] [저온�조리] [찜/삶기]선택�시만�가능합니다.
[쾌속�취사] [발효] [저온�조리]선택�시에는�설정이�불가능합니다.

P.10의 [조리�메뉴에서의�조리]의�순서에�맞추어�원하는�요리의�재료를�적당량�준비합니다.

조리�시간을�변경할�수�있는�메뉴를�선택하게�되면 [시] / [분]버튼이�점멸됩니다.

[스타트]버튼을�누르면�조리가�시작됩니다. 이�때, 타이머�표시부에는 ‘:’이�깜빡이고
숫자�부분은 1분�경과할�때�마다�숫자가�줄어듭니다.

조리가�끝나면 ‘삐-삐-삐’ 소리가�울립니다.
※조리�종료�후에는�일반�동작과�동일합니다.

좋은�쌀은�정미일이�얼마�되지�않은�신선한�쌀, 동글하고�투명하면서�광택이�있는�쌀입니다.
보관은�바람이�잘�통하는�서늘한�곳에�하고 2주�이내에�다�사용합시다.

충분히�물을�머금지�않은�상태에서�밥을�짓게�되면�쌀알의�심이�살아있는�밥이�되기�때문에�여름에는 30분, 겨울에는 1시간�정도�물에�담궈
쌀을�불려주세요. 시간이�없을�때에는�미지근한�물에 10분�정도�담궈둡니다.

물을�가득�담아�재빨리�씻고, 물을�바로�버립니다.
다음은�소량의�물을�담아�손으로�비벼가며�씻습니다.
깨끗한�물이�나올�때�까지�물을�담고�씻고�버리는�단계를�반복합니다.
※충분히�씻어주지�않으면�밥이�타버리기�쉬우며�보온�단계에서�불쾌한�냄새가�날�수�있습니다.
※깨진�쌀알이�많으면�맛있는�밥이�지어지지�않습니다. 채�등에�쌀을�담고�물을�담은�후�흔들어�깨진�쌀알을�걸러내주세요.

반드시�부속�계량컵으로�계량해주세요. (1컵�약 0.5홉=약 90ml)
자동�계량�쌀통을�이용하는�경우�오차가�발생할�수�있습니다.

[시] / [분]버튼을�눌러�원하는�시간으로�설정합니다.
※[시]버튼은�한�번�누를�때�마다 1시간, [분]버튼은�한�번�누를�때�마다 5분�단위로�올라갑니다.
※원하는�조리�메뉴를�선택했을�때�타이머에�표시되는�시간은�초기�설정되어�있는
     조리�시간(=예약�시간은 0분)입니다. 
※예약�타이머를�설정하는�경우에는�이�단계에서�진행해주세요. (타이머�설정�방법은 P.9 참조)           

[메뉴]버튼을�눌러�원하는�메뉴를�선택합니다. 
이�때, 타이머�표시부에는�조리�메뉴마다�기본�설정�조리�시간이�표시됩니다.
(기본�설정�조리�시간�일람표 P.10)
※[메뉴]버튼은�한�번�누를�때�마다 6종류의�조리�모드가�순서대로�선택됩니다.

재료�및�본체를�준비한다.

조리�메뉴를�선택한다.

조리�시간을�설정한다.

좋은�쌀을�골라�서늘한�곳에서�보관한다.

쌀을�물에�불린다.

최대한�빠르게�쌀을�씻는다.

부속품으로�제공되는�계량컵으로�정확히�계량한다.

쌀의�종류, 원산지, 계절에�따라�또는�기호에�맞추어�물을�조절해주세요.
※부드러운�밥을�짓기�위해서�추가하는�물의�양은�수위�눈금의�간격의 1/4로�해주세요. (죽�예외)
물을�많이�넣게�되면�증기구를�통해�끓어�넘칠�수�있습니다.

내솥�눈금을�정확히�보고�물을�조절한다.

현미가�흰�쌀보다�많을�때는 [현미]를�선택해주세요.
현미와�흰�쌀의�양이�비슷할�때, 현미가�흰�쌀보다�적을�때는 [백미]를�골라주세요.
(이�때�현미는 1~2시간�물에�불려둔�것을�사용합니다.)

영양밥
약밥
미음
현미

2홉�이하
2홉  이하

0.5홉�이하
1홉�이하

현미에�흰�쌀을�섞어�밥을�지을�때

조미료는�잘�섞고�속재료는�쌀�위에�올립니다. 재료를�넣어�취사할�때의�최대�밥�용량(아래의�표)은�반드시�지켜주세요. 

●  보온, 예약�취사는�하지�마세요.
      (변색, 내솥�부식, 부패의�원인이�됩니다.)
● 시판되는�레시피�재료를�배합해서�밥을�지으면
      잘�지어지지�않을�수�있습니다. 제공되는�레시피북을�참조하세요. 

쌀�이외의�속재료를�넣어�밥을�지을�때

잡곡이나�보리등을�흰�쌀에�섞어�짓고자�할�때는�흰�쌀의�위에�부은�뒤�취사해주세요.
백미에�비해�쉽게�타버릴�수�있습니다.

분도미, 배아미, 보리밥, 발아현미, 잡곡�밥을�지을�때는�백미�메뉴를�선택합니다.

무세미와�물을�넣은�후�한�알�한�알이�물에�잘�섞이도록�바닥부터�골고루�뒤섞어주세요.
(물을�위에서�따라�붓기만�하면�쌀이�물에�섞이지�않아�맛있는�밥이�지어지지�않습니다.)
물을�넣고�하얗게�탁해지면 1~2회�정도�물을�바꿔가며�헹궈내는�것을�추천합니다.
(처음�물을�받은�채로�취사하게�되면�타버리거나�끓어�넘쳐�맛있는�밥이�지어지지�않습니다.)
정백미보다�정미량이�많기�때문에�물은�조금�많이�넣어주세요. 내솥의�눈금보다�조금�위를�기준으로�물을�넣어주세요.

무세미를�사용하여�밥을�짓는�경우

수돗물보다�정수기�물로�밥을�지을�때가�더�맛있습니다.
미네랄워터는�경도 ‘50’ 이하라면�맛있는�밥이�지어지지만, 경도가�크면�클수록�퍼석한�노란�빛의�밥이�지어집니다.

밥�짓기에�사용하는�물.

주걱으로�퍼�올리듯이�바닥면부터�뭉친�밥을�풀어주세요.
※뒤섞어주지�않으면�밥이�굳어버립니다.

밥이�다�지어지면�충분히�뒤섞어준다.



손질�및�세척방법 고장으로�의심될�때

내솥 / 안�뚜껑 / 계량컵 / 주걱

사용�후에는�반드시�그�날�안에�세척해주세요.

전원�콘센트에서�전원�플러그를�뽑은�뒤�본체와�연결되어�있는�코드를�뽑아주세요.

본체, 내솥, 안�뚜껑이�충분히�식은�상태인지�확인한�후�세척해주세요.

스펀지나�행주는�부드러운�것을�사용해주세요.

벤진, 신너, 알코올, 수세미, 면이나�천이�아닌�화학�행주�등의�사용은�절대�금합니다.

본체
부드러운�마른�행주로�닦아냅니다. 더러움이�심할�경우, 주방용�중성세제를�옅게�푼�물에�담갔다가�꽉�물기를�짜낸�행주로�세척해주세요. 
※통째로�물세척하는�행위는�절대�금합니다.

스펀지에�주방용�세제를�묻혀�물세척�해주세요. 세척이�끝나면�마른�행주로�물기를�충분히�제거해주세요.
※세척�후에는�물기를�깨끗이�제거하고�안�뚜껑을�바르게�장착해주세요. (안�뚜껑의�장착�방법은 P.6 참조)
※내솥, 안�뚜껑은�변형되지�않도록�주의해주세요.

증기구�고무

안�뚜껑�고무

안�뚜껑�뒷면

안�뚜껑�뒷면에서�안�뚜껑�부착�고무�및
증기구�고무를�풀�수�있습니다. 안�뚜껑
부착�고무의�평평한면을�안�뚜껑의�뒷면
쪽으로�하고�부착하세요.

히터 / 온도�센서

이물질�등이�타서�붙어�있는�경우는�주방용�중성세제를�옅게�푼�물에�담갔다�건져낸�나일론제�수세미�등으로�가볍게�문질러�제거하고
물기를�꽉�짜낸�행주로�세제�거품이나�물기를�깨끗이�닦아내주세요.

제품�사양

전원
소비전력
외형�사이즈

중량
용량

재질

전원�코드�길이
부속품

교류 220V   60Hz
300W (최대)
본체 : 약 22.5(W) x 20.4(D) x 21(H) cm
내솥 : 약 14.5(W) x 14.5(D) x 9.8(H) cm
약 1.3kg
밥�용량 : 90ml~450ml (0.5홉~2.5홉)
내솥�용량 : 약 1000ml
본체 : PP
내솥 : 알루미늄(세라믹�코팅)
약 1.2m
전원코드, 계량컵, 주걱, 레시피북, 사용설명서

고장이�의심될�때는�수리�의뢰�전에�아래�내용을�확인해주세요.
문제가�해결되지�않는�경우는�고객센터로�문의해주세요.

버튼을�눌러도�작동하지�않는다 전원�플러그가�본체�및�전원�콘센트에�제대로
꽂혀있지�않다

전원�플러그를�바로�잡고�전원�콘센트에�확실히�꽂는다.
본체에�기구용�플러그를�확실히�꽂는다

이물질을�제거한다

새로운�내솥으로�교환한다

쌀의�양에�맞게�적절한�양의�물을�넣어주세요 .

.

쌀의�종류나�상태에�따라�밥의�결과가�달라집니다.
기호에�알맞게�물을�조절해주세요

※현미를�지을�때는 1.5홉, 죽을�조리할�때는 0.5홉까지로
     해주세요

※조리�메뉴마다의 [조리�용량]을�확인해주세요

내솥�밑�안�뚜껑의�패킹, 안�뚜껑의�탈착�고무를�바르게
장착해주세요

규정�용량�이상의�물·재료를�넣지�마세요

화력을�조절하는�마이크로�컴퓨터�제어장치의�소리이므로�고장이�아닙니다

고장이�아닙니다

열에�의해�금속부가�수축하여�발생하는�마찰음입니다.  고장이�아닙니다

고객센터에�문의�해주세요

4시간�이상�보온하지�않는�것을�추천드립니다

이물질을�제거해주세요

사용과�함께�점차�냄새가�사라집니다

내솥과�안�뚜껑을�주방용�중성�세제로�잘�헹군�후
뜨거운�물에�몇�분�담근다.

함께�제공되는�레시피를�참고하여�올바른�양과�발효�온도,
발효�시간으로�조리해주세요

경도가�높은�미네랄워터�등은�사용하지�말아주세요
밥�짓기에�사용하는�물

※조리�메뉴마다의 [조리�용량]을�확인해주세요

본�제품으로�지을�수�있는�쌀의�최대�양은 2.5홉입니다

재료와�물의�양을�조절한다

재료와�물의�양을�최대와�최소의�사이로�조절한다물의�양이�부족하다

물과�재료의�비율이�바르지�않다

내솥이�변형되었다

물이�적거나�너무�많다

쌀�또는�재료가�많거나�물이�많다

내솥이�바르게�장착되어�있지�않다

내솥의�눈금�규정량�이상의�물, 재료를�넣었다

끽끽거리는�소리가�난다

위의�소리들과는�전혀�다른�소리가�난다

본체와�내솥�사이에�이물질이�있다

구입�후�처음�사용하였을�경우

잡균이�남아있다

분량·발효온도·발효시간�등이�적절하지�않았다

경고 : 개조하지�말�것. 또한, 수리기술자가�아닌�사람이�분해하거나�수리하지�말�것.

경도가�높은�미네랄워터�등으로�취사했다

장시간�보온한�경우

물이�튀는�소리가�난다 (취사�중·밥의�뜸을�들일�때)

딱딱거리는�소리가�난다

히터와�안쪽�사이에�이물질이�끼어�있다

조리가�되지�않는다

취사�또는�조리�중에�끓어�넘침

취사�및�조리�중, 보온�중에
소리가�난다

밥이�노랗게�그을리다

밥이�변색됐거나�냄새가�난다

연기가�나거나�냄새가�난다

수지�등의�플라스틱의�냄새가�난다

발효식품이�잘�만들어지지�않는다

밥이�딱딱하거나�쉽게�타버리거나
너무�부드럽거나�심이�남아�있는
상태로�지어질�경우

조작�패널의�각�표시부분이
점등되지�않는다

증상 원인 대처�방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