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저희 쿠쿠 압력보온밥솥을 애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사용설명서는잘보관하여주십시오.
사용중에모르는사항이있을때나기능이제대로
발휘되지않을때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안전상의경고
각부분의이름
제품손질방법
기능조작부의이름과역할
기능표시부의이상점검기능

현재시각의설정
음성안내기능의설정과해제
취사전준비사항
맛있는밥을드시려면
취사는이렇게하십시오
쿠쿠맞춤밥맛기능은이렇게하십시오
현미발아는이렇게하십시오
만능찜누룽지는이렇게하십시오
예약취사는이렇게하십시오
밥을맛있게보온하려면
절전기능은이렇게하십시오
버튼잠금기능은이렇게하십시오

고장신고전에확인하십시오

요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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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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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금지)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서비스기사 이외의 사람이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수리 및 고장 상담은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혼자사용하거나어린이가만질수있는장소에
제품을두지마십시오.
•고열에 화상을 입거나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경고’는제품을안전하고올바르게사용하여사고나위험을미리막기위한것이므로반드시지켜주십시오.
●‘안전상의경고’는‘경고’와‘주의’의두가지로구분되어있으며‘경고’와‘주의’의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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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황

사용중 압력추 및 자동증기 배출구에는
손과 얼굴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화상의우려가있습니다.
취사 중나오는증기는매우뜨거우므로
손이나 얼굴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특히어린이의접근을막아주십시오.

피하지 않을 경우 경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황

제품을 씽크대에 넣고 닦거나
제품 내부에 물을 넣지 마십시오.
•전기 누전 및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에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전원플러그를 뽑은 다음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흡•배기구 또는 틈 사이에 바늘, 청소용 핀, 금속물 등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용 핀을 증기배출구 청소외에 제품의 틈새나 구멍에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정격 15A 이상의
교류 220~240V 전용 콘센트에서만
사용해 주시고 한 콘센트에
여러 제품의 전원플러그를 동시에
꽂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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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
은 다음 사용하십시오.

•연장코드도 15A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씽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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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
십시오.

전원코드나전원플러그가파손되었거나
콘센트가흔들릴때는사용을중지하고, 
고객상담실로문의바랍니다.

•제품사용중사용상의부주의로전원코드의피복이
벗겨지거나찍힐경우화재및감전의원인이될수있으니, 
수시로전원코드와전원플러그, 콘센트의상태를꼭확인하십시오.

•전원코드나전원플러그가파손된경우에는위험이생기지않도록하기
위하여제조자나그판매점또는유자격기술자 (서비스기사)에 의해
코드교환을하십시오.

•반드시 지정된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직사광선이 쬐는 곳,
가스레인지, 전열기구 등의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누전 및 감전, 변형 및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를 열기구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코드피복이 녹아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코드의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오디오, TV 등과 같은 전자제품과 2m이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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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및 전원 코드부를 동물이
물어 뜯거나 못과 같이 날카로운
금속물체로부터 충격을 받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충격으로 인한 파손은 합선, 감전, 화재 등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코드와 전원 플러그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내솥 없이 분리형 커버
금속성 물질 등을 넣거나,
넣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이 주의)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클린 스팀 벤트를 잡아당겨 강제로 빼지 마십시오.
•분리시 증기 배출구가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전 후 클린 스팀 벤트의 결합
상태 및 이물질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클린 스팀 벤트가 빠져나갔거나 결합 상태가
불량할 시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사용전·후 청결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변형된 내솥이나 전용 내솥이
아닌것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솥이 가열되어 이상작동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내솥을 떨어뜨렸거나 변형된 경우에는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경고 (금지)

압력추 및 자동증기배출구를
막거나 증기구에 행주나
장식용 덮개, 기타물건을
올린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압력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체의 변형, 변색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내솥 없이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감전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내솥이 없는 상태에서 쌀이나 물을 넣지 마십시오.
•쌀이나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제품을 뒤집거나
흔들지 마시고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취사나 요리가 진행 중일 때 뚜껑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뚜껑 결합 손잡이를 절대“ ”(열림)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강제로 열 경우 압력으로 인해 화상 및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취사나 요리 완료 후 증기가 완전히 배출된 상태에서 뚜껑
결합 손잡이를 작동시키십시오.

전원코드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거나 코드가
제품바닥에 눌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코드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금속성물질

분리형커버
(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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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나 요리가 진행 중일 때 절대로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취사나 요리가 진행 중일 때는 압력에 의해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강제로 열면 화상 및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취사중 부득이하게 뚜껑을 열어야 할 경우 추소 버튼을
약 2초간 누른 후 내부압력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 주십시오.

제품내에 살충제나 화학물질 등을
뿌리거나 투입하지 마십시오.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내 바퀴벌레나 벌레 등이 들어갔을 경우는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용내솥>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묶거나,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쇼트로 인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전원코드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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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위에 자성을 지닌 물체를
올려 놓거나 자성이 강한
물체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절연 성능 저하로 인해 감전, 누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 (지시)

쌀통 및 다용도 선반 등에
제품을 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코드가 틈새에 눌러져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코드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취사 또는 요리 중 증기가 배출될 때
쌀통 및 다용도 선반에 의해
제품의 손상,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인공심장 박동기 및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보조장치를
사용하는 분은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본제품의 작동시 인공심장 박동기 및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보조기구의 작동에 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전원플러그를콘센트에서꽂거나뺄때는손의물기를반
드시제거한후전원플러그를잡고꽂거나빼어주십시오.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뽑으면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당겨 뽑으면 전원코드에 이상이 발생되어
누전 및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온도감지기, 내부 또는 내솥
주위의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온도감지를 정확히 못하게 되므로 내솥이
가열되어 이상작동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취사, 보온, 지정된 메뉴 이외의 물끓임, 식혜, 미역국, 카레,
기름으로 튀기는 요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 및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금지)

사용 중에 이상한 소리나 냄새 또는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플러그를 뽑고
내부 압력을 완전히 제거후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최대 용량 이상으로 내용물을 넣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밥물 넘침이나 취사 불량 등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 중이거나 사용 직후에는 내솥, 내부 및
압력추 등은 뜨거우므로 만지지 마십시오.

•고열에 의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압력추가 젖혀져 증기에 의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전자레인지 및 싱크대
스테인레스 위에 올려놓거나 제품
밑에 깔판, 방석, 전기장판 철판, 
은박지 등을 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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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 220~240V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110V전원에서 승압용 트랜스를 220~240V로 승압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심한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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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이나 울퉁불퉁한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상및제품고장의원인이됩니다.
•전원코드에손이나발, 기타물체가걸려
제품이떨어지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주의 (지시)

전원플러그를 뽑을때는 전원
코드를 잡지 마시고 꼭 전원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십시오.

•전원코드에 충격이 가면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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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사중 정전이 되면 자동증기 배출장치가 작동하여 내용물 비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해진 쌀 및 물의 양으로 취사해 주십시오. 
•특히, 물의 양이 규정보다 많으면 내용물 넘침의 원인이 됩니다. 
•소프트스팀캡이 장착된 상태에서 취반을 하십시오. 

흰밥 이외의 식품에는 변질하기 쉬운 것(팥밥, 혼식, 크로켓,
그라탱 등)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온하지 마십시오.

사용중에 제품 본체와 30㎝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전자제품에서는 자기장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내솥 손잡이를 잡고 제품을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내솥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릴 경우 뚜껑이 열려 위험합니다.
•제품 바닥 좌우측에 있는 이동용 손잡이 홈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

주의 (금지)

전원플러그를 뽑더라도 뚜껑 결합
손잡이를 항상“ ”(잠김)위치로
돌려 주십시오.

•취사나 요리 완료 후 내솥이 뜨겁거나 뜨거운
밥이 남아 있을 경우 전원플러그를 뽑더라도 뚜껑을
닫고 뚜껑 결합 손잡이를“ ”(잠김)위치로 돌리지 않으면
내부압력에 의해 제품의 변형이나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취사, 요리 및 보온 중에도 반드시 뚜껑 결합 손잡이를

“ ”(잠김) 위치에 놓고 사용해 주십시오.

내솥 코팅이 벗겨질 경우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품을장기간사용할경우내솥코팅이
벗겨질수있습니다.

•거친수세미나금속성수세미로내솥을씻을경우코팅이벗겨질
수있으니반드시주방용중성세제와스폰지로씻어주십시오.

취사 또는 요리 진행 중 자동증기 배출시 주의하십시오.
•증기가 고속으로 배출되면서‘취익’하는 소리가
나므로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어린이의 접근을 막아 주십시오.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요리 후에는 반드시 청소해 주십시오.

•닭찜, 갈비찜 등의 요리 후 취사 및 보온을
하게되면 밥에 냄새가 배어들 수도 있습니다.

•내솥뚜껑 세척시 거친 수세미나 금속성
수세미를 사용할 경우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니
반드시 스폰지 또는 물기를 제거한 행주로 닦아주십시오.

•40~41쪽을 참조하여 내솥, 내솥뚜껑, 패킹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사용하십시오.

•단 클린 스팀 벤트는 강제로 빼지 마십시오.
•제품의 사용환경이나 방법에 따라 내솥뚜껑의 코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취사나 요리 완료 후 또는 보온시
뚜껑 결합 손잡이가 잘 돌려지지
않을 때 강제로 돌리지 마십시오.
•화상및제품손상의원인이됩니다.
•압력추를젖혀증기가완전히배출되었는지
확인후뚜껑결합손잡이를돌려주십시오.

•취사나요리완료후뚜껑을열때증기에의한화상의
우려가있으므로주의하십시오.

내솥을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불위에올리지마십시오.

•내솥의변색및손잡이의변형으로제품에이상이발생할수있습니다. 

외면이 티타늄 이온 도금 내솥인 경우
•티타늄내솥의경우오랜기간사용시내솥외면의색상이짙어질
수있습니다. 

•티타늄내솥의외면을거친수세미나금속성수세미로씻을경우
외면도금이손상될수있으니세척시반드시주방용중성세제와
부드러운천, 스폰지로씻어주십시오.

•티타늄내솥세척시싱크대및다른주방기구와의마찰로인하여
티타늄내솥의외면도금이손상되는경우도있으나제품성능에
는문제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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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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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내솥뚜껑

내솥손잡이

3D보온센서

내솥
클린 스팀 벤트

분리형 커버

분리형 커버 손잡이
물받이
보온이나취사조리후에는
항상 물받이에 있는 물을
버려주세요. 물받이에밥물이
고여있을경우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주걱꽂이

전원플러그
전원코드
온도감지기

각 부 명칭(외부)

부속품안내

사용설명서 및 요리안내

주 걱

계량컵

찜판

(찜판은“요리안내”를참조하여사용하십시오.)

청소용 핀
(실물은본체바닥면에부착되어있습니다.)

소프트스팀캡 압력추
취사나 요리 전 압력추를 수평으로 맞추어 주십시오. 
내부의 압력이 일정하도록 조절하며, 젖히면
수동으로 증기배출이 됩니다.  

자동 증기 배출구
취사나 요리가 끝나거나 보온시 자동으로 증기를
배출시켜 줍니다.
필요할 경우 취소버튼을 눌러(2초) 증기를
배출 시킬 수도 있습니다.

뚜껑 결합 손잡이
취사나 요리 시 손잡이 표시 (    )가“ ”(잠김)
위치로되어야작동이됩니다. �

뚜껑 열림 버튼
뚜껑 결합 손잡이를“ ”(잠김)에서“ ”(열림)으로
돌린 후 뚜껑 열림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립니다.
(취사나 요리 중에는 뚜껑 열림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기능조작부 및 표시부

1. 표면에 티타늄 도금을 처리하여 내솥의 경도가 강하다.
2. 내구성, 내부식성이 강하다.
3. 황금색상의 티타늄 도금으로 외관이 미려하다.

특징

티타늄 이온 도금 내솥(외부)

각 부 명칭(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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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형 커버 및 압력패킹

분리형 커버 세척 후에는 반드시 뚜껑에 장착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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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내솥 뚜껑이나 내솥 내부에 밥물이 묻어 전분막이 생기는 수가 있으나, 위생상 아무런 향이 없습니다.

※ 분리형 커버 구멍에 나사 및 다른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 분리형 커버 앞쪽과 뒷쪽을 잘 살펴주십시오.

①분리형커버손잡이를화살표방향대로
당기면뚜껑에서쉽게분리되어세척이
가능합니다.

② 분리형커버세척시분리형커버뒷면의
손잡이부의날개를잡고당겨서손잡이를
분리하고, 패킹도분리합니다.

③ 주방용 중성세제 및 스펀지로 자주
세척해 주시고 물기를 제거한 행주로
닦아 주십시오.

④분리형 커버 손잡이는분리형커버뒷면으로
손잡이를삽입하고분리형커버앞면에서
화살표방향으로잡아당겨서끼워주십시오.

⑤분리형커버에 패킹을 장착시킬 경우 패킹 뒷
부분의홈에가장자리를끼운후한바퀴돌리
면서장착합니다.

⑥ 뚜껑에 장착시에는 분리형커버 손잡이를
잡고 화살표 반향대로 안쪽의 홈에 맞춘
후힘주어눌러주십시오.

올바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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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이 닫히지 않을 때의 주의사항
뚜껑을 강제로 닫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뚜껑이 잘 닫히지 않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내 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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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솥뚜껑

내솥의 뚜껑에 밥물이 묻어 있는 경우 물기를
제거한 행주로 닦아 주십시오. 
뚜껑의 가장자리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으
므로청소할때주의하십시오.

압력패킹

압력패킹은 청소시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세척시에는 부드럽게 닦아 주시고
제품에서 떼어 내지 마십시오. 
부분적으로 빠진곳은 손가락으로 꼭 눌러
뚜껑의 홈에 완전히 끼워 넣은 후 사용
하십시오.

클린 스팀 벤트

사용전·후 클린 스팀 벤트가 막히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닦을 때 부드럽게 닦아
주시고 강제로 빼지 마십시오. 사용전·후 클린
스팀 벤트의 결합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클린 스팀 벤트가 빠졌거나 결합이 불완전한
경우 반드시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본체 물고임부

취사시 발생하는 밥물은 증기배출구로 통해
이곳에 고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취사 완료후 물기를 제거한 행주로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본체내부

온도감지기에 이물질이 눌러 붙어 있는 경우는
금속판이 손상되지 않게 제거 하십시오. 

1. 내솥이제품본체에완전히들어가있는지확인합니다.
(내솥에부착된손잡이를제품본체홈부에안착하십시오.)

2. 뚜껑부를위에서보았을때뚜껑결합손잡이가오른쪽
그림과같이되어있어야뚜껑이닫힙니다.

3. 제품내에증기가발생되는음식물이나뜨거운물등이
들어있으면닫는순간압력이걸려서뚜껑이잘닫히
지않습니다. 이때는압력추를젖힌다음뚜껑을닫고
뚜껑결합손잡이를시계방향으로돌려서뚜껑을체결
합니다.

뚜껑 결합 손잡이의 사용법에 관하여

1. 취사나요리시에는뚜껑을닫고뚜껑결합손잡이를“ ”(잠김)위치로확실하게돌려주십시오.기능표시부의“잠김”램프에불이켜집니다. 
이는 뚜껑이확실하게잠겨압력취사를선택할수있도록표시하여주는안전장치의기능입니다.

2. 취사나요리완료후뚜껑손잡이를“ ”(잠김)에서“ ”(열림)위치로돌린후, 뚜껑열림버튼을눌러뚜껑을열어주십시오. 제품내부에증기가
완전히배출되지않으면뚜껑결합손잡이가“ ”(잠김)에서“ ”(열림)쪽으로쉽게돌아가지않습니다.
이때 뚜껑결합손잡이를강제로돌리지마시고압력추를젖혀내부증기가완전히배출된후다시조작해주십시오.

3. 뚜껑을열고닫을때는항상뚜껑결합손잡이위치를“ ”(열림)에 위치해주십시오.
•“잠김”램프에불이켜지지않으면압력취사/백미쾌속, 예약 버튼이작동하지않습니다. 
정확하게다시“ ”(잠김)위치로돌려주십시오.

•뚜껑부를위에서보았을때뚜껑결합손잡이가“ ”(잠김)위치와일치할때뚜껑이잠긴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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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나 요리 완료 직후에는 소프트 스팀캡이 뜨거우므로 만지지 마십시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소프트 스팀캡 손질 방법

물받이 / 밥물고임방지배수로 손질방법

압력추
이물질 등으로 압력추 증기 배출구가 막혀 있으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사용 전·후에는 아래의 압력추/증기배출구 청소방법을 참조하여 압력추를
분리한 다음 청소용 핀으로 구멍을 뚫은 후 사용해 주십시오.

※ 압력추의 디자인은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프트 스팀캡
제품 취사나 요리 완료 후 떼어낸
다음 주방용 중성세제 및 스폰지로
자주 세척해 주시고 제품 뚜껑에
고인물은 물을 꼭 짠 행주로 닦아
주십시오.

❶ 뚜껑결합손잡이를“ ”(잠김)방향으로
돌린후압력추를잡고위로들면서화살
표방향(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분리합니다.

❶ 소프트 스팀캡을 그림과
같이 앞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위로 살짝 들어 올리
면서떼어냅니다.

❸ 소프트스팀캡을조립하여끼울
때에는아래쪽의홈부분을맞춘
후, 화살표 방향으로 눌러
확실히끼워주십시오.

❹제품에 소프트 스팀캡을 장착
할 때는 그림과 같이 소프트
스팀캡을 안착한 후 소프트
스팀캡을 눌러 단단히 고정
시켜 주십시오.

❷뒷면에있는후크를화살표방향으로눌러서분해하고
주방용중성세제및스폰지로자주세척해주십시오. 
세척후순서대로조립해주십시오.
※패킹을끼울때는방향에주의해서패킹홈을잘맞춘후끼워주십시오. 

❸청소후압력추를조립할때는분리할때와반대
방향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끼워 넣습니다.

❹압력추가 완전히 조립되면 추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❷ 청소용핀(실물은본체바닥면에부착되어
있음)으로구멍을뚫습니다.

※청소용핀으로압력추증기배출구만청소하시고,
다른구멍은안전장치이므로절대로찌르지마십시오.

<압력추/증기배출구청소방법>

압력 노즐막힘 손질 방법

❶물받이를분해합니다. ❷ 밥물고임방지배수로캡의손잡이를
잡고아래방향으로 어서분리합니다.

❸ 밥물고임방지배수로캡 및 물받이
를 물기를 제거한 행주로 닦거나
주방용 중성세제 및 스펀지로 세
척해주십시오.

❹ 청소 후 그림과 같이 밥물고임방지
배수로캡을 위로 어서 끼워 넣은
후 물받이를 확실히 장착합니다.

내솥·부속품 ▶주방용 중성세제와 스폰지로 씻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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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조작부의 이름과 역할 / 기능 표시부의 이상 점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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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표시부의 이상점검 기능

온도 감지기 또는 냉각팬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 ”표시,“ ”표시,“ ”표시가 깜박거립니다.) 
→ 서비스센터로문의하십시오.

사용방법이 올바르지 않거나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아래와 같은 표시가 나타나 경보를 하여 줍니다.

※버튼은 부저음이 날 때까지 확실히 눌러 주시고 본 명판의 디자인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솥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뚜껑 결합 손잡이를 확실하게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취사/백미쾌속 또는 예약 버튼을 눌 을 때 나타납니다. 
손잡이를“잠김”쪽으로 확실하게 돌려 주십시오. 이때, 잠김 램프에 불이 켜집니다.

물만 계속 끓일 경우나 제품이상 발생시 나타납니다.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예약 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13시간 이내로 예약을 하십시오. (55~56쪽 참조)

환경센서에 이상이 있을때 나타납니다.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마이컴 전원에 이상이 있을때 나타납니다.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전원 또는 제품의 이상 발생 점검 기능입니다.
지속적으로 표시가 나타날 경우에는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취사완료후보온상태에서한번도뚜껑결합손잡이를“ ”(열림)쪽으로하지않고, 대기상태가된후재차압력취사/백미쾌속또는예약버튼을
눌 을때나타납니다. 뚜껑체결감지장치의동작확인기능입니다. 뚜껑결합손잡이를“ ”(열림)으로한후다시“ ”(잠김)쪽으로돌려주시
면됩니다. 그래도문제가계속해결되지않으면서비스센터로문의하여주십시오.

보온/재가열 버튼
보온을할경우나식사직전

밥을따뜻하게데울경우사용
▶ 57~59쪽참조

잠김램프
뚜껑 결합 손잡이를“ ”(잠김)

쪽으로 잠그면 불이 켜집니다.
▶ 41쪽 참조

백미쾌속램프
백미쾌속 취사를 선택했을때

불이 들어옵니다. ▶ 48쪽 참조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
(시각 장애인용 점자)
취사 및 요리를 시작할 경우 사용
▶ 47쪽 참조

취소버튼
(시각 장애인용 점자)
선택한 기능을 취소할 경우 사용하거나
자동으로 증기를 배출시킬때 사용
(취사 때는 요리 중에 취소시킬 경우2초간
눌러 주십시오.) 
▶ 64쪽 참조
절전기능 진입시 사용
▶ 60쪽 참조

확인버튼
선택한 기능을 설정하거나
버튼 잠금 기능을 설정할 경우 사용
▶ 61쪽 참조

메뉴/선택 버튼
백미, 김초밥, 잡곡, 현미발아, 양밥, 양죽, 누룽지, 묵은쌀,
만능찜, 자동살균세척(스팀세척)을 선택할 경우 사용,
예약시간을 변경할 경우 사용 ▶ 56쪽 참조
현미발아 시간을 맞추거나 만능찜 시간을 선택할 경우 사용,
모드 버튼으로 선택된 기능들을 설정할 경우 사용 ▶ 53~54쪽 참조

예약/자동세척 버튼
예약취사를할경우사용

▶ 55~56쪽 참조
자동살균세척(스팀세척)을

할경우사용
▶ 48쪽 참조

기능표시부

모드 버튼
맞춤밥맛(49~51쪽), 현재시각설정(44쪽)
음성볼륨설정(44쪽), 보온온도설정(58쪽)

맞춤보온(58쪽), 맞춤취사(50쪽)
취침보온(59쪽), 누룽지 눌음강화(51쪽)

자동절전모드(60쪽)를
설정할경우사용

각 부 명칭(외부)



현재시각의 설정 / 음성안내 기능의 설정과 해제

44

현재시각은 이렇게 맞추십시오.
현재시각을맞추려면다음사항을꼭알아두십시오. 예) 현재시각이오전 8시 25분일경우

전원플러그를꽂은후모드버튼을 1회누릅니다.

▶ 모드버튼을 초기에 누를시 1초 이상 눌러야 진입 가능합니다.
▶“현재시각 설정 모드입니다. 선택버튼으로 현재시각을 맞춘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 1초 주기로 표시부의 콜론(:)이 깜박거립니다.

메뉴/선택버튼을눌러시를“ ”에맞추고분을“ ”에맞춥니다.

▶ 버튼의 오른쪽“ ”버튼을 누를때 마다 1분 단위로 증가합니다.
▶ 버튼의 왼쪽“ ”버튼을 누를때 마다 1분 단위로 감소합니다.
▶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10분 단위로 연속으로 변합니다. (반복기능)

반복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시를 먼저 맞춘 후, 1분 단위로 분을
맞추면 원하는 시각을 더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오전, 오후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 맞춥니다.
▶ 낮 12:00의 경우는 오후 12:00로 표시됩니다.

원하는시각으로설정이완료되면확인버튼을눌러주십시오.

▶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7초가 경과되면“시간이 초과되어 기능 설정이
취소되었습니다.”하는 음성과 함께 시각 설정이 취소됩니다.

음성안내 기능의 설정과 해제
대기상태에서모드버튼을 2회누르면진입합니다. (모드버튼을초기에누를시 1초이상눌러야진입가능합니다.)

■ 보온중일때현재시각설정은이렇게하세요.
1. 보온 중일 때 현재시각을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눌러

보온을취소한후모드버튼을 1회눌러현재시각을설정합니다.

2. 현재시각 설정이 끝나면 보온/재가열 버튼을 1회 눌러 보온

합니다. 이때 표시부에는“ ”가 표시됩니다.

■리튬건전지에대하여
•본 제품에는 정전보상 기능 및 시계 기능을 위하여 리듐 밧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밧데리의 수명은 약 3년 정도이나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원플러그를 꽂지 않았을 때 표시부에 현재시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밧데리가 완전 소모된
경우이므로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 밧데리를 교환한 후 사용하십시오.

■정전보상기능이란?
•본 제품은 정전이 되어도 정전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게 되어 있어 정전 후, 다시 전기
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취사나 요리 중에 정전이 되면, 정전된 시간만큼 취사나 요리시간이 늦어지며 정전시간
에 따라 취사나 요리 상태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보온 중 정전이 되어 밥이 식었을 때는 보온이 취소됩니다.

1

2

3

< 대기상태 >

모드버튼을 2회눌러음성볼륨설정모드진입시표시부에 이
표시됩니다.

메뉴/선택버튼을눌러 이설정되면 이깜빡거리며
음성기능이해제됩니다.

메뉴/선택버튼눌러 부터 까지의음성볼륨크기를설정할
수있습니다.
▶ 계속 누르고 있으면 연속으로 변합니다.
▶ 원하시는 음성볼륨을 설정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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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솥을깨끗이씻은후물기를닦습니다.
▶내솥을씻을때는부드러운행주를사용하여주십시오.
▶ 강한수세미를사용하면내솥안쪽표면이벗겨지는경우가있습니다.

계량컵을사용하여쌀을인분수만큼별도의용기에담습니다.
▶쌀을계량컵의윗면기준하여평평하게맞추면 1인분에해당됩니다.

(예 : 3인분일 경우→ 3컵, 6인분일 경우→ 6컵)

별도의용기에맑은물이나올때까지깨끗이씻습니다.

깨끗이씻은쌀을내솥에옮겨담습니다.

메뉴에따라물의양을조절합니다.
▶바닥이평탄한곳에내솥을올려놓고내솥에표시된눈금에맞춰

물의양을조절합니다.
▶ 내솥에표시된눈금은쌀과물을함께부었을때의물눈금을표시합니다.
▶ 물 높이조절에대하여
•백미, 잡곡, 양밥, 누룽지 : ‘백미, 잡곡’물눈금기준으로물을맞춥니다.

백미는최대 6인분, 잡곡, 양밥, 누룽지는최대 4인분까지
취사가능합니다.

•김초밥, 묵은쌀 : ‘김초밥, 묵은쌀’물눈금기준으로맞춥니다.
김초밥, 묵은쌀은최대 4인분까지취사가능합니다.

•현미발아 : ‘현미발아’물눈금기준으로맞춥니다.
현미발아는최대 4인분까지취사가능합니다.

• 양죽 : ‘ 양죽’물눈금기준으로물을맞춥니다.
양죽은최대 1.5인분까지취사가능합니다.

내솥을본체에넣고뚜껑을닫아주십시오.
내솥을넣을때본체에완전히들어가도록주의하여넣습니다.
▶ 내솥의바닥면에쌀등의이물질이붙어있으면취사가잘되지않거나

고장의우려가있습니다.
▶ 내솥이본체에정확하게들어가지않으면뚜껑이닫히지않습니다.

(내솥의 손잡이가본체의홈에들어가도록하십시오.)

전원플러그를꼭고뚜껑결합손잡이를“ ”(잠김) 위치로
돌려주십시오.
▶표시부에잠김램프가켜지면뚜껑이완전히결합되었음을알수있습니다.
▶ 뚜껑결합손잡이를“ ”(잠김)으로맞추지않고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

누르면경고음및“ ”표시가나타나고취사가되지않습니다.

※보온중일때는취소버튼을눌러보온을취소한후원하시는기능을선택하여주십시오.

※ 콩, 팥과 같은 딱딱한곡류는불리거나삶아서잡곡메뉴에서취사를하십시오.
잡곡의 종류에따라설익을수도있습니다.

※ 메뉴별 취사량은 16쪽 메뉴별 취사시간을참조하십시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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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으로 맛있는 밥 짓기
맛있는 압력밥솥 밥을 드시려면 다음 사항을 꼭 알아두십시오.

쌀은 계량컵으로!
물은 내솥눈금
으로 정확히!

•쌀은반드시계량컵을사용하여정확히계량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있는쌀통은제품에따라쌀의
양이다소차이가날수도있습니다.)

•물의 양은 내솥을평평한곳에놓고내솥의물(水)
높이에 맞춥니다.

쌀의 양과 물의양이맞지않으면
밥이퍼석하거나설익거나질게
될수가있습니다.

쌀이 많이 말라있는경우는계량을
정확히하더라도밥이퍼석할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보온을하게되면밥색깔이
변하거나밥에서냄새가날수도
있습니다.

청소를 자주 하지않으면세균이
번식하여보온시밥에서냄새가
날수있습니다.

10시간이상예약취사하거나 말라있는
쌀을예약취사할경우는밥이퍼석
하거나설익을수가있으며심한경우는
층밥이될수도있습니다.

예약설정시간이길어질수록
멜라노이징(미세밥눌음)현상이증가
할수있습니다.

•쌀은 가급적이면소량으로구입하여통풍이잘되고
직사광선이없는서늘한곳에쌀의수분이잘증발
되지않도록보관합니다.

•쌀을 개봉한지오래되어말라있는경우는물을
반눈금정도더넣고취사를하면좋습니다.

•쌀이 많이 말라있는경우는가급적예약취사를
피하시고물을반눈금정도더넣고취사합니다.

•보온은 12시간 이내로 하는것이좋습니다.

•청소를 자주하십시오.
특히, 뚜껑부에 이물질이묻어있지않도록자주
닦아주십시오.

쌀은 보관
방법이 중요!

예약취사시간은
짧을수록좋습니다!

보온시간은 짧을
수록 좋습니다!

제품은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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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는 이렇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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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별 상세
요리안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메뉴/선택버튼을눌러원하시는메뉴를선택하세요.
•취사 전 압력추를 수평으로 맞추어 주십시오.
•메뉴버튼을누를때마다백미→김초밥→잡곡→현미발아→

양밥→ 양죽→누룽지→묵은쌀→만능찜→자동세척
(스팀세척) 순으로반복 선택됩니다.

•백미, 김초밥, 잡곡, 현미발아, 양밥, 묵은쌀의경우한번취사가
완료되고나면메뉴가기억되므로동일메뉴를연속사용할경우
는메뉴선택을하지않아도됩니다.

예) 백미를 선택 할 경우

※ 만능찜 등의 요리 후 취사하게 되면 냄새가 배어들 수도 있습니다.
(40~41쪽을 참조하여 패킹과 뚜껑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 낸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메뉴별 취사시간은 제품의 사용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취사량

백 미

1인분~
6인분

약22분~
약33분

약14분~
약22분

약41분~
약49분

약47분~
약53분

약37분~
약40분

약60분~
약100분

약39분~
약42분 약 18분

2인분~
4인분

2인분~
4인분

2인분~
4인분

1인분~
1.5인분

2인분~
4인분

물눈금
2까지

2인분~
4인분

백미쾌속

약38분~
약44분

2인분~
4인분

김초밥 잡 곡 현미발아

약32분~
약34분

2인분~
4인분

양밥 누룽지양죽 묵은쌀 만능찜 자동살균세척
(스팀세척)

취사시간

메뉴

1 2

3 4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취사를시작합니다.
•취사를하기전에반드시뚜껑결합손잡이를“ ”(잠김)쪽으로
맞추고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누르면“백미쿠쿠가맛있는
취사를시작합니다.”하는음성과함께취사가시작됩니다.

•뚜껑결합손잡이를“ ”(잠김)쪽으로맞추지않고압력취사/
백미쾌속버튼을누르면경고음과함께“ ”이나타난후
“뚜껑결합손잡이를잠김으로돌려주세요.”하는음성이나오고
작동이되지않습니다. 

뜸들이기 (예 : 백미)

•뜸진행부터는표시부에“뜸들이기를시작합니다.”하는음성과
함께표시부에남은취사시간을표시합니다.
메뉴에따라남은시간은차이가있습니다.

•뜸완료 2~3분전에증기배출효과음(기차소리)이나오고
“증기배출이시작됩니다.”하는음성과함께증기가자동배출
되므로놀라거나화상을입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취사완료
•취사가 끝날 때 완료음(쿠~쿠~, 쿠쿠하세요, 새소리)이
울리고“쿠쿠가맛있는백미밥을완료하 습니다.”하는음성과
함께 보온 기능을 시작합니다.

•취사가끝나면즉시밥을골고루잘섞어주십시오.
섞지 않고 그냥두면밥이굳고변색되어냄새가발생합니다.

•뚜껑 결합 손잡이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압력추를 젖힌 다음
내부 증기를 완전히 빼낸 후 뚜껑 결합 손잡이를 돌려 주십시오.

•취사중에는취소버튼을누르지마십시오. 취사가취소됩니다.

예) 김초밥을 선택 할 경우
▶“김초밥”이라는음성이나옵니다.

김초밥취사를하실경우취사중자동증기배출장치가작동합니다.

예) 14분 남은 경우

예) 백미를 취사 할 경우

구분

메뉴별취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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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쾌속및저인분취사후에는물받이에있는물을버려주십시오.
백미쾌속및저인분의경우다른메뉴에비해물이많을수있습니다.

※ 메뉴별상세한요리방법은요리안내 73~82쪽을참조하십시오.

자동살균세척(스팀세척)은 이렇게 하십시오.

멜라노이징(미세 밥 눌음) 현상

1. 내솥에물을백미물눈금2까지붓고뚜껑을덮고뚜껑결합손잡이를잠김으로
돌려 주십시오.

방법1.메뉴/선택버튼으로자동세척메뉴를선택한후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
눌러 주십이오.  

방법2.대기상태(44쪽참고)에서예약/자동세척버튼을3회(자동세척단축기능) 눌러
자동세척(스팀세척)을선택한후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이압력밥솥은밥의밑면에엷은누런빛깔이나타나는데, 이는밥이잔여수분을밥내부로흡수시켜밥특유의구수한향기와맛을내는멜라노이징
현상을일으켜맛있는밥이되도록설계되어있기때문입니다. 특히“예약취사”와같이쌀알이오랜시간침전되면내솥바닥에미세전분이가라앉아
“일반 취사”보다 멜라노이징(미세 밥 눌음)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백미에 곡류를 섞어서 잡곡을 취사할 경우“백미취사”보다 멜라노이징(미세 밥 눌음)현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묵은쌀 취사기능

- 오래보관한쌀또는수분이줄어든마른쌀로지으면밥이퍼석하거나설익을수있습니다.
- 추수후 1년이상경과되었거나, 개봉후보관과정에서쌀의수분이줄어든마른쌀의경우는묵은쌀메뉴로취사를하시면, 
더좋은밥맛을얻을수있습니다. (쌀의보관및수분상태에따라서멜라노이징현상이나타날수도있습니다.)

- 묵은쌀은쌀의보관및수분상태에따라서밥상태의차이가날수있습니다. 
맞춤밥맛기능을이용하여불림또는가열시간을추가할수있습니다. (49~50쪽참조) 

※쌀세척시맑은물이나올때까지깨끗이세척하며장시간보관하면품질이떨어지므로소포장단위로구입하여사용하시면좋습니다. 
또한, 쌀이마르면밥맛이떨어지고보온시냄새가나는원인이됩니다.

취사메뉴 사용법

백미 백미를 찰지게 취사할 때 사용합니다

백미를 곡류에 섞어서 취사할 경우 사용합니다. 

양밥을 취사할 때 사용합니다. 

취사할 때 누룽지를 만들어 줍니다. 

수동으로 찜시간을 설정해서 요리합니다.

일반밥솥과차진압력밥솥의중간밥을드시고자할때사용합니다. 

현미를 발아시켜 발아현미밥을 드시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양죽을 끓이는 기능입니다. 

묶은쌀을 취사할때 사용합니다. 

취사,보온또는요리후배어든냄새를세척할때사용합니다.

·"백미" 메뉴를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두번 누르면 백미쾌속 취사로 동작하여 밥짓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백미 2인분 기준 약 14분 정도 걸림) 

·백미쾌속 취사는 정상 취사보다 밥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4인분 이하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취사전 쌀을 20분 정도 불린 다음 백미쾌속으로 취사하시면 밥맛이 더욱 좋아집니다. 
·백미쾌속 취사는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김초밥

현미발아

양죽

묶은쌀

자동세척
(스팀세척) 

잡곡

양밥

누룽지

만능찜

백미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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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맞춤밥맛 기능은 이렇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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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쿠쿠만의 가변밥맛 기술을 개발하여 밥의“부드러운 정도”와“차지고 구수한 정도”를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취사하는 기능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으로 취사할 수 있는 쿠쿠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맞춤밥맛이지원되는메뉴(백미, 잡곡, 현미발아, 누룽지, 묵은쌀)를선택하신후모드버튼을 1초이상누르면“맞춤밥맛설정모드입니다.
모드또는선택버튼으로원하시는밥맛을선택한후확인버튼을눌러주세요.”하는음성과함께맞춤밥맛설정모드로진입합니다.
※ 아래의설정밥법의예는백미메뉴기준입니다.

쿠쿠 맞춤밥맛이란

부드러운밥단계증가시 : 밥맛이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움 4단계선택가능)
구수한밥단계증가시 : 밥맛이 더구수해집니다. 멜라노이징이발생할수있습니다. (구수함 4단계선택가능)
※ 기호에따라부드러운밥, 구수한밥단계를각각선택하셔도되고두기능을동시에선택하셔도됩니다.

쿠쿠 맞춤밥맛기능

쿠쿠 맞춤밥맛 사용방법 I

❶ 메뉴 선택 화면 ❸ 부드러운밥 단계 조정모드

❷ 쿠쿠 맞춤 밥맛 진입 화면 ❹ 구수한밥단계 조정모드

메뉴/선택 버튼을 눌러 맞춤밥맛이
지원되는 메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신 후 모드 버튼을
1초 이상 1회 누르면 맞춤밥맛 설정 모드로
진입합니다.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부드러움단계를
선택하십시오.

❺ 설정 완료 화면

원하시는 맞춤밥맛을 설정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취소 버튼은 누르거나 버튼입력 없이
7초가 경과하면 기능이 취소되고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구수함 단계를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16가지 맞춤밥맛은 16가지 밥맛그래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50쪽 참조)

맞춤밥맛설정모드진입한후모드버튼을눌러맞춤밥맛의대표밥맛을설정할수있습니다. 모드버튼을누를때마다찰진밥→부드러
운밥→구수한밥→부드럽고구수한밥순으로맞춤밥맛의대표밥맛이나타납니다.
※ 아래의설정밥법의예는백미메뉴기준입니다.

쿠쿠 맞춤밥맛 사용방법 II

❶ 메뉴 선택 화면 ❸ 부드러운밥 선택모드

❷ 쿠쿠 맞춤 밥맛 진입 화면

❹ 구수한밥 선택모드

❺ 부드럽고, 구수한밥 선택모드

메뉴/선택 버튼을 눌러 맞춤밥맛이
지원되는 메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신 후 모드 버튼을
1초 이상 1회 누르면 맞춤밥맛 설정 모드로
진입합니다.

모드버튼을 1회 누르면 그림과 같이 변합니다.
이때, 부드러운 밥 4단계가 선택됩니다.

❻ 설정 완료 화면

원하시는 맞춤밥맛을 설정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취소 버튼은 누르거나 버튼입력 없이
7초가 경과하면 기능이 취소되고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모드버튼을 2회 누르면 그림과 같이 변합니다.
이때, 구수한밥 4단계가 선택됩니다. 

모드버튼을 3회 누르면 그림과 같이 변합니다.
이때, 부드럽고, 구수한밥이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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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쿠쿠 맞춤 취사 설정화면 ❸ 설정 완료 화면

1.‘쿠쿠 맞춤취사’기능은 백미, 백미쾌속, 묵은쌀, 잡곡, 현미/발아 메뉴에 일괄 적용됩니다.
2. 초기 표시 화면을 기준으로 하여 기호에 따라 맞춤취사 단계를 설정하여 주십시오. 취사단계가 높은 경우 눌음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계별 설정 후 취사시 쌀의 상태 및 함수율에 따라서 취반상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쿠쿠 맞춤밥맛의 단계별 그래픽 표시

쿠쿠 맞춤밥맛의 16가지 밥맛 그래프

쿠쿠 맞춤취사 기능(취사온도 조절기능)
취사시 가열완료 온도단계를 조절(온도의 높고, 낮음)하여 취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존 취사시 고정되어 있던 온도단계를
소비자가 직접 조절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에 맞게 취사할 수 있습니다.
초기값은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단계별 조절을 해 주십시오.
- 높은단계 : 잡곡류 및 묵은쌀로 취사하실 경우나 차진 밥을 좋아하실 경우에 설정해 주십시오.
- 낮은단계 : 햅쌀로 취사하실 경우나 차진 밥을 싫어하실 경우에 설정해 주십시오.

대기상태에서모드버튼을 5회누르면부저음과함께“맞춤취사설정모드입니다. 선택버튼으로화력을조절한후확인버튼을눌러
주세요.”하는음성과함께“맞춤취사설정모드”로들어갑니다. 이 때‘쿠쿠맞춤취사’가지원되는전메뉴가표시부에나타납니다. 

쿠쿠 맞춤취사 사용방법

*가. 쌀이 단단하고 찰기가 있는 밥맛이 됩니다.

*나. 쌀이 부드럽고 잘 부풀어 오른 밥맛이 됩니다.

*다. 쌀이 부드럽고 찰기가 있는 밥맛이 됩니다.

※ 밥맛번호(1~16)가 숫자로 LCD 창에 표시 됩니다.
부드러운밥 및 구수한밥 단계 설정시 설정된 단계만큼 표시부에 위의 그림과 같이 단계표시가 나타나며 취사, 예약, 보온, 재가열 중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쿠쿠 맞춤밥맛’기능은 백미, 잡곡, 현미발아, 누룽지, 묵은쌀 메뉴에 개별 적용됩니다.
※ 한번 설정된 선택시간은 다시 변경하기 전까지 계속 기억되므로, 매번 취사시마다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취사 및 보온, 예약취사가 진행 중일때는 부드러운밥, 구수한밥 단계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메뉴/선택 버튼을 눌러 표시부가 그림과 같이
변하도록 합니다.

메뉴/선택 버튼을 눌러 표시부가 그림과 같이
변하도록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취소버튼을누르거나버튼입력
없이 7초가 경과하면 기능이 취소되고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모드 버튼을 5회 누르면 맞춤취사설정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초기값은 화면
과 같습니다.
(모드 버튼을 초기에 누를시 1초 이상
눌러야 진입 가능합니다.)

❷-1 높은단계 조정모드

❷-2 낮은단계 조정모드

주의사항
1. ‘쿠쿠 맞춤밥맛’기능 사용시 눌음현상 발생과 취사상태 등에 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조작 등으로 인해 단계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초기 설정시 (부드러운밥 1단계, 구수한 밥 1단계)는“ ”번 찰진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쿠쿠 맞춤밥맛’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설정된 단계만큼 취사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구수한밥 단계를 길게 설정하면, 눌음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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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 눌음강화 기능의 설정 방법

▶“누룽지”메뉴 취사 시 바닥의 밥 눌음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기호에 따라 설정해 주십시오.

▶ 누룽지 눌음강화 기능 설정 방법 (누룽지 취사 시 눌음량의 증가를 원하시는 경우)

▶ 누룽지 눌음강화 기능 해제 방법 (누룽지 일반 취사를 원하시는 경우)

1. 대기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7회 누르면“누룽지 눌음강화”설정모드로 진입합니다. 
모드버튼을 초기에 누를시 1초 이상 눌러야 진입 가능합니다.

2. “누룽지 눌음 강화”설정 모드로 들어왔을 때“누룽지 눌음강화 설정 모드입니다. 선택버튼으로 누룽지 눌음 강화를 선택 또는
해제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3. 메뉴/선택 버튼을 누르면“누룽지 눌음강화가 선택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4. “누룽지 눌음강화”설정모드 진입 후 아무런 버튼 입력없이 7초가 지나거나 취소 버튼을 누르면“시간이 초과되어 기능 설정이 취
소 되었습니다.”하는 음성과 함께 기능이 설정되지 않고 취소되며 대기모드로 돌아갑니다.

1. 대기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7회 누르면“누룽지 눌음강화”설정모드로 진입합니다. 
모드버튼을 초기에 누를시 1초 이상 눌러야 진입 가능합니다.

2. “누룽지 눌음 강화”설정 모드로 들어왔을 때“누룽지 눌음강화 설정 모드입니다. 선택버튼으로 누룽지 눌음 강화를 선택 또는
해제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세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3. 메뉴/선택 버튼을 누르면“누룽지 눌음강화가 해제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4. “누룽지 눌음강화”설정모드 진입 후 아무런 버튼 입력없이 7초가 지나거나 취소 버튼을 누르면“시간이 초과되어 기능 설정이 취
소 되었습니다.”하는 음성과 함께 기능이 설정되지 않고 취소되며 대기모드로 돌아갑니다.

▶본 기능을 눌음강화 설정 상태로 둘 경우, 누룽지 취사 중 표시부에“MYMODE”문자가 표시됩니다.
▶본 기능은 제품 출하시 눌음강화 해제 상태로 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설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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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현미란

현미구입방법

발아현미의 특징

발아현미는 양가 높은 현미를 발아 시켜 양소를 더욱 증가시키고 현미의 단점인 거친 밥맛이 개선된 소화가 잘되는 훌륭한
양원입니다.

▶ 현미보다 부드러운 밥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소화가 잘되고 양소가 풍부합니다 - 발아과정에서 당화호르몬이 분비되어 소화흡수가 잘됩니다.
▶ 어린이나 수험생의 양 건강식으로 좋습니다 -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 발아현미에는 GABA(감마아미노낙산)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GABA는 간장과 신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중성지방

증가 억제 작용, 혈압상승 방지효과, 뇌세포 대사 촉진 등 우리몸에 좋은 효과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양가가 높은 식품이지만, 먹었을 때 거칠고 딱딱하며, 소화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주 조금만
발아시켜도 잠자고 있던 효소가 활성화되어 양성분이 보다 풍부하게 되고 소화 흡수가 훨씬 수월한 형태로 변화됩니다.

❶ 먼저 생산일자와 도정일자를 확인 하십시오.
▶ 수확한지 1년 이내 그리고 도정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의 현미를 사용하십시오.
(현미의 경우 수확년도와 도정날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❷ 눈으로 현미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 시중에서 판매하는 현미의 대부분은 내부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씨눈이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쌀 표면이 밝은 황색을 띄고 표면에 윤기가 흐르면 좋은 현미이고 표면이 하얗게 일어나거나 색이 검은 기운을 띄면
발아에 적합하지 않은 현미입니다.

•조각나거나 덜 여문 현미는 피하시고 쭉정이가 없는 현미를 고르세요.
쭉정이는 발아 중 썩어 냄새를 유발하고 푸르스름한 색을 띄는 덜 여문 현미는 발아가 되지 않습니다.

발아현미(6시간)와 백미의 양비교
발아현미는백미에비해높은 양소를가집니다.

피틴산 10.3배 감마아미노낙산 5배
페롤릭산 1.4배 이노시톨 10배
감마오리자놀 23.9배 식이섬유 4.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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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발아 메뉴의 조작방법

발아를더욱촉진시키기위해현미를미리 16시간이내로침수하여예비발아를해주십시오.

예비발아 방법
▶일반적으로가정에서사용하시는용기에씻은현미를넣은뒤, 최대한 물을충분히넣고침수시킨후예비발아하여주십시오.
▶ 예비발아는 16시간 이내로하여주시고현미발아메뉴사용전에는반드시흐르는물에세척하신후사용하여주십시오.
지나치게세게문질러세척하면쌀눈(배아)이 떨어져발아되지않을수있습니다.

▶ 예비발아하실때침수시간에따라특유의냄새가날수있습니다.
▶ 예비발아가완료된현미는씻은후에내솥에넣고취사량에따라물높이를맞추신후현미/발아 메뉴를사용하여주십시오.
▶ 기온이높은여름이나보관온도등에따라예비발아시는냄새가날수있으니가급적예비발아시간을줄여주시고
더주의해서깨끗이잘씻어주십시오.

현미/발아 취사시 유의사항

❶ 발아된 싹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좀 더 빨리 드시고 싶으면 예비발아를 하지않고 현미발아를 선택하여 원하는 발아시간을
설정하신 후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눌러 취사하십시오. (싹의 크기에 따른 양분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❷ 기온이 높을 때 오랜시간 발아시키면 냄새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발아 설정시간을 단축하여 짧게 설정하여 주십시오.
❸ 현미발아 메뉴로 취사하실 경우에는 최대 4인분 이하로 하여 주십시오.
❹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나 생수를 이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단, 뜨거운 물, 끓인 물은 식힌 경우라 하더라도

발아가 되지 않을수 있으니 사용을 피해주십시오.
❺ 현미의 발아율이나 싹의 길이 등의 발아상태는 현미의 종자와 보관상태, 보관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아현미는 현미를 싹틔운 것으로, 현미의 종자에 따라 발아율 및 발아된 후의 싹의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아시킬 현미는 반드시 수확 후 1년 미만의 것을 사용해 주시고, 도정 후 보관기간이 가급적 짧은 것을 이용해 주십시오.

❻ 현미/발아 메뉴의 경우 2H, 4H, 6H 설정시에는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예약을 원하실 경우에는“ ”로 설정하신 후
예약해 주십시오. (55쪽 참조)

❼ 현미의 종류에 따라 멜라노이징 또는 밥상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호에 맞게 물량을 가감하여 맞춤밥맛 기능을 이용해 주십시오. (49~50쪽 참조) 

※초기설정 2H(2시간)

현미/발아 메뉴가선택되었을때
표시부에 2H가 표시됩니다.
(“현미발아확인버튼을눌러주세요.”
하는음성이나옵니다.)

뚜껑결합손잡이를“잠김”위치에
맞추고, 메뉴/선택버튼을눌러
현미발아를선택합니다.

1

2
확인버튼을누르고메뉴/선택
버튼으로시간을설정합니다.

3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
누릅니다.

4

1.  버튼을 누르면

현미발아시간이2시간씩증가합니다.

2.              버튼을누르면

현미발아시간이2시간씩감소합니다.
▶ 계속누르고있으면연속으로변합니다.

3. 현미발아시간은 0, 2, 4, 6시간으로
설정가능합니다.

☞ 현미발아‘0’시간으로 설정 후 압력
취사/백미쾌속 버튼 입력시 즉시
취사가 진행됩니다. 현미를 발아시
키지 않고 취사할 경우 또는 이미
발아가 되어있는 현미로 취사할 경
우에는‘0’시간으로 설정하십시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버튼을누른후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시간만큼 현미
발아를 시작하고 발아 완료 후 즉시
취사가시작됩니다.

▶현미발아중에는‘취사’표시가나타나며
남은시간이표시됩니다.
(“현미발아쿠쿠가맛있는취사를
시작합니다.”하는음성이나옵니다.)

※발아잔여시간이 3시간남아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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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찜 사용 및 예약방법

뚜껑결합손잡이를“ ”(잠김) 위치에맞추고,
메뉴/선택버튼을눌러만능찜을선택합니다.
▶만능찜메뉴가선택되었을때는표시부에 20분이표시됩니다. 

(“만능찜확인버튼을눌러주세요.”하는음성이나옵니다.)

확인버튼을누르고메뉴/선택버튼으로시간을설정합니다.
“선택버튼으로요리시간을맞춘후취사버튼을눌러주세요.”하는음성이나옵니다.
(메뉴별시간설정은 82쪽을 참조하세요.)

누룽지 만드는 방법

1

2

버튼을누르면만능찜시간
이 5분씩증가합니다.
(90분이후에는 10분씩증가
합니다.)

▶계속누르고있으면
연속으로변합니다.

1. 

버튼을누르면만능찜시간
이 5분씩감소합니다.
(90분이후에는 10분씩감소
합니다.)

▶계속누르고있으면
연속으로변합니다.

2. 만능찜시간은 10분~120분
까지설정가능합니다.

3. 원하시는시간을선택후확인
버튼을누르면“취사나예약/
자동세척버튼을눌러주세요”
하는음성이나옵니다.

4.

1. 뚜껑 결합손잡이를“ ”(잠김)위치에맞추고메뉴/선택 버튼을눌러누룽지를선택합니다. (누룽지눌음강화기능, 51쪽 참조)
2.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취사를시작합니다.
3. 누룽지가완료되면뚜껑을열고밥은덜어내드시고, 바닥의누룽지는기호에따라드시면됩니다.
▶ 누룽지취사는최대 4인분까지만가능합니다.
▶ 누룽지취사시물량은“백미, 잡곡”물눈금기준으로맞추시면됩니다.
▶ 쌀을너무깨끗이씻지말고(물이 불투명할정도)취사하십시오.
▶ 누룽지를강하게(눌게)하고 싶은경우, 물량을맞춘내솥을제품에넣고뚜껑을닫아쌀을 30분 정도물에불린후취사하십시오.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누릅니다.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누르면만능찜취사가시작됩니다.
만능찜취사가시작되면취사표시가나타나며남은시간이표시됩니다.
“만능찜쿠쿠가맛있는요리를시작합니다.”하는음성이나옵니다.

3

만능찜예약은이렇게하십시오.4

현재시각이
맞는지확인합니다.

1. 뚜껑결합손잡이를
“ ”(잠김) 위치로
돌리고 예약/자동
세척버튼을누릅니다.

2. 메뉴/선택버튼을
눌러예약시각을설
정하고확인버튼을
누릅니다.

3. 메뉴/선택버튼을
눌러만능찜을선택
하고확인버튼을
누릅니다. 

4. 메뉴/선택버튼을
눌러만능찜
요리시간을
설정합니다.

5. 확인버튼을누르고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누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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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사하는 방법
현재시각이오후 9시이고다음날오전 7시 40분에식사를하고싶을경우

1

2

3

4

5

현재시각이맞는지확인합니다
▶ 현재 시각을 맞추는 방법은 44쪽을 참조하십시오.
▶ 현재 시각이 맞지 않을 경우 예약취사 시각이 맞지 않으므로

현재 시각으로 정확히 맞춥니다.
▶ 오전, 오후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뚜껑결합손잡이를“ ”(잠김)위치로돌려잠김램프에
불이들어오면예약/자동세척버튼을누릅니다.
▶예약/자동세척버튼을 1회 누르면예약1, 2회누르면예약2로 예약설정이

가능합니다.
▶ 예약시각은제품출하시예약1 : 오전 6시 30분, 예약2 : 오후 7시 00분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시각에 예약취사를 원하시는 분은 예약1, 예약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뚜껑 결합 손잡이를“ ”(잠김)으로 맞추지 않고 예약버튼을 누르면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예약/자동세척 버튼을 누르면 그림과 같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예약
시각 표시가 나타나고, 예약1 또는 예약2가 깜박거립니다.
“선택버튼으로 취사완료 시각을 맞춘 후 취사나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 현미발아 메뉴의 경우“ ”설정시에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 보온 중일때 예약 취사를 설정하실 경우 취소버튼을 눌러 보온을 취소한

후 예약시각을 설정해 주십시오.

메뉴/선택버튼을눌러예약시각을설정합니다.
▶“ ”버튼을누를때마다 10분단위로증가합니다.
“ ”버튼을누를때마다 10분단위로감소합니다.
계속누르고있으면연속으로변합니다. (반복기능)
※오전/오후가바뀌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확인버튼을누른후메뉴/선택버튼을눌러원하는
메뉴를선택합니다.
▶ ”선택버튼으로 예약 메뉴를 선택한 후 취사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누릅니다.
▶“백미맛있는취사가예약되었습니다. 내일○○, ○○시○○분에예약
취사가완료됩니다.”하는음성이나옵니다.

▶예약설정된시각에예약취사가완료됩니다.
(취사량및사용조건에따라완료시각이다소차이가날수도있습니다.)

▶한번설정되어취사가완료된예약시각은항상기억되므로예약시각
을맞출필요없이예약/자동세척버튼을눌러예약1 또는예약2를선택
하여 설정가능합니다.

※ 예약 취사 시간은 메뉴별 최대인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소량 취사시 예약시각보다 일찍 취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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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김초밥 잡곡 현미발아 양밥 양죽 누룽지 묵은쌀 만능찜

예약 취사시 유의사항

1

2

3

4

예약취사를할경우
▶ 쌀이 개봉된 지 오래되어 매우 말라버린 경우에는 층밥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 예약취사 설정시간 또는 주변 환경조건에 따라서 밥이 되거나 질어질 수 있으므로 내솥표시의 물(水)높이 기준에서

가감하여 물량을 조절해 주십시오.
▶ 예약 취사 용량이 많거나 장시간 예약취사를 설정하실 경우 멜라노이징(미세 밥 눌음)현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세척미는침전된전분이많으므로예약취사시눌음이발생할수있습니다. 세척미를흐르는물에헹궈취사하시거나,

취사 용량을 적게 해주시면 눌음 정도가 감소합니다.

예약시각변경
▶ 예약시각을 변경할 경우는 취소 버튼을 2초 이상 눌러 취소시킨 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약설정가능시간을벗어난경우
▶ 설정 시간이 예약 설정 가능 시간보다 짧았을 경우 즉시 취사를 시작합니다.

설정시간이 13시간을초과할경우
▶“ ”가 표시되고 예약 시간은 자동적으로 13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예) 오후 5시에 내일 오전 7시 취사 완료를 예약하면(설정시간 14시간이 됨) “ ”가 표시되고

예약 시각이 오전 6시로 자동 변경됩니다. (설정시간 13시간)

※ 예약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할 경우 냄새 및 변색의 원인이 되고, 여름철에는 쌀이 쉬기 때문에 13시간 이하로
예약설정 가능시간을 설정하 습니다.

※ 낮 12시에 예약취사 완료를 원하실 경우 오후 12:00로 설정해 주십시오.
※ 예약취사 기능은 현재시각 기준 1시간 후에서 13시간 이내로 취사완료를 원하실 때 사용해 주십시오.
※ 예약취사진행중에현재시각을확인하려면현재시각이약 2초간나타납니다.

메뉴별예약설정가능시간

구분
메뉴

(33분＋맞춤
밥맛시간)

~13시간

예약설정
가능시간

(44분＋맞춤
밥맛시간)

~13시간

(49분＋맞춤
밥맛시간)

~13시간

(53분＋맞춤
밥맛시간)

~13시간

(34분＋맞춤
밥맛시간)

~13시간

100분

~13시간

(40분＋맞춤
밥맛시간)

~13시간

(42분＋맞춤
밥맛시간)

~13시간

설정시간
1분후
~13시간

18분

~13시간

자동살균세척
(스팀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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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하실 때
▶ 보온중식사를하실때따끈따끈한밥을원하시면, 보온/재가열버튼을누르면“따끈따끈하는보온재가열을시작합니다.”하는

음성과 함께 보온재가열이 시작되고 9분 후 밥을 드시면 금방 지은 밥처럼 따끈따끈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 전원을 인가 후 대기상태에서 재가열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뚜껑 결합 손잡이를“ ”(잠김)위치로 돌린 후 보온/재가열 버

튼을 눌러 보온으로 전환되면 보온/재가열 버튼을 1회 더 눌러 주십시오.

보온할 때 주의사항

<보온 중>

<현재 보온온도표시>

표시부의“ ”는 보온경과 시간이
3시간임을 의미하며, 보온중 확인버튼을
누르면 현재 시각을 표시합니다.

표시부의“ ”표시가 빙 빙
돌아가며 재가열을 합니다.

재가열이 끝나면“보온재가열이 완료
되었습니다.”하는 음성과 완료효과음
(밥을 잘 저어주세요. 쿠~쿠~)이 나온 후
다시 보온을 진행하며 보온경과 시간을
표시합니다.

<재가열 중> <재가열 완료>

맞춤보온 설정모드(58쪽 참조)에서 보온/재가열 버튼을 누르면 강화보온이 선택 또는 해체됩니다. 
강화보온이 선택되면 표시부의 (그림참조) 보온 표시가 깜박거리고 해체되면 깜박거림이 멈춥니다.
(초기값은 강화보온 해제상태로 되어있으니 필요에 따라 설정해 주십시오.)  

※ 보온 중일 때 현재시각을 변경할 경우에는 44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재가열 기능을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밥이 변색되거나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 1~2회만 사용하세요.
▶ 별도의 전열기구나 가스불로 밥을 지은 경우는 밥을 밥솥에 담은 후 보온/재가열 버튼을 1회 눌러 보온을 합니다.

이때, 표시부에는“ ”가표시됩니다. (이와같이차가운밥솥에뜨거운밥을옮겨담아보온할경우냄새나변색이있을수있습니다.)
▶ 보온 24시간 경과 이후부터 보온 경과시간을 깜빡이게 표시하여 보온이 장시간 경과 되었음을 알립니다.
▶ 보온중 뚜껑결합손잡이가“ ”(열림)상태시 재가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뚜껑결합손잡이를“ ”(잠김)으로 체결후, 보온/재가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재가열 진행중 뚜껑 결합손잡이를“ ”(열림)으로 돌릴경우, 표시부에“ ”가 표시됩니다. 이때 재가열이 취소되고 보온이 진행됩니다.

취사직후나보온중뚜껑을열때압력에의해뚜껑이잘안열리는
경우가있습니다. 뚜껑을열때는압력추를젖혀압력이완전히제거
된다음열어주십시오.

보온또는재가열시반드시뚜껑결합손잡이를“ ”(잠김)쪽으로
체결하십시오. (뚜껑열림버튼파손및보온성능에 향을줍니다.)

취사완료후밥을밑면까지골고루섞어보온하면밥상태가좋습니
다. (적은밥은내솥의중앙에불룩하게모아서보온하십시오.)

보온중내솥에밥이없거나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취소버튼을
눌러보온을취소하거나, 전원코드를콘센트에서뽑아주십시오.

주걱을넣어둔채로보온하지마십시오.
특히, 나무주걱등은세균을발생시켜냄새의원인이됩니다.

장시간보온하면밥이변색되고냄새가날수있으므로보온은 12
시간이내로하는것이좋습니다.
특히, 압력밥은특성상일반밥솥의밥보다변색이빨리됩니다.
보온 24시간경과이후부터보온경과시간을깜빡이며
표시합니다.

잡곡, 현미는백미보다보온상태가좋지않으므로가급적보온은
피하십시오.

보온중내솥의가장자리나증기배출구하단부는부분적으로
밥이하얗게변하고부풀어오를수도있습니다.
이럴경우는밥을저어서섞어주십시오.

너무적은밥을보온하거나먹다남은밥이나찬밥을
보온중인밥과섞어서보온하지마십시오.
밥에서냄새가날수있습니다. (찬밥은전자레인지를이용하십시오.)

백미메뉴보온의경우, 변색및마름을최적화하기위한보온모드를운용하고있습니다. 
장시간보온시사용환경에따라냄새가발생할경우, 강화보온모드를설정하시면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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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쉰 냄새가많이나고물이많이맺히는(밥이 삭는)경우 : 보온 온도가낮은경우입니다. 보온 온도를 1~2。C정도높여줍니다.
2. 밥 색깔이심하게누렇고밥이마르면서냄새가날경우 : 보온 온도가높은경우입니다. 보온 온도를 1~2。C정도낮춰줍니다.

온도조정치

보온온도 조정방법
청소를 자주하고 물을 끓여 소독을 하 는데도 냄새가 나고 물이 맺히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는 보온 온도가 맞지
않은 경우이므로 보온 온도를 조정합니다.
보온 온도를 조정하고자 하실 때는 서비스센터로 문의 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맞춤보온 기능 조정방법
보온시 주변환경 및 사용조건에 맞도록 밥의 보온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온시 뚜껑을 열 때 물이 많이 흐를 경우나 밥 가장자리에 밥 퍼짐 현상이 생길 경우에 사용합니다.

❷-1 메뉴/선택 버튼을 눌러 표시부가
그림과 같이 변하도록 합니다. (높임)

❸ 원하는값을설정한후확인버튼을누르면
설정된온도가“보온온도설정이완료되었
습니다.”하는음성과함께자동으로입력
됩니다.
(취소버튼을누르거나입력없이 7초가
경과하면기능이취소되고대기상태로
돌아갑니다.)

❷-2 메뉴/선택 버튼을 눌러 표시부가
그림과 같이 변하도록 합니다. (낮춤)

1. 뚜껑을열때물이많이흐를경우 : 시/불림버튼을눌러설정모드를 1~2단계정도높여줍니다.
2. 밥 가장자리에밥퍼짐현상이생기는경우 : 분/가열버튼을눌러설정모드를 -1~-2단계정도낮춰줍니다.

❶ 보온중 모드 버튼을 1회 누르거나 대기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3회 누릅니다.
표시부가“보온온도 설정모드입니다. 
선택버튼으로 보온온도를 조절한 후
확인버튼을눌러주세요.”하는음성과함께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이때 는 현
재 보온온도를 나타냅니다.
(모드버튼을 초기에 누를시 1초 이상
눌러야 진입가능 합니다.)

❷-1 메뉴/선택버튼을눌러표시부가

와같이
변하도록합니다.

❸ 원하는온도를. 설정한후확인버튼을누르면
설정된온도가“보온온도설정이완료되었습
니다.”하는음성과함께자동으로입력됩니다.
(취소버튼을누르거나입력없이 7초가경과하
면기능이취소되고대기상태로돌아갑니다.)

❷-2 메뉴/선택버튼을눌러표시부가

와같이변하도록합니다.

❶ 대기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4회 누릅
니다. 
표시부가“맞춤보온 설정모드입니
다. 선택버튼으로 온도를 조절한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하는 음성
과 함께 그림과 같이 표시되며 초기
값을 나타냅니다.
(모드버튼을 초기에 누를시 1초 이상
눌러야 진입 가능합니다.)

온도를 올릴때

온도를 내릴때

※제품출고시설정된기준온도는설명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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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보온 모드 설정방법

장시간보온을유지할시밥품질(변색, 마름, 냄새등)의저하예방을위해취침시간(PM 10 : 00 ~ AM 04 : 00)동안보온모드를
저온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으로 필요에 따라 설정해 주십시오.
▶설정방법

1. 대기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6회 누르면 취침보온 모드로 진입합니다.
모드버튼을 초기에 누를시 1초이상 눌러야 진입 가능합니다.

2. “취침보온”설정모드로들어왔을때“취침보온설정모드입니다. 선택버튼으로취침보온을선택또는해제한후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3. 메뉴/선택 버튼을 누르면“취침보온이 선택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4. “취침보온”설정모드진입후취소버튼을누르거나아무런버튼입력없이 7초가지나면“시간이초과되어기능설정이취소
되었습니다.”하는 음성과 함께 기능이 설정되지 않고 취소되며 대기모드르 돌아갑니다.

보온시 냄새가 날 때
▶청소를자주해주십시오. 특히, 뚜껑부의청소상태가나쁘면세균이번식하여보온시냄새가날수있습니다.
▶ 외관상 깨끗하더라도 곳곳에 세균이 서식하여 보온시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냄새가 많이 날 경우는 물을 내솥의 백미

눈금 2에 맞추고 식초를 1큰술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자동 살균 세척(스팀세척)을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완료후내솥을반드시깨끗이씻어냅니다.

▶ 탕이나찜등의요리를한후깨끗이씻어내지않고보온하면밥에냄새가배어들수있습니다.

▶ 해제방법

1. 대기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6회 누르면 취침보온 모드로 진입합니다.
모드버튼을 초기에 누를시 1초이상 눌러야 진입 가능합니다.

2. “취침보온”설정모드로들어왔을때“취침보온설정모드입니다. 선택버튼으로취침보온을선택또는해제한후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3. 메뉴/선택 버튼을 누르면“취침보온이 해제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4. “취침보온”설정모드진입후취소버튼을누르거나아무런버튼입력없이 7초가지나면“시간이초과되어기능설정이취소
되었습니다.”하는 음성과 함께 기능이 설정되지 않고 취소되며 대기모드르 돌아갑니다.

▶ 본 기능을 설정시 취침시간 동안 보온온도가 저온상태로 유지되오니 취침시간 동안 보온이 필요하신 분은 설정하지 마십시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밥이 상해서 변색되거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취침보온”모드 설정을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 본 기능은 제품 출하시 해제 상태로 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설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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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모드 절전기능이란

전원코드를 뽑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 대기상태라 할지라도 약간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이를 대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
를 절감하기 위해 밥솥내부의 전기회로를 외부 전원으로부터 차단시켜 전력 소모를 최소(1와트미만)화 하는 기술입니다.

수동 사용방법
▶ 절전 시작 방법

대기 상태에서 취소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절전모드를 시작합니다.”하는 음성과 함께 절전기능이 설정됩니다.

자동절전기능설정모드에서대기시간을‘0’이아닌값으로선택하면대기상태에서선택된시간이경과한후자동으로절전기능이시작됩니다.
(※ 제품출고시 설정된 값은 60분입니다.)
만약 대기시간이 경과되기전 뚜껑결합 손잡이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대기시간이 선택된 설정값부터 다시 감소합니다.

자동 사용방법

▶ 절전 종료 방법
방법1) 아무 버튼이나누르면“절전모드가종료되었습니다. 원하시는기능을선택해주세요”하는음성과함께절전모드가해제되고,

대기상태로 돌아갑니다.
방법2) 뚜껑결합손잡이를열거나닫으면“절전모드가종료되었습니다. 원하시는기능을선택해주세요.”하는음성과함께절전모드가

해제되고,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 설정 방법

▶ 옵션 설정/해제 방법

1. 대기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8회 누르면“자동절전기능”모드로 진입합니다.
모드버튼을 초기에 누를시 1초이상 눌러야 진입 가능합니다.

2. “자동절전기능”설정모드로 들어왔을 때“자동절전기능 설정모드입니다. 
선택 버튼으로 대기시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3. 메뉴/선택버튼을눌러‘0’분을선택하면절전기능이해제되어자동절전기능을지원하지않는상태로됩니다.
원하시는 시간을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4. “자동절전기능”설정모드진입후아무런버튼입력없이 7초가지나면“시간이초과되어기능설정이취소
되었습니다.”하는 음성과 함께 기능이 설정되지 않고 취소되며 대기모드로 돌아갑니다.

보온 중에 자동증기배출장치(솔레노이드 밸브)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절감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 제품 출고시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온 품질,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설정(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보온중 절전상태에서 뚜껑 결합 손잡이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 메뉴/선택 버튼을 눌러 절전기능을 종료한 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보온중 절전기능으로 인해 보온품질이 떨어질 경우 절전 옵션을 해제하여 주십시오.

보온 중 절전기능이란

▶보온중절전기능시작조건(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자동절전기능설정모드에서설정된대기시간경과시 2. 뚜껑결합손잡이가“잠김”위치로되어있는경우
3. 취사후 밥온도가 설정된 보온 온도에 도달할 경우

▶보온중절전기능종료방법
1. 메뉴/선택 버튼을 누르거나 확인 버튼을 누름 2. 뚜껑결합 손잡이를“열림”위치로 하는 경우
3. 전원코드를 뽑을 경우

자동절전기능설정모드에서보온버튼을눌러화면에 "보온" 표시가나타나면설정되고그렇지않으면해제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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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방법

제품 사용 중 청소 시나 어린이 접촉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버튼잠금(LOCK)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버튼 잠금이 설정된 상태에서 확인버튼을 제외한 다른 버튼을 누를 경우, 부저음이 발생됩니다.
※ 확인버튼을 3초이상 눌러 버튼잠금을 해제한 후 원하시는 기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버튼잠금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원 OFF후 재인가시 버튼잠금기능이 해제됩니다.

버튼 잠금 기능은 이렇게 하십시오

1. 취사, 예약, 보온, 재가열 중이나 대기상태에서“확인”버튼을 3초이상 누르면
버튼잠금이설정됩니다.

2. 버튼잠금이설정되었을때, “버튼잠금이선택되었습니다.”하는음성이나옵니다. 
이때, 화면에버튼잠금이표시됩니다.

1. 취사, 예약, 보온, 재가열중이나대기상태에서“확인”버튼을 3초이상누르고있으면
버튼잠금이해제됩니다.

2. 버튼잠금이해제되었을때, “버튼잠금이해제되었습니다.”하는음성이나옵니다. 
이때, 화면에버튼잠금이표시됩니다.



고장신고 전에 확인하십시오

62

“ ”, “ ”표시가나타날때

“ ”표시가깜박일때

▼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밥이되지않을때

증 상 확인사항 조치사항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눌 습니까?

•취사 중 정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메뉴선택 후 반드시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1회 눌러 표시부에“ ”표시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전보상 기능에 대해서는 44쪽을 참조하십시오.

밥이설익거나퍼석할때
또는층밥이될때

•계량컵을 사용하셨습니까?
•물 조절은 정확히 하셨습니까?
•쌀을 깨끗이 씻었습니까?
•쌀을 장시간 불린 후 취사하셨습니까?
•쌀을 개봉한지 오래되어 너무 말라있지 않습니까?

•45~46쪽을 참조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물을 반눈금 정도 더 넣고 취사하십시오.

콩(잡곡/현미)이 설익을 때 •콩(잡곡/현미)이 너무 마르지 않았습니까? •콩(잡곡/현미)을 불리거나 삶아서 잡곡메뉴에서 취사를
하십시오. 잡곡의 종류에 따라 설익을 수도 있습니다.

밥이너무질거나된밥일때 •메뉴 선택은 맞게 하셨습니까?
•물 조절은 정확히 하셨습니까?
•뜸을 들이는 상태에서 뚜껑을 열지는 않았습니까?

•원하는 메뉴를 바르게 선택하십시오.
•물 조절을 정확히 하십시오.(44~45쪽 참조)
•취사 완료음이 울린 후 압력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뚜껑을 열고 밥을 섞어주십시오.

취사도중밥물이넘칠때 •계량컵을 사용하셨습니까?
•물 조절은 정확히 하셨습니까?
•메뉴 선택을 정확히 하셨습니까?

•45~46쪽을 참조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보온중냄새가날때 •뚜껑을 꼭 닫았습니까?
•보온 중 전원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빠지지않았습니까?
•12시간 이상 보온하 거나 너무 적은 밥을
보온하지 않았습니까?

•주걱이나 식은밥 혹은 다른 종류의 밥을
넣어서 보온하지 않았습니까?

•뚜껑을 완전히 닫아주십시오.
•보온 중 전원플러그를 항상 꽂아 주십시오.
•보온시간은 가능한 12시간 이내로 하십시오.

•백미 이외의 메뉴와 식은밥은 보온하지 마십시오.

•온도감지기 또는 냉각팬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
납니다.

•전원을 차단 후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보온중밥이많이식었거나
물이많이흐를때

보온중보온경과시간표시가
깜박일때

•보온을취침보온모드로설정하지않으셨습니까?

•보온후 24시간이경과하지않으셨습니까?

•필요에따라취침보온모드를해제또는설정한후
보온하여주십시오. 

•보온 24시간이 경과하면 보온이 장시간 경과되었음을
알리는기능입니다. 

“ ”표시가나타날때 •취사 완료 후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한번도 뚜껑
결합손잡이를“ ”(열림)쪽으로돌리지않고보온이
취소된상태(대기상태)에서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누르지않으셨습니까?

•내솥감지부이상이있을때나타납니다.

•뚜껑결합손잡이를“ ”(열림)쪽으로돌린뒤다시
“ ”(잠김)쪽으로돌려주십시오.

제품동작중“ ”또는
“ ”표시가나타날때

•전원또는제품에이상점검기능입니다. 지속적으로
표시가나타날경우에는고객상담길로문의하십시오.

보온/재가열 중
“ ”표시가나타날때

•전원을차단후고객상담실로문의하시시오.

•내솥이제품에들어있습니까?취사, 보온/재가열, 예약 시작시
“ ”표시가나타날때

•전용내솥을넣어주십시오.
지속적으로표시가나타날경우에는전원을차단후
고객상담실로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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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증 상 확인사항 조치사항

버튼입력시“ ”표시가 •내솥이 제품에 들어 있습니까? •내솥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버튼조작이 되지
나타날때 않습니다. 내솥을 넣어 주십시오.

•110V용(전원)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본 제품은 220~240V전용 제품입니다.
전원을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압력취사/백미쾌속, 예약, 자동세척 •뚜껑 결합 손잡이를“ ”(잠김)쪽으로 체결 •뚜껑결합손잡이를완전히“ ”(잠김)쪽으로체결합니다.
등의버튼이작동되지않고 하셨습니까? 뚜껑결합손잡이가완전히체결되지않으면
“ ”표시가나타날때 •잠김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압력취사/백미쾌속, 예약/자동세척버튼이작동되지않습니다.

장시간동안취사가
완료되지않고
“ ”표시가나타날때

•110V용(전원)에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뚜껑결합손잡이의표시(     )가“ ”(잠김)을
가르키고있습니까?

•내솥에밥이나뜨거운음식물이들어있지않습니까? 
•내솥을본체에완전히넣었습니까?

•제품에 이상이 생겨(히터단선, 열량 부족 등) 장시간
밥이 완료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전원을
차단후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물만 넣고 장시간 가열할 경우에“ ”표시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본 품은 220~240V 전용 제품입니다. 전원을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삼계탕이나 갈비찜등의 요리를 하신 후
청소를 께끗이 하셨습니까?

취사직후나보온중
밥에서이상한냄새가날때

•40~41쪽을참조하여뚜껑부의패킹을깨끗이닦아낸후
사용하여주십시오.

•현재 시각이 맞습니까?
•오전, 오후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예약시간을13시간이상으로선택하지않았습니까? 

예약취사시간이맞지않을때 •현재시각을맞추지않으면예약시간에취사가완료
되지않습니다. 현재시각을맞추십시오. (44쪽참고) 

•오전, 오후를확인하십시오. 
•최대예약시간은 13시간입니다. (55~56쪽참고) 

•마이컴 전원에 이상이 있을때 나타납니다.“ ”
번갈아가면서표시가나타날때

•전원을차단후고객상담실로문의하십시오.

•환경센서에 이상이 있을때 나타납니다.“ ”
번갈아가면서표시가나타날때

•전원을차단후고객상담실로문의하십시오.

•뚜껑결합손잡이를“ ”(열림) 상태로놓고닫아주십시오.

•압력추를젖힌다음뚜껑을닫습니다. 
•내솥에 부착되어 있는 내솥 손잡이를 좌우로 돌려
본체에 완전히 안착시킵니다.

뚜껑이닫혀지지않을때

•온도감지기, 내솥외면에 밥알이 심하게
눌어 붙어 있거나 이물질이 있지는 않습니까?

•“쿠쿠 맞춤밥맛”또는“맞춤취사”기능을
설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온도감지기, 내솥외면의이물질을제거해주십시오.
(41쪽 참조)

•필요에따라맞춤밥맛또는맞춤취사기능을해제또는
설정한후취사하여주십시오.

밥이심하게눌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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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뚜껑결합손잡이가“열림”
쪽으로움직이지않을때

증 상 확인사항 조치사항

•취사 또는 요리중에 뚜껑 결합 손잡이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증기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 결합 손잡이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취사 또는 요리중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뚜껑을 강제로 열지 마십시오.

부득이한 경우는 취소 버튼을 2초간 눌러 취소시킨 다음

압력추를 젖혀 증기를 완전히 빼낸 후 열어 주십시오.

•압력추를젖혀증기를완전히빼낸후뚜껑을열어주십시오.

뚜껑결합손잡이가
"열림"을 가르키고있는데도
뚜껑이열리지않을경우

•압력 때문입니다.

•압력추를 젖혀 증기를 완전히 빼낸 후 뚜껑을

열어 주십시오.

뚜껑사이로증기가누설되거나
“삐”하는휘파람소리가날때

•패킹에 이물질(발압 등)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패킹이 낡지 않았습니까?

•패킹을 행주나 부드러운 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

하십시오.

•패킹 주변은 항상 깨끗이 유지시켜 주십시오.

•증기가 누설되면 곧바로 취소 버튼을 2초간 눌러

증기를 빼낸 후 전워플러그를 뽑아 사용을 중지하고

고객상담실로 문의 하십시오.

•패킹은사용방법및횟수에따라 1년~3년정도사용후

교환하여주십시오. 낡은패킹을계속하여사용시증기가

누설되어 압력 취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사또는요리중취소버튼이
눌러지지않을때

•내솥의 내부가 뜨겁지 않습니까?

•버튼 잠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사또는유리중부득이하게취소할경우, 내솥내부
온도가 높으면 안전을 위해 취소 버튼을 2초간 눌러야
취사 또는 요리가 취소됩니다.

•취사또는유리가취소되면자동증기배출장치로증기가
배출되면서내용물이비산할수있으므로얼굴과손등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확인버튼을3초이상눌러버튼잠금가능을해재하여주십시오.

•취사시바람부는소리(“붕”)가 나지않습니까?

•취사및보온중“찌”하는소리가납니까?

취사나보온시이상한

소음이날때

•내부부품의열을식혀주기위해송풍모터가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정상입니다.

•취사및보온중“찌”하는소리는 IH 압력밥솥이동작
될때나는소리입니다. 정상입니다.

•정격용량이상의현미를넣고발아시키지
않았습니까?

•묵은현미를사용하지않았습니까?

현미가제대로

발아되지않을때

•정격용량의현미를넣어주십시오.

•묵은현미나오염된현미를사용했을때발아율이
떨어질수있습니다. (52쪽 현미구입방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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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y Rice

Boiled Rice····

Ingredients
Rice 4 cups
*The "cup" in ingredients means a measuring cup
in the rice cooker. 1cup (180cc) is for one person.

Reference
According to gradation on the inside of inner pot,
when cooking with newly harvested rice the amount
of water should be less than the gradation, and when
cooking with old rice the amount of water should be
more than gradation. (Control the amount of water
according to preference of each family)

Recipe
❶ Put clean-washed rice in the inner pot and pour

water by water gradation 6.
❷ Firstly, lock the cover, and select [White Rice] in  

the menu, and then push the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❸ Mix rice when cooking is finished.

Pea Rice····

Ingredients
3 cups of rice, 1 1/2 cup of pea, 1 tablespoonful
of sake, 1 1/2 teaspoonful of salt
*Boil pea before cooking.

Store peas as follows
if peas and kidney beans etc are stored in the
refrigerator, they change in color and decrease in
freshness fast. Therefore, immediately after getting
the materials from the market, blanch them slightly,
place them in the refrigerator, and whenever they
are needed, take them out to use them in natural
color and freshness.

Recipe
❶ As for peas, add salt into them, wash them clean

and extract water from them.
❷ Put cleanly washed rice into My Caldron, season

them with sake and salt, and pour water up to 
white rice water graduation 3.

❸ Place peas on top of them, press MENU button
after locking the lid, select [White Rice], and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❹ When the cooker comes to Heat Preservation
mode, mix the cooked grains properly.

Boiled Barley····

Ingredients
2 cups of rice, a cup of barley

Recipe
❶ Prepare boiled barley with a cup of barley.
❷ Wash rice clean, and after putting it in My

Caldron along with boiled barley, pour water up
to white rice water graduation 3

❸ Lock the lid, press MENU button, and after
selecting [Multigrain],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❹ Once the cooker comes to Heat Preservation 
mode, mix the cooked grains properly.

Five-grain Rice ····

Ingredients
Rice 1.5cup, millet 1/3cup, glutinous rice 1/2cup, red
beans 1/3cup, sorghum 1/3cup and salt 1 teaspoon   

Reference
Oriental medicine calls red beans as Jeoksodu 
which holds moisture, removes steam and 
discharges accumulated pus as well as relieving
edema by making thirst and diarrhea stopped and
bladder empty.

Recipe
❶ Wash rice, glutinous rice, millet and sorghum

clean and scoop them with a landing net.
❷ Boil red beans on high heat, and then put only water 

in which red beans were boiled in another bowl.
❸ Put rice, glutinous rice, millet and sorghum on a

landing net into the inner pot and pour water in
which red beans were boiled and water by
white rice water gradation 3.

❹ Put the boiled red beans, and then lock the cover.
After select [multigrain] in the menu, push the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❺ Mix rice when cooking is finished.

Boiled Fresh Germinated Brown Rice ····

Ingredients
Brown rice 4 cups

Reference
. Control the time of germinated brown rice according to
each preference.

. When cooking with germinated brown rice, set up 
germinating time for 0 hour if you want to have 
100% boiled brown rice without germination.

Recipe
❶ Put washed brown rice into the inner pot, 

and then put it into the inner pot and pour
water by water gradation.

❷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germinated
brown rice] in the menu, push the button of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germinated brown rice for four hours.

❸ Mix rice when cooking is finished. 

Boiled Brown Rice with Red Beans ····

Ingredients
Brown rice 1 cup, rice 2 cups and red beans 1/3 cup

Recipe
❶ Boil red beans until it become soft, but not 

to break the shape of red beans and 
separate it from water.

❷ Wash brown rice clean and put it in the inner pot.
Put the boiled red beans after pouring water by
germinated brown rice water "scale 3".

❸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germinated brown rice]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germinated brown rice for
four hours.

❹ Mix rice when cooking is 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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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 Boiled Rice
Green Tea Rice Blended
with Chicken Chest Flesh 

····

Ingredients
2 cups of brown rice, 3g of green tea leaf, 10g of green tea
powder, 4 nuggets of chicken chest flesh, a little bit of olive oil,
a little bit of salt, a little bit of pepper, 5g of celery, a little bit of
lime, a little bit of rosemary

10 Long Points of Green Tea
Anticarcinogenic property, anti-aging effect, prevention of
lifestyle disease, prevention of obesity and diet, detoxication
of heavy metals and nicotine, recovery from fatigue and
removal of hangover, treatment of constipation, prevention
of caries, prevention of acidification of constitution,
inhibition of inflammation and bacterial contagion. 

Recipe
❶Wash brown rice clean, put the brown rice into My Caldron
along with 10g of green tea powder and 3g of green tea leaf,
and pour water up to brown rice water graduation 2.

❷ Lock the lid, press MENU button, and after selecting
[Germinated Brown Rice] and setting Germinated Brown Rice
Time to 4 hours,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❸ Pickle chicken chest flesh in salt and Pepper for 1 hour or so,
put olive oil in the pan, and after frying the flesh in the pan,
slice it thin. 

❹ Prepare lime by slicing it in half moon shape, and prepare
shredded celery.

❺ When the cooker comes to heat preservation mode, mix the
cooked grains properly, and after placing germinated brown
rice and chicken chest flesh in the vessel, add lime and
celery.

Saessak Bibimbap
(rice with sprout and vegetables)

····

Ingredients
2 cups of brown rice and some sprouts and vegetables
Seasoning red pepper paste : Red pepper paste 1/2
cup, beef (crushed) 40g, sesame oil 1 tablespoon,
honey 1 tablespoon and sugar 1 tablespoon 

■ Broccoli sprout : Prevention of cancer
■ Chinese cabbage sprout : Good at stomach and

improve constipation
■ Turnip sprout : improve hepatitis and jaundice
■ Cabbage sprout : include selenium preventing

aging and cancer  
■ Daikon sprout : Lower heat and make the

swelling subside
■ Wheat sprout : purify blood

Recipe
❶ Wash brown rice clean, put it into the inner pot and 

pour water by germinated brown rice water "scale 2".
❷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germinated

brown rice]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germinated brown rice for four hours.

❸ Pour sesame oil in a pot and stir-fry the crushed
beef. Stir-fry it a little more after stirring up it with
red pepper paste and water 1/3cup in order to be
thickened and putting sugar, honey and sesame oil. 

❹ After stirring up rice when it is changed to heating
mode, put the prepared sprouts and vegetables on
germinated brown rice.

❺ Put red pepper paste on the above so that sprouts
may not be in disorder.

Mushroom Tian····

Ingredients
2 cups of brown rice, 20g of brown gravy sauce,
a little bit of salt, 2 sheets of sesame leaves, 1/3
pieces of pumpkin, a pack of shimeji mushroom 
※ Mushroom may be chosen as preferred in the
family.

Recipe
❶Wash brown rice clean, put it in My Caldron, and

pour water up to germinated brown rice water
graduation 2.

❷ Lock the lid, press MENU button, select
[Germinated Brown Rice], and after setting
germinated brown rice time to 4 hours,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❸ Shop pumpkin small, and fry them slightly after
adding salt.

❹ Mix mushroom with brown gravy sauce slightly.
❺ When the cooker comes to Heat Preservation

mode, mix the cooked grains properly.
❻ Put germinated brown rice in the mold, add fried

pumpkin, and then after putting germinated
brown rice again and evening it, take out from
the mold.

❼ Heap up mushroom mixed with brown gravy
sauce, and place shredded sesame leaf.

Healthy Porridge

Nutrious Rice····

Ingredients
Rice 4cups, fresh ginseng 4 roots, chestnut 4 units, jujube 4 units, ginkgo nut 12 units and refined rice wine 2 tablespoon

Marinade : Soy sauce 4 tablespoon, chopped scallion 2 tablespoon, crushed garilc 1/2 tablespoon, red pepper powder 1/2
teaspoon,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2 teaspoon and sesame oil 1 teaspoon

Recipe
❶ Cut out the rhizome of fresh ginseng clearly and chop them into slices.
❷ Peel the skin of chestnuts and cut them into two pieces. After washing jujubes clean and separate their seeds from, cut them

into two pieces. 
❸ Stir-fry gingko nuts with some oil and peel their skins, 

or put gingko nuts in boiled water for 2~3 minutes    
and peel their skins with spoon. 

❹ After putting clean-washed rice in the inner pot and pouring water by white rice water "scale 4", stir up it with two tablespoons
of refined rice wine. 

❺ Put fresh ginseng, chestnuts, gingko nuts and jujubes  
prepared in the recipe No.4.

❻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Nutrition Rice] in the menum push [Pressure Cooking] button.
❼ Mix rice when cooking is finished, mix marinade prepared according to each preference with rice. 

Reference
When nutrious rice is cooked, threre may be differences in melanoidine according to amount or conditions of materials (jujube,
fresh ginseng) after cooking is completed. Therefore, control the amount of food according to each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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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orridge

Pine Nut Porridge····

Ingredients
Rice 1 cup, pine nut 1/2cup and some salt

Reference

Recipe
❶ Wash rice and pine nuts clean.
❷ Put rice on a landing net and crush pine nuts

with an electric mixer.
❸ Pour water on rice and the crushed pine nuts

by nutrition porridge water "scale 1.5".
❹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Nutrition

Porridge]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❺ Mix rice when cooking is finished. stir it with salt
according to the preference.

■ it is important to cook porridge according to the
time. And cooled down porridge or reheated
porridge are not tasty.

■ it is good to take it with watery plain kimchi,
well-digesting fish boiled in soy sauce and
Pollack lint.

■ White porridge is cooked in the same as pine
nut porridge in the condition of putting only rice.

■ How to select pine nut made in Korea : There
are gloss and luster and almost no covers if
embryo of pine nut. it has pine nut perfume and
pine resin perfume. 

Abalone Porridge····

Ingredients
A cup of rice, 1 tablespoonful of sesame
oil, 1 piece of abalone, a little bit of salt

Recipe
❶ Wash rice clean and let them swell.
❷ Wash the abalone by rubbing it with brush,

and after taking out intestines, slice it thin.
❸ Put rice and abalone into My Caldron, and

after adding sesame oil, mix the properly.
❹ Pour water up to Nutritious Porridge water

graduation 1.
❺ Lock the lid, press MENU button, and after

selecting [Nutritious Porridge],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❻ When the cooker comes to Heat Preservation
mode, put salt to your preference, and stir
the cooked grains slightly.

Reference
■ To cook shrimp porridge or oyster

porridge, cook the same manner to suit
your taste.

■ Difference of Natural Abalone and
Cultured One : Mostly natural abalone
assumes blackish brown or reddish
brown, and cultured one green.

Special Chicken Porridge····

Ingredients
Rice 1cup, chicken 100g, chicken soup 600cc, green pepper 1 unit, red
pepper 1 unit and some salt
Seasoning : Chopped scallion 1 tablespoon, crushed garlic 1 tablespoon,

soy sauce 2 tablespoons, some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sesame oil 2 teaspoons and some ground pepper

Recipe
❶ Wash rice clean and put it in water for more than one hour.
❷ Boil well-trimmed chicken for a long time. Tear it into pieces and

season them with the above materials.
❸ Separate seeds from red pepper and green pepper and chop them into

pieces.
❹ Remove oil from chicken soup and put it on adsorbent gauze.
❺ Put recipe No. 1, 2 and 3 into the inner pot and pour the above chicken

soup.
❻ Pour water by nutrition porridge water "scale 2".
❼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nutrition porridge]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❽ Mix rice when cooking is finished and stir it with salt according to the

preference.

White Porridge····

Ingredients
Rice 1 cup

Porridge is one of the 
oldest food developed in 
our tradition and culture.
It is presumed that people in the New
Stone Age with agricultural culture
boiled grain with water. It is the origin
of porridge.

Recipe
❶ Wash rice clean and put it into the

inner pot. And pour water by nutrition
porridge water "scale 1".

❷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nutrition porridge]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Red Bean Porridge····

Ingredients
2/3 cups of rice, 1/3 cups of red bean,
2/3 cups of glutinous rice

Recipe
❶ Wash rice clean, and soak it in water for 30 minutes or more.
❷ Boil red bean in strong fire, throw away red bean water, and

boil it again slowly until red bean blasts in weak fire by pouring
water again.

❸ Put the boiled red bean with sieve, and filter only red bean
water by crushing.

❹ Boil glutinous rice powder taken out from sieve of No. 2 to 3,
and after pasting it with cooled water, make small dumpling in
red-bean gruel.

❺ Put previously soaked rice into My Caldron, and pour red bean
water up to Nutritious Porridge water graduation 2.

❻ Put small dumpling in red bean gruel and red bean, press
MENU button, and after selecting [Nutritious Porridge],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 For chewy taste, red bean grains may be used depending on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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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Food 

Universal Steam

Steamed Rib····

Ingredients
Beef rib (port rib 900g, sake 2.5 tablespoons,
nicely aged soy sauce 4 tablespoons, crushed
garlic 1 tablespoon, sesame oil 1 teaspoon, onion
juice 2 tablespoons, pear juice 2 tablespoons,
sugar 1 tablespoons, chopped scallion 2
tablespoons,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1
tablespoon, ground pepper 1 teaspoon, carrot 1/2
unit, chestnut 5 units, ginkgo nut 10 units and
ground pine nuts 1 tablespoon

Recipe
❶ Remove fat and tendon from chopped rib

and remove blood by putting it in cold water.
❷ Remove water by scooping it with a basket

and keep the rib smooth by marinating it in
sake and pear juice.

❸ Peel the skins of chestnuts and divide large
chestnuts into two pieces. Stir-fry gingko
nuts with oil and peel the skins of gingko
nuts. Cut carrots into chestnut-size pieces.

❹ Mix all the prepared ingredients with
seasoning and marinate them for one hour.
After that, put them in the inner caldron (It is
not necessary to pour additional water since
it is cooked with moisture from rib and
marinade)

❺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menu button,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as 45 minutes.

❻ After cooking is completed, scatter ground
pine nuts on the steamed rib.

Steamed Chicken····

Ingredients
1 chicken (900g), potato 50g, carrot 50g,
sugar 2 tablespoons, chopped scallion 1
tablespoon, crushed garlic 1 teaspoon, nicely
aged soy sauce 4 tablespoons, ginger juice
1/2 tablespoon, ground pepper 1/2 teaspoon,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1 tablespoon
and sesame oil 1.5 tablespoons.

Recipe
❶ Wash a chicken, clean and remove

feathers and internal organs and cut fat in
the part of tail.

❷ After cutting the chicken into a size
suitable for eating, make cuts in the
chicken to make t well- seasoned and
quick-roasted.

❸ After putting carrot, potato and chicken cut
in a size suitable to eating in a large bowl
and mixing them with seasoning prepared,
marinate them enough.

❹ Put enough marinated chicken, potato and
carrot in the inner caldron.

❺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menu button,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as 45 minutes.

Boiled Pork····

Ingredients
Pork (shank or pork belly) 400g, ginger 1EA,
some garlic, onion 1EA, scallion 1EA and
some kimchi

Recipe
❶ Put two cups of water in the inner caldron

and put steam plate on the above.
❷ Cut pork into 2~3 pieces and put them on

the steam plate with 2~3 pieces of ginger
cut into thin slices.

❸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menu button,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as 40 minutes.

❹ After cooking is completed, put the above
on a plate with onion, garlic, scallion and
kimchi.

Sweet Pumpkin Soup····

Ingredients
Sweet pumpkin 120g, bread crumbs 2
tablespoons, water 2/3cup, some salt and
some milk

Recipe
❶ After selecting well-ripened yellow sweet

pumpkin, peel its skin and remove its seeds,
then cut it into thin slices and rinse them with
water.

❷ Place the recipe no. 1 with bread crumbs, 2
tablespoons of bread crumbs and 1/2cup of
water in the inner pot.

❸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the menu button,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10minutes.

❹ After cooking is completed, mash up it with
a rice paddle. When it is hot, mix it with milk.

Preferences (Notes)
이유식초기(4~6개월) : 단호박스프, 고구마사과죽
초기이유식에서 중점을 둘 것은 입에 숟가락을 넣으면 아기
로하여금다물고꿀꺽삼킬수있게하는것입니다. 
처음에는젖을먹을때처럼입을벌리기때문에흘리기가수우므
로숟가락을입안에잘넣어흘리지않고바로삼킬수있게해
주십시오. 

Sweet Potato & Apple Porridge····

Ingredients
Sweet potato 100g, apple 100g, 
water 1/4cup and some honey

Recipe
❶ Peel the skins of apple and sweet potato

and cut them into thin slices.
❷ Place the recipe no.1 and with 1/4cup of

water in the inner pot 
❸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s Steam] in the menu button,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20 minutes.

❹ After cooking is completed, mash up it
with a rice paddle and mix it with
somehoney.

Thin Rice Gruel witn Vegetables····

Ingredients
Rice 1.2 cup, broccoli 30g, 
water 1/2 cup and some salt

Recipe
❶ After washing rice clean and soak rice in

water for 30 minutes, grind it with broccoli.
❷ Put the recipe no.1 and 1/2 cup of water in

the inner pot. 
❸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menu button, push
[Pressure Cooking]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as 25 minutes.

※ Cooking with not grinded rice may result in
water overflow.

※ It is possible to cook in the same method as
above with vegetables (spinach, caroot, etc)
besides broco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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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Steam

Five-flavor Pork····

Ingredients
400g of pork, 1/3 cup of soy sauce, 2
tablespoonful of sugar, a little bit of silk yarn
Five flavors : 4 grains of black pepper,
5cm of cinnamon, 2 pieces of star anise

Recipe
❶ Bind pork with silk yarn tightly so that it may

be cooked properly.
❷ Put the bound pork in the container, and

soak it by adding soy sauce, salt and the five
flavors.

❸ Put the materials of ❷ into My Caldron, and
pour 3 measuring cups of water.

❹ Lock the lid, press MENU button, and after
selecting [All-Purpose Steaming] and setting
all-purpose steaming time to 40 minute,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❺ Once the cooking is completed, take out the
pork and release silk yarn by cutting it with
scissors. Cool down five-flavor pork, and put
it on the plate by slicing it to 0.2cm thickness.

Hard-boiled Cuttlefish····

Ingredients
1 squid fish, 70g of spinach, 80 of carrot, 1 egg, a little bit
of salt, a little bit of sesame oil, a little bit of wheat powder
Seasoning Sauces : 1 tablespoonful or red pepper paste, 1
tablespoonful of say sauce, 1 tablespoonful of sugar, 1
tablespoonful of refined rice wine, 1/2 refined rice wine, 1/2
teaspoonful of sesame oil, 1/2 teaspoonful of red pepper powder

Recipe
❶ Divide squid-fish half, remove intestines, and after washing clean

by peeling it off, make cuts both to lengths and breadths inside.
❷ Put a little bit of salt in boiling water, blanch the body of the cut

squid-fish, and blanch the legs as well by trimming them.
❸ Wash spinach clean by trimming it, blanch it slightly after adding

salt, remove water content by rinsing it in cold water, blanch
carrot in boiling water by shredding it, and mix both of them with
salt and sesame oail.

❹ Loosen up egg by adding salt in it, and paste it throughout the
squid-fish area.

❺ Wipe water content off the blanched squid-fish, put a little bit of
wheat powder inside, and after rolling spinach, carrot and
squid- fish legs, fix them with skewer.

❻ Put the rolled squid-fish, seasoning sauce and half cup water in My Caldron.
❼ Lock the lid, press MENU button, and after selecting [All-

Purpose Steaming] and setting all-purpose steaming time to 30
minutes,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Steak····

Ingredients
Beef(for steak) 200g, some steak sauce,
some salt and some ground pepper

How to make wine sauce
After mincing button mushroom, garlic and
onion, stir-fry the prepared material with salt
and ground pepper.
After boiling enough red wine, boil it down in
ketchup, barbecue sauce, pepper corn and
laurel leaves.

Recipe
❶ After scattering ground pepper and salt on

beef to suit its taste, put the beef in the
inner caldron and pour 1/2 cup of water.

❷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menu button,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as 35minutes.

❸ After cooking is completed, pour some
steak sauce on the st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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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ed Blue Crab····

Ingredients
Blue crab 1EA, beef 150g, tofu 1/4 block,
red/green pepper each 1/2EA, yolk 1/2EA
and some flour

Recipe
❶ Wash blue crab clean and separate its body.
❷ Crush meat of the separated body into thin 

slices.
❸ After crushing beef and tofu into thin slices, 

mix them with the crushed crab meat.
❹ After crushing red/green pepper into thin 

slices, mix them with yolk.
❺ After scattering flour in the skin of crab and

filling up no.❸ in the skin of crab, cover it
with no.❹

❻ Pour one measuring cup of water on the
inner caldron.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menu button,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as 30 minutes.

Steamed Fish····

Ingredients
Snapper 1EA, beef 50g, shiitake 3EA, stone
mushroom 2EA, red pepper 1EA, egg 1EA, some
scallion, some garlic, some soy sauce, some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some cooking oil, some
sesame oil, some salt and some ground pepper

Recipe
❶ Make cuts on the well-timmed snapper at the 

intervals of 2cm.
❷ Season crushed beef with soy sauce, scallion,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garlic and ground
pepper.

❸ Pour the prepared seasoning on the snapper.
❹ After pouring two cups of water into the inner pot, 

place the steam plate on it.
❺ Put the prepared snapper on the steam plate.
❻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30 minutes.

❼ After cooking is completed, decorate it with the 
remaining garnish.

Steamed Clam····

Ingredients
2 clams, 15g of beef, half of egg white, half of egg, 1
teaspoonful of minced Welsh onion, 1/2 teaspoonful of minced
garlic, 1/4 teaspoonful of salt, a little bit of pepper grounds

Recipe
❶ Mince beef neatly.
❷ Cut cleanly rinsed clam half, and mince it neatly by taking out

flesh attached to shell with knife. 
❸ Put minced beef and clam flesh in the container, and mix by

seasoning with minced Welsh onion, minced garlic, salt and
pepper grounds.

❹ Since 8 shells can be contained in the container, put seasoned
substances tightly to a degree of 1/2EA per shell.

❺ As the material may grow sticky, apply egg white evenly on top
of clam flesh so that the shape may not be deformed even after
steaming.

❻ Pour 2 cups of water into My Caldron, and place steaming
plate.

❼ Put the prepared clam on the steaming plate.
❽ Lock the lid, press MENU button, and after selecting [All-

Purpose Steaming] and setting all-purpose steaming time to 35
minutes,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❾ Divide fully boiled egg into white and yolk, and after mincing
the white neatly and crushing and putting the yolk on the sieve,
put the egg yolk and white on the clam hal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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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ed Be Curd····

Ingredients
1 1/2 set of bean curd, a little bit of salt 
Seasoning Sauces : 1 tablespoonful of red pepper
powder, 1 tablespoonful of minced garlic, a root of
Welsh onion, a little bit of sesame oil, a little bit of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a little bit of
shredded red pepper, 3 tablespoonful of thick soy

Recipe
❶ Divide bean curd set into two, slice them to 1cm

thickness, and by scattering salt, remove water content.
❷ Shred Welsh onion thin, and prepare seasoning

sauce by mixing minced garlic, thick soy, red
pepper powder,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sesame oil and shredded red pepper.

❸ Pour 1 1/2 cup of water into My Caldron, place
steaming plate, and put the sliced bean curds
on top of it evenly.

❹ Lock the lid, press MENU button, and after
selecting [All-Purpose Steaming] and setting all-
purpose steaming time to 25 minute,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❺ Once cooking is completed, take out bean curd, and
apply seasoning sauce evenly on top of the bean curd.

Japchae (stir-fired vegetables,
and shredded meat)

····

Ingredients
Cellophane 150g, paprika (green, red) each 1EA,
carrot 70g, onion 70g, some spinach, enoki mushroom
70g, fishcake 70g and cooking oil 1/2 tablespoons

Recipe
❶ After cutting paprika, onion, carrot and fish cake into

thin slices, wash enoki mushroom clean, and blanch
spinach in boiling water, Cut it after removing from
water. (paprika and carrot : 2~3mm, onion and fish
cake : 5mm)

❷ After soaking cellophane in lukewarm water for 20
minutes, wash it with cold water (When cellophane is
soaked for a long time, cellophane may be too soft or
agglomerated. According to preference, soak
cellophane for 10 minute~30 minutes.)

❸ After putting two tablespoons of cooking oil, 1/2 cup of
water and cellophane in the inner caldron, put the
prepared fish cake, carrot, onion and paprika together.

❹ After coo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25
minutes (When cellophane is too soft or when you want
more chewy noodle, set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20 minutes)

❺ After cooking is completed, put spinach blanched in
boiled water and mix with soy sauce, sesame oil and
sugar according to the preference. Scatter sesame
seeds or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on the
seasoned Japchae.

삶은 계란····

Ingredients
계란 6개, 물 2컵, 식초 한두방울

Recipe
❶내솥에계란과물, 식초를넣어주십시오.
❷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Steamed Dumpling····

Ingredients
Dumplings 15EA

Recipe
❶ Pour two cups of water into the inner pot.
❷ Put steam pot on the inner caldron and put dumplings on the

steam plate.
❸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25 minutes.

Steamed Eggplant ····

Ingredients
2 pieces of eggplants
Seasoning Sauces : 2 tablespoonful of thick soy, 1 red pepper, 1
green chilli, 1/2 tablespoonful of red pepper powder, 1 tablespoonful
of vinegar, a little bit of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1/2 pieces
of Welsh onion, 4 pieces of garlic, 2 teaspoonful of sugar 

Recipe
❶ Chop eggplant to 4cm length, and after erecting it, make 

crosswise cuts.
❷ Slice red peppers and green peppers small, mince Welsh onions and

garlic, and make filling by adding thick soy, ground sesame mixed salt, red
pepper powder, sugar and vinegar.

❸ Pour 2 Cups of water into My Caldron, and after adding steaming plate,
place sliced eggplant on top of it evenly.  

❹ Lock the lid, press MENU button, and selecting [All-Purpose Steaming] and
setting all-purpose steaming to 30 minutes,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❺ Once cooking is completed, put the filling prepared on the eggplant evenly.

Universal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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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ed Pumpkin····

Ingredients
1/2 pumpkin
Seasoning Sauces : 2 tablespoonful of thick soy, 1 
tablespoonful of mined Welsh onion, 14 tablespoonful of 
sesame oil, 1/4 table tablespoonful of red pepper powder, a little bit of
shredded red pepper, 1/2 teaspoonful of sugar, 1/2 tablespoonful of
minced garlic, 1/4 tablespoonful of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Recipe
❶ Slice pumpkin thin.
❷ Make seasoning sauce by mixing minced Welsh onion, minced

garlic, thick soy, shredded red pepper, red pepper powder,
sesame oil, ground sesame mixed with salt, and sugar.

❸ Pour 2 cups of water into My Caldron, put steaming plate in it,
end after placing the sliced pumpkin on top of it, scatter
seasoning sauces of ❷ evenly.

❹ Lock the lid, press MENU button, and after selecting [All-Purpose
Steaming] and setting all-purpose steaming time to 30 minutes,
press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Universal Steam

Steamed Chestnut····

Ingredients
Chestnut 15EA

Recipe
❶ Pour 1.5 cups of water into the inner pot.
❷ Put steam pot on the inner caldron and put chestnuts on the

steam plate (peel partial skin of chestnut to prevent bursting)
❸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30 minutes.

❹ When cooking is completed, be careful with the hot chestnuts.

Sweet Potato····

Ingredients
Sweet potato 4EA
※ When sweet potato is large (more than 150g), cut it into two

pieces.

Recipe
❶ Pour 1.5 cups of water in the inner pot.
❷ Put steam pot on the inner caldron and put sweet potatoes on the

steam plate
❸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35 minutes.

❹ When cooking is completed, be careful with the hot sweet
potatoes.

Diverse-effect of sweet potato
■ Steamed sweet potato for constipation : When you take steamed

sweet potato with its skin, it is good for constipation.
■ Fresh sweet potato for weak person : Sweet potato includes a

lot of  vitamin B, mineral and carotene. Therefore, it is food with
high nutrition. Especially, When taking ground fresh sweet
potato, it is good for your health, Many kind of enzyme are
included in the fluid flown out from sweet potatoes.

Potato····

Ingredients
Potato (less than 200g) 3EA

Recipe
❶ Pour 1.5 cups of water in the inner pot.
❷ Put steam pot on the inner caldron and put potatoes on the

steam plate.
❸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45 minutes.

❹ When cooking is completed, be careful with the hot potatoes.

How to keep potato
When potato is kept at normal temperature in the summer, 
its sprouts right away. Therefore, it is good to keep it in the 
refrigerator. if there is a lot of amount, put potatoes in a bag and
keep it in a opened carton box. At this time, putting one or two
apples together with potatoes will be helpful for prevent
sprouting because of effect of enzymes of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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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

Ingredients
Corn 2EA

Recipe
❶ Pour 1.5 cups of water in the inner pot.
❷ Put steam pot on the inner caldron and put Corns on the steam

plate.
❸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40 minutes.

❹ When cooking is completed, be careful with the hot Corns.

Fresh Cream Cake····

Ingredients
Flour (weak flour) 1/2cup, egg 2EA, 1/2 tablespoon of butter,
1/2 tablespoon of milk, some vanilla perfume, 1/2 cu of sugar
and some salt
Whipped cream : 100cc of cream, 1/4cup of sugar 
Fruit : Cheery 1EA, strawberry 3EA, 1/4 can of tangerine and

kiwi 1EA

Recipe
❶ Put salt in flour and sieve it.
❷ Separate the yolk from an egg
❸ Put the white of an egg in a vessel and stir it in a fixed

direction. When bubbles take place, put sugar by dividing it
in several times. Sir up bubbles until they don't flow down
when the vessel caves over.

❹ Continue to stir while putting the yolk in recipe no.3 little by
little and put some vanilla perfume.

❺ When recipe no.4 becomes cream, mix with flour.
❻ Mix boiled butter with milk.
❼ After putting butter on the bottom and the side of the inner

caldron, pour cake dough into the inner caldron. 
❽ After locking the cover and choosing [Universal Steam] in the

menu, push [Pressure Cooking/White Rice Turbo] button after
setting up the time of universal steam for 40 minutes.

❾ Cool down the cooked sponge cake.
❿ After pouring whipped cream in a vessel and making

bubbles enough to be regarded to be thick, put sugar
powder (put sugar in a cutter and grind it)
Apply cream on the cooled sponge cake.
Decorate it with diverse kinds of fruits already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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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밥

쌀밥····

준비할 재료
쌀 4컵
※재료에표시된컵은밥솥에들어있는계량컵기준입니다.
1컵(180cc기준)은 1인분에해당합니다.

참고
제품의내용에표시된물량을기준으로햅쌀은눈금보다약간
적게묵은쌀은눈금보다약간많게물을맞추어주십시오.
(각 가정의기호에따라물의양을조절하십시오.)

이렇게 만드세요
❶깨끗이씻은 쌀을내솥에넣고 백미 물눈금 4까지 물을

부어주십시오.
❷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백미」를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❸ 보온으로되면밥을잘섞어주십시오.

완두콩밥····

준비할 재료
쌀 3컵, 완두콩 1/2컵반, 정종 1큰술, 소금 1.5작은술
※콩은삶아서취사를하십시오.

완두콩은 이렇게 보관합시다.
완두콩, 강낭콩 등을 사다가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변색이 빠를 뿐 아니라 신선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사오는 즉시 살짝 데쳐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필요할때마다꺼내사용하면색상이나신선도를
그대로유지할수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❶완두콩은소금을넣고깨끗이씻어물기를빼두십시오.
❷깨끗이 씻은 쌀을 내솥에 넣고 정종과 소금으로 간을

한후백미물눈금 3까지물을부어주십시오.
❸그 위에완두콩을얹고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
「백미」를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❹ 보온으로되면밥을잘섞어주십시오.

보리밥····

준비할 재료
쌀 2컵, 보리쌀 1컵

이렇게 만드세요
❶ 1컵의보리쌀로써보리밥은미리준비하십시오.
❷쌀은 깨끗이 씻어서 보리밥과 함께 내솥에 담고 백미

물눈금 3까지물을부어주십시오.
❸ 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잡곡」를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❹ 보온으로되면밥을잘섞어주십시오.

잡곡밥

오곡밥····

준비할 재료
쌀 1.5컵, 조 1/3컵, 찹쌀 1/2컵, 팥 1/3컵
수수 1/3컵, 소금 1작은술

참고
한의학에서는팥을적소두라고하여수분을빼주고종기를
없애거나 농(膿)이 생긴 것을 배출시키는 효과에다 갈증과
설사를 멈추고 하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하며 부종을 가라
앉히는데좋은식품으로알려져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❶쌀, 찹쌀, 조, 수수를같이깨끗이씻어서건진다음체에

받쳐두십시오.
❷ 팥은센불에서70~80% 삶아서팥물만따로다른그릇에

받아두십시오.
❸체에 받쳐둔 쌀, 찹쌀, 조, 수수를 내솥에 담고 팥물과

물을백미물눈금 3까지부어주십시오.
❹ 그위에삶아놓은팥을얹고뚜껑을잠근뒤메뉴버튼을

눌러「잡곡」를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❺ 보온으로되면밥을잘섞어주십시오.

Fresh발아현미밥····

준비할 재료
현미 4컵

참고
·기호에따라현미발아시간을조절하신뒤취사해주십시오.
·발아가되어있는현미로취사를하실때, 발아를하지않고
100% 현미밥을 드시고자 하실 때에는 현미발아 시간을
0시간으로조절한뒤취사해주십시오.

이렇게 만드세요
❶현미를 깨끗이 씻어서 내솥에 넣고 현미/발아 물눈금

4까지물을부어주십시오.
❷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현미/발아」를선택한후

현미발아시간을4시간으로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❸ 보온으로되면밥을잘섞어주십시오.

현미팥밥····

준비할 재료
현미 1컵, 쌀 2컵, 팥 1/3컵

이렇게 만드세요
❶팥은 모양이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될 때까지

삶아팥물과분리해주십시오.
❷현미는 깨끗이 씻어 내솥에 넣고 현미/발아 물눈금

3까지물을부은후삶아놓은팥을넣어주십시오.
❸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현미/발아」를

선택한 후 현미발아 시간을 0시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❹ 보온으로되면밥을잘섞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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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밥

닭가슴살을곁들인녹차밥····

준비할 재료
현미 2컵, 녹차잎 3g, 녹차가루 10g, 닭가슴살 4쪽,
올리브오일약간, 소금약간, 후추 약간, 샐러리 5g,
라임 약간, 로즈마리약간

녹차의 10가지 장점
녹차의항암효과,노화억제, 성인병예방, 비만방지와다이어트,
중금속과 니코틴 해독 작용, 피로회복과 숙취제거, 변비 치료,
충치예방, 체질의산성화예방, 염증과세균감염억제

이렇게 만드세요
❶현미를 깨끗이 씻어서 녹차가루 10g, 녹차잎 3g과 함께
내솥에넣고현미/발아물눈금2까지물을부어주십시오.

❷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현미/발아」를선택한후
현미발아 시간을 4시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❸닭가슴살은소금, 후추에약1시간가량재운뒤팬에올리브
오일을넣고구운후얇게썰어준비해주십시오.

❹라임은반달모양으로썰어준비하고샐러리는채를썰어준비해주십시오.
❺보온으로 되면 밥을 잘 섞은 뒤 발아현미밥과 닭가슴살을

그릇에담고라임과샐러리를곁들여담아내어주십시오.

새싹 비빔밥····

준비할 재료
현미 2컵, 새싹채소조금씩
약고추장 : 고추장 1/2컵, 쇠고기(다진것) 40g, 참기름 1큰술,

꿀 1큰술, 설탕 1큰술

■브로콜리싹 : 암예방 ■배추싹 : 위에좋고변비개선
■순무싹 : 간염, 황달개선 ■양배추싹 : 노화, 암 예방하는셀레늄함유
■무싹 : 열낮추고부기가라앉힘■ 싹 : 혈액정화

이렇게 만드세요
❶현미를깨끗이씻어서내솥에넣고현미/발아물눈금 2까지

물을부어주십시오.
❷ 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현미/발아」를선택한후현미

발아시간을 4시간으로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
눌러주십시오.

❸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쇠고기를 볶다가 고추장과
물 1/3컵을 넣어 걸죽해질 때까지 잘 저어 볶은 후 설탕,
꿀, 참기름을넣고조금더볶아주십시오.

❹보온으로 되면 밥을 잘 섞은 뒤 발아현미밥 위에 준비된
새싹채소를예쁘게담아내어주십시오.

❺ 고추장은새싹이흐트러지지않게얹어주십시오.

머쉬룸티안····

준비할 재료
현미 2컵, 브라운그래비소스 20g, 소금 약간, 깻잎 2장, 
호박 1/3개, 해송이버섯 1팩
※버섯은각가정의기호에따라선택하셔도좋습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❶현미를 깨끗이 씻어서 내솥에 넣고 현미발아 물눈금

2까지물을부어주십시오.
❷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현미발아」를 선택한 후

현미발아시간을 4시간으로설정한뒤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❸호박은잘게깍둑썰어소금을넣고살짝볶아주십시오.
❹해송이버섯은브라운그래비소스에살짝버무려두십시오.
❺ 보온으로되면밥을잘섞어주십시오.
❻발아현미밥을 몰드에 넣고 볶은 호박을 넣은 후

다시 발아현미밥으로 덮어 형태를 잡아준 뒤 몰드에서
빼내어주십시오.

❼브라운그래비소스에 버무린 해송이버섯을 쌓은 뒤
깻잎채를올려주십시오.

양밥····

준비할 재료
쌀 4컵, 수삼 4뿌리, 밥 4개, 대추 4개, 은행 12개, 청주 2큰술
양념장 : 간장 4큰술, 다진파 2큰술, 다진마늘 1/2큰술, 

고춧가루1/2작은술, 깨소그2작은술, 참기름1작은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수삼은깨끗이씻어뇌두부분을잘라내고얇게어슷썰어두십시오. 
❷ 밤은껍질을벗겨반으로썰고, 대추는깨끗이씻어씨를
발라낸뒤반으로잘라두십시오.

❸ 은행은기름을조금넣고볶아껍질을벗기거나끓는물에넣고
2~3분정도삶으면서숟가락등으로문질러껍질을벗겨두십시오.

❹깨끗이 씻은 쌀을 내솥에 넣고 백미 물눈금 4까지 물을
부은후청주 2큰술을넣고잘섞어주십시오. 

❺❹에준비한수삼, 밤, 대추, 은행을골고루얹어주십시오.
❻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 양밥」을 선택한 후

압력취사 /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❼ 보온으로되면밥그릇을위아래로잘섞어밥그릇에푼뒤기호에

따라준비한양념장을같이밥에조금씩얹어비벼드십시오. 

견과류밥····

준비할 재료
쌀4컵, 호두4개, 잣2큰술, 아몬드2큰술, 캐슈넛2큰술, 은행15개
양념장 : 간장 4큰술, 고춧가루 1/2작은술, 깨소금 2작은술, 

다진파 2큰술, 다진마늘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호두는 겉껍질을 제거한 뒤 따뜻한 물어 불려 속껍질을

제거하여주십시오.
❷ 은행은 기름을 조금 넣고 볶아 껍질을 벗기거나, 끓는

물에 넣고 2~3분 정도 삶으면서 숟가락 등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겨 주십시오. 

❸ 깨끗이 씻은 쌀을 내솥에 넣고 물을 백미 물눈금 4까지
부은 후 청주 1큰술을 넣어 주십시오. 

❹ ❸에 호두, 은행, 아몬드, 캐슈넛을 올린 뒤 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 양밥」을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❺ 취사가완료되면주니해둔양념장을올려비벼드십시오. 

모듬버섯밥····

준비할 재료
쌀4컵, 만가닥버섯60g, 팽이버섯40g, 양송이버섯4개, 새송이버섯60g
양념장 : 간장 4큰술, 고춧가루 1/2자은술, 깨소금 2작은술,  

다진파 2큰술, 다진마늘 1/2큰술, 참기름 1작은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 만가닥버섯과 팽이버섯은 씻어 가닥가닥 찢어두고, 

양송이버섯은 껍질을 벗기고 도톰하게 저며 두십시오. 
❷ 새송이버섯은 길이대로 저민 후 먹기 좋은 크기로

등분하여주십시오. 
❸ 깨끗이 씻은 쌀을 내솥에 넣고 물을 백미 물눈금 4까지

부은 후 청주 1큰술을 넣어 주십시오. 
❹ ❸에 손질해 둔 버슷을 올린 뒤 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 양밥」을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
눌러주십시오. 

❺취사가완료되면준비해둔양념장을올려비벼드십시오. 

양밥

참고
양밥취사시사용하는재료(대추, 수삼등)의양이나상태에따라

취사완료후멜라노이징(미세밥눌음)정도의차이가나타날수
있으므로기호에따라재료의양을조절하여취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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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미죽

특미닭죽····

준비할 재료
쌀 1컵, 닭 200g, 닭국물 600cc,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소금 약간
양념 : 다진파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깨소금약간, 참기름 2작은술, 후춧가루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쌀은깨끗이씻어물에 1시간이상불려두십시오.
❷닭은 손질하여 푹 삶아 먹기 좋게 찢어서 위의 재료로

양념해두십시오.
❸ 청고추, 홍고추는씨를버리고잘게썰어두십시오.
❹ 닭국물은기름기를제거하고가아제에받쳐두십시오.
❺내솥에 ❶의 쌀과, ❷, ❸의 닭과 고추를 넣고, 받쳐 둔

닭국물을부어주십시오.
❻ 물은 양죽물눈금 1.5까지 부어주십시오.
❼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 양죽」을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❽보온으로 되면 기호에 맞게 소금을 넣고 가볍게 저어

주십시오.

흰죽····

준비할 재료
쌀 1컵

죽은 우리의 먹거리 중에서
가장 일찍부터 발달한 주식입니다.

농경문화가시작된신석기시대에토기에물과함께곡물을
넣어 끓 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의 죽의 기원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❶깨끗이 씻은 쌀은 내솥에 넣고 양죽 물눈금 1까지

물을부어주십시오.
❷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 양죽」을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팥죽····

준비할 재료
쌀 2/3컵, 팥 1/3컵, 찹쌀가루 2/3컵

※팥알이씹힘을원하시면기호에따라팥알을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❶쌀은깨끗이씻어서 30분이상물에불려두십시오.
❷팥은 강한불에서 삶은 후 팥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

약한불에서팥이터질때까지천천히한번더삶아주십시오.
❸삶은팥은체에받치고으깨어팥물만걸러내주십시오.
❹ 2~3번 체에 내린 찹쌀가루를 끓여서 식힌물로 반죽하여
새알심을만들어두십시오.

❺미리 불려둔 쌀은 내솥에 넣고 양죽 물눈금 1.5까지
팥물을부어주십시오.

❻새알심과 팥을 넣은 뒤 메뉴 버튼을 눌러「 양죽」을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웰빙밥

버섯죽순밥····

준비할 재료
쌀 4컵, 느타리버섯 200g, 죽순 100g, 은행 10개
양념장 : 간장 4큰술, 고춧가루 1/2작은술, 깨소금 2작은술, 

다진파 2큰술, 다진마늘 1/2큰술, 참기름 1작은술

참고
■ 죽은 드실 시간에 맞추어 죽을 쑤는 것이 중요하며, 식은 죽이나

다시데운죽은맛이떨어집니다.
■ 물김치나 소화가 잘되는 생선조림, 북어 보푸라기 등을 곁들이면

더욱좋습니다.
■흰죽요리는쌀만넣은상태에서잣죽과동일한방법으로만듭니다.
■ 국산잣을 고르는 법 : 윤기가 있고 광택이 있으며 잣의 씨눈

덮개가 거의없고잣나무향과송진향이난다.

이렇게 만드세요
❶ 느타리버섯은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죽순은

살짝 데쳐 빗살 사이사이의 하얀 부분을 제거한 후
빗살 모양을 살려 얇게 저며 주십시오. 

❷ 은행은 기름을 조금 넣고 볶아 껍질을 벗기거나, 끓는
물에 넣고 2~3분 정도 삶으면서 숟가락 등으로 문질러
껍질을벗겨주십시오. 

❸ 깨끗이 씻은쌀을내솥에넣고물을백미물눈금 4까지
부은후청주 1큰술을넣어주십시오.

❹ ❸에 손질해 둔 느타리버섯, 죽순, 은행을 올린 뒤
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 양죽」을선택한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❺ 취사가완료되면준비해둔양념장을올려비벼드십시오. 

잣죽····

준비할 재료
쌀 1컵, 잣 1/2컵, 소금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 쌀과잣을깨끗이씻어주십시오.
❷ 쌀은체에받쳐두고잣은믹서에갈아두십시오.
❸ 쌀과 갈은 잣을 넣고 양죽 물눈금 1.5까지 물을 부어

주십시오.
❹ 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 양죽」을 선택한 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❺ 보온으로 되면 기호에 맞게 소금을 넣고 가볍게 저어

주십시오.

전복죽····

준비할 재료
쌀 1컵, 참기름 1큰술, 전복 1개, 소금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 쌀을깨끗이씻어서불려주십시오.
❷ 전복을 솔로문질러씻어도려내고내장을뗀후얇게

썰어두십시오.
❸ 내솥에쌀과전복을넣고참기름을넣은후섞어주십시오.
❹ 물을 양죽물눈금 1까지부어주십시오.
❺ 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 양죽」을선택한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❻ 보온으로되면기호에맞게소금을넣고가볍게저어주십시오.

참고
■ 입맛에 따라 새우죽이나 굴죽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리해 드시면 됩니다. 
■ 자연산과 양식산의 차이점 : 패각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로 자연산은 흑갈색 혹은 적갈색을 나타내고 양식산은
녹색을띠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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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단호박스프····

준비할 재료
단호박 100g, 빵가루 1큰술, 물 1/3컵, 소금약간, 우유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단호박은 노랗게 잘 익은 것으로 골라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후 얇게 썰어 물에 헹궈 주십시오.

❷내솥에 ❶의 재료와 빵가루 1큰술, 물 1/3컵을 넣어
주십시오.

❸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만능찜시간을 10분으로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❹요리가 완료되면 나무주걱으로 으깨어 뜨거울 때
우유를 섞어 주십시오.

고구마사과죽····

준비할 재료
고구마 70g, 사과 70g, 물 2큰술, 꿀 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사과와고구마는껍질을벗기고얇게썰어주십시오.
❷ 내솥에❶과물 2큰술을넣어주십시오.
❸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❹요리가 완료되면 나무주걱으로 곱게 으깨어 꿀을 조금
넣어섞어주십시오.

야채쌀미음····

준비할 재료
쌀 1/2컵, 브로컬리 30g, 물 1.5컵, 소금 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쌀을 깨끗이 씻어서 30분 정도 불린 후 브로컬리와

함께곱게갈아준비해주십시오.
❷ 내솥에❶과물 1.5컵을넣어주십시오.
❸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만능찜시간을25분으로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쌀을갈지않고조리시죽물이올라올수있으니주의
하여주십시오.

※브로컬리외의야채(시금치, 당근 등)를 이용하여같은
방법으로조리가능합니다.

※ 이유식완료기 (12개월이후) ※ 이유식완료기 (12개월이후) ※ 이유식후기 (9~12개월이후)

참고
이유식후기 (9~12개월) : 부드러운고형식을먹을수있는시기로서, 하루세차례에걸쳐정해진시간에먹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유식완료기 (12개월이후) : 어른이먹을수있는식사로넘어가는과도기로서, 음식종류를다양하게주어편식습관이생기지않도록해주십시오.
※ 조개, 새우, 생우유, 꿀 , 토마토, 옥수수등은알레르기를유발할수있으므로돌이지난후에섭취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 아기에따라알레르기를유발할수있는이유식재료나섭취시기가다를수잇으므로주의하여섭취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유식

밥두부야채찜····

준비할 재료
밥 50g, 두부30g, 당근 10g, 애호박 10g, 계란 1/2개, 우유 4큰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두부는물기를제거한후으깨어준비하고, 당근과애호박은잘게다져주십시오.
❷ 계란은우유를넣고, 풀어 두십시오.
❸내솥에밥과, 두부, 당근, 애호박을넣고, 우유와계란푼것을넣어골고루섞어주십시오.
❹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만능찜」을선택한후만능찜시간을 10분으로

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❺ 만능찜이완료되면주걱으로잘섞어주십시오.

참치야채무른밥····

준비할 재료
밥 50g, 참치살(캔) 30g, 피망 10g, 당근 10g, 물 1/2컵, 버터, 김가루약간씩

이렇게 만드세요
❶참치살은기름을빼고젓가락으로잘게찢어준비해주십시오.
❷ 피망과당근은잘게다져주십시오.
❸ 그릇에밥과참치살, 피망, 당근을섞어서준비해주십시오.
❹ 내솥바닥에버터를바른후❸의재료를넣고, 물을부어주십시오.
❺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만능찜」메뉴를선택한후만능찜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❻ 만능찜이완료되면주걱으로잘섞어주십시오.

※ 이유식완료기 (10~12개월이후) ※ 이유식완료기 (10~12개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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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향장육····

준비할 재료
돼지고기 400g, 간장 1/3컵, 설탕 2큰술, 무명실조금
오향 : 통후추 4알, 통계피 5cm, 팔각 2개

이렇게 만드세요
❶돼지고기는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익도록 무명실로

잘묶어주십시오.
❷묶은돼지고기를그릇에담고간장과설탕그리고오향을

넣어재워두십시오.
❸내솥에 ❷의 재료를 넣은 후 계량컵 3컵의 물을 부어

주십시오.
❹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40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❺요리가 완료되면 돼지고기를 꺼내 조리용 가위로 무명실
을잘라서풉니다. 오향장육을식혀서 0.2cm 두께로얇게
썰어서접시에내어주십시오.

갑오징어조림····

준비할 재료
오징어1마리, 시금치70g, 당근80g, 달걀1개, 소금약간,
참기름약간, 가루약간
양념장 : 고추장 1큰술, 간장 1큰술, 설탕 1큰술, 청주 1큰술, 

참기름1/2작은술, 고춧가루1/2작은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오징어는반갈라내장을제거하고껍질을벗겨깨끗이씻은
후안쪽에가로세로로칼집을내주십시오.

❷끓는 물에 소금 약간을 넣고 칼집을 낸 오징어 몸통을 데쳐내고
다리도손질하여데쳐두십시오.

❸시금치는 다듬어서 깨끗이 씻은 후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짜고, 당근은 굵게 채썰어 끓는 물에
데친후각각소금과참기름으로무쳐주십시오.

❹달걀은소금을넣고잘풀어오징어넓이에맞게지단을부쳐두십시오.
❺데쳐낸오징어의물기를닦고안쪽에 가루를약간뿌린후
지단을 얹고 그 위에 준비한 시금치, 당근, 오징어 다리를
놓아돌돌말아준후꼬치로고정시켜주십시오.

❻내솥에말아서준비한오징어와양념장그리고물반컵을부어주십시오.
❼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만능찜」을선택한후만능찜시간을
30분으로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스테이크····

준비할 재료
고기(스테이크용) 200g, 스테이크소스약간,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

와인소스 만드는 법
양송이와 마늘, 양파를 다져 놓은 뒤 준비한 재료를 소금, 후
춧가루로간하여볶아주십시오.
여기에 레드와인을넉넉히넣어끓인후케찹, 바비큐소스, 
통후추, 월계수잎을넣어조려주십시오.

이렇게 만드세요
❶고기에 후춧가루와 소금을 뿌려 간을 배이게 한 다음

고기를내솥에넣고반컵가량의물을부어주십시오.
❷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3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❸요리가완료되면고기를꺼내어스테이크소스를끼얹어
주십시오.

만능찜

갈비찜····

준비할 재료
쇠갈비(돼지갈비) 700g, 정종2큰술, 진간장3큰술, 다진마늘1/2큰술,
참기름1/2큰술, 양파즙1큰술, 배즙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파3큰술,
깨소금 1/2큰술, 후춧가루1/2작은술, 당근 1/2개, 밤 3개, 은행6개,
잣가루 1/2큰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토막난 갈비에 기름기와 힘줄을 제거하고 찬물에 담궈

핏물을빼두십시오.
❷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빼고 정종과 배즙에 재워 고기를

연하게해두십시오.
❸ 밤은 껍질을 벗겨 큰것은 반으로 자르고 은행은 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넣어 볶아 껍질을 벗겨낸 뒤 당근은 밤톨
크기로깎아주십시오.

❹준비한 모든 재료에 양념을 넣고 버무려 1시간 정도
양념이 배도록 재워 놓은 후 내솥에 넣어 주십시오.
(갈비와 양념장에서 우러나오는 수분으로 조리가 되기
때문에별도의물을부을필요가없습니다.)

❺ 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4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❻음식이 완료되면 갈비찜 위에 잣가루를 뿌려 식탁에
내놓으십시오.

닭찜····

준비할 재료
닭 700g, 감자 50g, 당근 50g, 설탕 1큰술, 다진파 1작은술,
다진마늘 1작은술, 진가장 3큰술, 생강즙 1작은술, 후춧가루약간,
깨소금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닭고기를 깨끗이 씻어 잔털과 내장을 완전히 없애고 꼬리

부분에뭉쳐있는기름을잘라내주십시오.
❷ 닭고기를 먹기에 알맞은 크기로 자른 후 양념이 잘 배고

빨리익도록칼집을내어주십시오.
❸먹기에알맞은크기로자른당근, 감자, 닭고기를커다란

볼에넣고준비한양념과골고루섞은후양념이충분히
배일때까지재워두십시오.

❹ 충분히재워둔닭고기와감자, 당근을내솥에넣어주십시오.
❺ 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시간을35분으로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수육····

준비할 재료
돼지고기(사태또는삼겹살) 400g, 생강 1개, 마늘 약간, 
양파 1개, 대파 1개, 김치 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내솥에물을 1.5컵 정도넣고찜판을넣어주십시오.
❷돼지고기를 2~3등분하여 찜판 위에 놓고 생강을 얇게

썰어 2~3쪽 넣어주십시오.
❸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40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❹취사완료후양파, 마늘, 대파, 김치를 곁들여서접시에
담아식탁에내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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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찜····

준비할 재료
꽃게 1마리, 쇠고기 150g, 두부 1/4모,
청·홍고추반개씩, 달걀노른자반개분, 가루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꽃게의 몸통을 손으로 잡고 깨끗이 씻어낸 다음 몸통을

떼어두십시오.
❷ 떼어낸몸통의살을발라내어곱게다져주십시오.
❸쇠고기와 두부는 곱게 다진 후 몸통살 다진것과 합하여

골고루버무려주십시오.
❹청·홍고추는잘게다져달걀노른자와섞어주십시오.
❺꽃게의껍질안에 가루를뿌리고❸을도톰하게채운후

그위에❹를고르게펴발라주십시오.
❻내솥에계량컵 1컵의물을부어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

을눌러「만능찜」을선택한후만능찜시간을 30분으로
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생선찜····

준비할 재료
도미 1마리, 쇠고기 50g, 표고버섯 3장, 석이버섯 2장,
홍고추 1개, 달걀 1개, 파약간, 마늘약간, 간장약간, 깨소금
약간, 식용유약간, 참기름약간, 소금약간, 후춧가루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손질해놓은도미를등쪽으로 2cm간격이되도록칼집을

넣어두십시오.
❷ 다진 쇠고기에 간장,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를

넣어양념해주십시오.
❸도미의 칼집을 넣은 부분에 준비해둔 양념을 꼭꼭 채워

넣어주십시오.
❹ 내솥에 1.5컵의물을부은뒤찜판을넣어주십시오.
❺찜판위에준비해둔도미를넣어주십시오.
❻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30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❼ 요리가완료되면나머지고명을얹어장식해주십시오.

대합찜····

준비할 재료
대합 2개, 쇠고기 15g, 달걀흰자 반저분, 달걀 반개, 
다진파 1작은술, 다진마늘 1/2작은술, 소금 1/4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쇠고기를곱게다져두십시오.
❷해감시켜 깨끗이 헹군 대합을 반으로 갈라 껍질에
붙어 있는 살을 칼로 떼내어 곱게 다져 두십시오.

❸그릇에 다진 쇠고기와 대합살을 넣고 분량의 다진파,
다진마늘, 소금, 후춧가루로 양념하여 골고루 버무려
주십시오.

❹담을 수 있는 껍질은 4개이므로 껍질 1개당 1/2정도로
양념한재료를꼭꼭채워담아주십시오.

❺재료에 끈기가 생겨 찐 후에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합살 위에달걀흰자를 고르게펴발라주십시오.

❻내솥에 1.5컵의 물을붓고찜판을얹어주십시오.
❼찜판위에준비한대합을얹어주십시오.
❽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3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❾완숙한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로 나누어서 흰자는 곱게
다지고 노른자는 으깨어 체에 내린 뒤 대합 위에 달걀
노른자와흰자를각각반씩얹어주십시오.만능찜

삶은계란····

준비할 재료
계란 6개, 물 2컵, 식초 한두방울

이렇게 만드세요
❶내솥에계란과물, 식초를넣어주십시오.
❷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잡채····

준비할 재료
당면 150g, 피망(청, 홍) 각각 1개, 당근 70g, 양파 70g,
시금치약간, 팽이버섯 70g, 어묵 70g, 식용유 1큰술
양념 : 설탕 약간, 간장 약간, 참기름약간, 통깨·깨소금약간

이렇게 만드세요
❶피망, 양파, 당근, 어묵은 잘게 채썰고 팽이버섯은 다듬어 깨
끗이 씻은 후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물기를 꼭 짠
후 먹기좋게 썰어 주십시오. (피망, 당근은 2~3mm정도가 적
당하고양파, 어묵은 5mm정도로채써는것이적당합니다.

❷미지근한 물에 당면을 20분정도 담궈둔 후 찬물에 넣어
씻은뒤건져두십시오. (당면을오래담궈두면잡채완료
후당면이퍼지거나뭉치는경우가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서 면을 담궈 두는 시간을 10분에서 30분 사이로 조절해
주십시오.)

❸ 내솥에 식용유 2큰술, 1/2컵의 물을 넣은 후 당면을 내솥에
넣고준비한어묵및당근, 양파, 피망을같이넣어주십시오.

❹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
능찜 시간을 2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
을 눌러 주십시오. (당면을 많이 불리셨거나, 소비자 기호에
따라 좀더 쫄깃한 면을 원하시면 만능찜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해주십시오.)

❺ 요리가완료되면뚜껑을열어데쳐놓은시금치를넣고기호
에따라간장과참기름, 설탕을넣고섞어주십시오.
양념한잡채에통깨나깨소금을뿌려접시에담아주십시오.

두부찜····

준비할 재료
두부 1모, 소금 약간
양념장 : 고춧가루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파 1뿌리, 참기름

약간, 깨소금약간, 실고추약간, 진간장 3큰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두부는 2등분한 다음 1cm 두께로 썰어 소금을 뿌려 물기를

빼두십시오.
❷ 파는 가늘게 채썰고, 다진마늘과 진간장,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과실고추를섞어서양념장을준비해놓으십시오.
❸ 내솥에 1.5컵의 물을 붓고 찜판을 넣은 뒤 그 위에 썰어

놓은두부를고르게올려주십시오.
❹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2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❺요리가완료되면두부를꺼내고두부위에양념장을골고루
무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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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준비할 재료
고구마 3개
※큰고구마(150g 이상)는 반으로잘라서조리하십시오.

이렇게 만드세요
❶내솥에 1.5컵의 물을부어주십시오.
❷ 찜판을내솥에넣고그위에잘씻은고구마를올려놓아

주십시오.
❸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만능찜」을선택한후

만능찜시간을 35분으로 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❹ 요리가완성되면고구마가뜨거우므로주의하십시오.

다양한 효과의 고구마
■변비에는 찐 고구마 : 찐고구마를껍질째먹으면변비에
효과가있다.

■허약체질인사람에게는생고구마 : 고구마는비타민B군과
미네랄, 카로틴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양가가
높은 식품인데, 특히 생 고구마를 갈아서 먹으면 허약
체질인사람의건강증진에효과가있다. 이는생고구마를
잘랐을때나오는유즙과같은액체에각종효소가함유되어
있기때문이다.

밤찜····

준비할 재료
밤 15개

이렇게 만드세요
❶내솥에 1.5컵의물을부어주십시오.
❷찜판을 내솥에 넣고 그 위에 밤을 올려 놓아 주십시오. 

(밤은터짐방지를위해껍질을일부벗기고찜판에놓아
주십시오.)

❸ 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30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❹요리가완성되면밤이뜨거우므로주의하십시오.

감자····

준비할 재료
감자(200g 이하) 3개

감자보관법
감자는 여름철의 경우 상온에 두면 금방 싹이 돋아나므로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지만 양이 많을 경우에는 봉투에
감자를 넣고 입구를 벌린 채로 골판지 상자에 보관합니다.
이때 사과 1, 2개를 함께 넣어 두면 효소의 작용으로 싹이
잘나지않는다고합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❶내솥에 1.5컵의물을부어주십시오.
❷찜판을내솥에넣고그위에감자를올려놓아주십시오.
❸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4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❹요리가완성되면감자가뜨거우므로주의하십시오.

만능찜

만두찜····

준비할 재료
만두 15개

이렇게 만드세요
❶내솥에 1.5컵의물을부어주십시오.
❷ 찜판을내솥에넣고그위에만두를고르게올려주십시오.
❸ 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2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가지찜····

준비할 재료
가지 2개
양념장 : 진간장 1큰술, 붉은고추 1/2개, 풋고추 1/2개,

고춧가루 1/4큰술, 식초 1/2큰술, 깨소금약간,
파 1/4뿌리, 마늘 2쪽, 설탕 1작은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가지는 4cm 길이로 토막낸 후 세워서 십자로 칼집을 넣어

주십시오.
❷붉은고추, 풋고추는 잘게 썰고 파, 마늘은 다져 진간장, 

깨소금 고춧가루, 설탕, 식초를 넣어서 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❸내솥에 2컵의 물을 붓고 찜판을 넣은 뒤 그 위에 썰어
놓은가지를고르게올려놓아주십시오.

❹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30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❺요리가 완성되면 가지 위에 준비해둔 소를 고르게 얹어
주십시오.

호박찜····

준비할 재료
호박 1개
양념장 : 진간장 1큰술, 다진파 1작은술, 참기름 1/4큰술,

고춧가루 1/4큰술, 실고추약간, 설탕 1/2작은술,
다진마늘 1작은술, 깨소금 1/4큰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호박은얇게통썰기를해주십시오.
❷다진파, 다진마늘, 진간장, 실고추,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 설탕을섞어양념장을만들어주십시오.
❸내솥에 2컵의 물을 붓고 찜판을 넣은 뒤 그 위에 썰어

놓은호박을올리고❷의양념장을골고루뿌려주십시오.
❹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30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요리안내

80

만능찜

계란찜····

준비할 재료
계란 2개, 물 또는다시물 1컵, 새우젓 1작은술, 소금 약간,
당근 10g, 파 푸른부분 10g

이렇게 만드세요
❶그릇에계란과물또는다시물을넣고풀어주십시오.
❷당근과 파의 푸른 부분은 잘게 다져서 ❶과 같이 섞어

주십시오.
❸새우젓은 다져서 물을 약간 섞어 국물을 만들어 ❷에

섞고소금으로간을해주십시오.
❹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떡그라탕····

준비할 재료
떡국떡 50g, 삶은 계란 1개, 고구마 1개, 피자치즈 40g,
슬라이스치즈 1장, 올리브유약간, 화이트소스 1/2컵,
파슬리가루약간
*화이트소스 : 가루, 버터 10g씩우유100g, 소금, 백후추

약간씩(버터를녹힌후 가루를넣어
볶다가우유를넣고걸쭉하게끓인후소금,
백후추로간한다.)

이렇게 만드세요
❶고구마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모양을 살려 동그랗게

잘라주십시오.
❷삶은 계란은 커터기로 잘라 준비하고, 떡국떡은 미지근

한물에담궈두십시오.
❸내솥에 올리브유를 골고루 바른 후 고구마, 달걀, 떡국

떡을골고루겹겹히쌓아주십시오.
❹❸에 화이트 소스를 뿌려 주신 후 피자치즈를 골고루

올리고 그 위에 슬라이스 치즈를 8등분으로 잘라 올린
뒤파슬리가루를뿌려주십시오.

❺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메뉴를 선택
한 후 만능찜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
백미쾌속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새우케찹볶음····

준비할 재료
중하 10마리, 대파 1/4대, 양파 20g, 당근 20g
*케찹소스 : 케찹 3큰술, 설탕 1큰술, 전분가루 1큰술,

물 1큰술, 소금, 간장, 후춧가루약간씩

이렇게 만드세요
❶새우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꼬리쪽 한마디와 꼬리만
남기고, 껍질을 벗긴 후 소금물에 살짝 헹궈 준비해
주십시오.

❷대파는어슷썰고, 양파는새우크기보다작게잘라준비
해주십시오.

❸내솥에 새우, 대파, 양파를 넣고 케찹소스를 넣고 섞어
주십시오.

❹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
한 후 만능찜 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
백미쾌속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❺ 만능찜이완료되면골고루섞어주십시오.

만능찜

밥피자····

준비할 재료
*도우재료 : 밥 100g
*토핑재료 : 슬라이스햄2장, 양송이버섯2개, 캔옥수수2큰술,

크래미1개, 피자치즈40g, 피자소스4큰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양송이버섯은껍질을제거한후모양을살려썰어두고,

크래미는길이대로찢어준비해두십시오.
❷슬라이스햄은네모모양으로잘라두고, 캔옥수수는물기를

제거하여주십시오.
❸밥은내솥바닥에편편하게깔아주십시오.
❹밥위에피자소스를숟가락으로편편하게발라주고, 그

위에손질한재료를골고루얹어주십시오.
❺❹에 피자치즈를 올린 후 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메뉴를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20분으
로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떡볶이····

준비할 재료
가래떡(말랑한것) 200g, 어묵2장, 양파1/4개, 대파1/4개,
당근 40g
*양념장 : 고추장2큰술, 물엿, 설탕 1큰술씩, 깨소금,

간장 1작은술씩, 멸치다시물1/3컵

이렇게 만드세요
❶가래떡은흐르는물에씻어먹기좋은크기로잘라주십시오.
❷어묵은4등분하고, 당근, 양파는채썰고, 대파는어슷썰어

주십시오.
❸분량의양념을넣고양념장을따로만들어두십시오.
❹내솥에손질한재료로양념장을넣고, 잘섞어주십시오.
❺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버터초콜릿케익····

준비할 재료
버터 120g, 설탕 60g, 계란 2개, 핫케이크가루 70g, 
초콜릿 50g

이렇게 만드세요
❶버터를실온에두어말랑해지면둥근그릇에담고설탕과

섞어두십시오. 
❷ ❶에계란을넣고거품기로부드러워지도록섞어주십시오.
❸❷에핫케이크가루를넣고주걱으로섞어주십시오.
❹❸에초콜릿을넣고섞은후내솥에녹인버터를바른후

반죽을넣고편편하게해주십시오.
❺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메뉴를 선택한

후만능찜시간을40분으로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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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찜

약밥····

준비할 재료
찹쌀 3컵, 건포도 60g, 밤 15개, 대추 10개, 잣 1큰술, 흑설탕 100g, 진간장 1큰술,
참기름 3큰술, 소금 약간, 계핏가루 1/2작은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찹쌀을깨끗이씻어서 1시간이상충분히물에불려두십시오.
❷밤과대추는적당한크기로잘라서준비해두십시오.

(단, 밤과 대추는껍질과씨를제거해주십시오.)
❸ 미리불려놓은찹쌀에흑설탕, 진간장, 참기름, 계핏가루, 소금약간을넣은후골고루섞어

주십시오.
❹❸과 모든 재료를 내솥에 넣고 백미 물눈금 4까지 물은 부은 후 한번 더 골고루 섞어

주십시오.
❺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35분으로

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시루떡····

준비할 재료
멥쌀가루 2.5컵, 팥 2컵, 소금 1/2큰술, 설탕 2.5큰술, 물 1.5큰술

이렇게 만드세요
❶멥쌀가루2.5컵에물 1.5큰술을넣고잘버무려서체에한번내려준다음설탕(1.5큰술)을섞어

주십시오.
❷팥은물기없이삶아서대강찧으면서위의소금(1/2큰술)과설탕(1큰술)을넣어주십시오.
❸내솥에 물 1.5컵을 붓고 찜판을 넣은 후 적당한 크기의 천이나, 한지를 오려서 깔아
주십시오.

❹팥고물 1/2컵을 깔고 멥쌀가루를 편편하게 얹고 다시 팥고물 1/2컵을 넣어 층을 만들어
주십시오.

❺뚜껑을 잠그고 메뉴 버튼을 눌러「만능찜」을 선택한 후 만능찜 시간을 45분으로
설정한 뒤 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만능찜

옥수수····

준비할 재료
옥수수 2개

이렇게 만드세요
❶내솥에 1.5컵의 물을부어주십시오.
❷ 찜판을내솥에넣고그위에옥수수를올려놓아주십시오.
❸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만능찜」을선택한후만능찜시간을40분으로설정한뒤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❹ 요리가완성되면옥수수가뜨거우므로주의하십시오.

생크림케익····

준비할 재료
가루(박력분) 1/2컵, 계란 2개, 버터 1/2큰술, 우유 1/2큰술, 바닐라향약간, 설탕 1/2컵,

소금 약간
휘핑크림 : 생크림 100cc, 설탕 1/4컵
과일 : 체리 1개, 딸기 3개, 감통조림 1/4통, 키위 1개
※ 1컵은계량컵 1컵 기준입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❶ 가루에소금을넣고체에내려주십시오.
❷ 계란흰자와노른자를분리해두십시오.
❸흰자를그릇에넣고일정한방향으로저어거품을내다가커다란거품이일면설탕을

여러번나누어넣고, 그릇을뒤집었을때흘러내리지않을정도까지거품을저어주십시오.
❹❸에노른자를조금씩넣으면서계속젓고바닐라향을조금넣어주십시오.
❺ ❹가크림상태가되면 가루를넣고날 가루가보이지않게살살섞어주십시오.
❻ 우유와중탕한버터를섞어두십시오.
❼ 내솥의밑면, 옆면에버터를얇게바른후케익반죽을내솥에부어주십시오.
❽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만능찜」을선택한후만능찜시간을 40분으로설정한뒤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❾ 취사가완료되면카스텔라를식혀주십시오.
❿그릇에 휘핑크림을 붓고, 되다고 여겨지도록 충분히 거품을 낸 뒤에 슈가파우더를 넣어

주십시오. (슈가파우더는설탕을컷트기에넣어서갈아주시면됩니다.)
식힌 카스텔라에생크림을고르게펴발라주십시오.
준비된여러가지과일로장식해주십시오.



Cooking Guide로
즐거운요리를만들어보세요
주방문화를선도하는쿠쿠는보다맛있는요리로사랑하는가족의행복을
한단계업그레이드시켜행복한주방과웃음소리가귓가에그득한식탁을만들어드리겠습니다.

e  n  j  o  y  c  o  o  k  i  n  g

만능찜요리별시간표
요리종류 요리시간 요리종류 요리시간

단호박스프 꽃 게 찜

밥두부야채찜 생 선 찜

고구마사과죽 갑오징어조림

새우케찹볶음 호 박 찜

참치야채무른밥 대 합 찜

만 두 찜 닭찜/ 갈비찜

떡 볶 이 스테이크

삶은계란 고 구 마

계 란 찜 약 밥

떡그라탕 옥 수 수

밥 피 자 수 육

야채쌀미음 오향장육

두 부 찜 생크림케익

잡 채 버터초콜릿케익

밤 찜 시 루 떡

가 지 찜 감 자

요리종류 메뉴선택 요 리 방 법

흰 죽

팥 죽

닭 죽

잣 죽 양죽

전 복 죽

새 우 죽

굴 죽

갈 비 찜

만능찜

닭 찜

고 구 마 만능찜

※ 요리설명은 쿠쿠홈페이지 (www.cuckoo.co.kr)를 참조하세요.

1. 내솥에준비된재료를넣고용량에따라물을적당한
양죽물눈금까지부어주십시오. 

1인분 : 양죽 눈금 1, 1.5인분 : 양죽 눈금 1.5 
(※참고사항 : 양죽취사시의최대용량은 1.5인분입니다.)

2. 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 양죽」으로선택한후
압력취사/백미쾌속버튼을눌러주십시오.

1. 내솥에준비된재료를넣어주십시오.

2. 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만능찜」을선택한후
만능찜시간을 35분으로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1. 내솥에물을계량컵으로 1.5컵 정도부어주십시오.

2. 찜판을내솥에넣고준비한재료를찜판위에올려놓아
주십시오.

3. 뚜껑을잠그고메뉴버튼을눌러「만능찜」을선택한후
만능찜시간을 35분으로설정한뒤압력취사/백미쾌속
버튼을눌러주십시오.

요리 선택표

10분

30분

35분

40분

45분

15분

20분

25분

30분

요

리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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