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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hen Electric Rice Cooker User Manual
■ Read this manual carefully before using your Cuchen electric rice cooker.
■ Once you’ve read this manual, keep it at a place where it would be available to anyone.

With Cuchen, quality is always priority numbe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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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s

Product Name WM-MG04 Series (4-serving electric rice cooker)

Rated Voltage & Frequency AC 120 V, 60 Hz

Rated Power 
Consumption

Cooking Mode 400 W

Warming 
Mode 60 W

Number of Servings 0.72 L (4 cup)

Dimensions

Width 237 mm

Length 238 mm

Height 217 mm

※ These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minor change for product performance enhancement purposes.

Thank you for purchasing a Cuchen electric rice cooker.  To ensure proper use and maintenance of 

the product, please read this manual carefully. Also, refer to this document if you experience issues or 

problems while using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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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SAFEGUARDS
When using electrical appliances, basic safety precautions should always be followed 
including the following:

1. Read all instructions

2. Do not touch hot surfaces. Use handles or knobs.

3. To protect against electrical shock do not immerse cord, plugs, or (state specific 
part or parts in question) in water or other liquid.

4. Close supervision is necessary when any appliance is used by or near children.

5. Unplug from outlet when not in use and before cleaning. Allow to cool before 
putting on or taking off parts.

6. Do not operate any appliance with a damaged cord or plug or after the appliance 
malfunctions or has been damaged in any manner. Return appliance to the 
nearest authorized service facility for examination, repair, or adjustment.

7. The use of accessory attachments not recommended by the appliance 
manufacturer may cause injuries.

8. Do not use outdoors (this item may be omitted if the product is specifically 
intended for outdoor use).

9. Do not let cord hang over edge of table or counter, or touch hot surfaces.

10. Do not place on or near a hot gas or electric burner, or in a heated oven.

11. Extreme caution must be used when moving an appliance containing hot oil or 
other hot liquids.

12. Always attach plug to appliance first, then plug cord into the wall outlet.  
To disconnect, turn any control to "off", then remove plug from wall outlet.

13. Do not use appliance for other than intended use.

14. Household use only

15. Caution: To reduce the risk of electric shock, cook only in removable container.

16. Any other servicing should be performed by an authorized servic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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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SE INSTRUCTIONS

SHORT CORD INSTRUCTIONS
1. A short power-supply cord (or detachable power-supply cord) should be used 

to reduce the risk resulting from becoming entangled in or tripping over a longer 
cord.

2. Longer detachable power-supply cords or extension cords are available and may 
be used if care is exercised in their use.

3. If a longer detachable power-supply cord or extension cord is used:
a. The marked electrical rating of the cord set or extension cord should be at 

least as great as the electrical rating of the appliance; and
b. The cord should be arranged so that it will not drape over the countertop or 

tabletop where it can be pulled on by children or tripped over unintentionally.

4. If the appliance is of the grounded type, the extension cord should be a 
grounding-type 3-wire cord.

POLARIZED PLUG

This appliance has a polarized plug (one blade is wider than the other).

As a safety feature, this plug will fit in a polarized outlet only one way.

If the plug does not fit fully in the outlet, reverse the plug. If it still does not fit, 
contact a qualified electrician. Do not attempt to defeat this safety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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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recautions

※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section serves to protect the user’s safety and prevent damage to property.
※ Carefully read and follow all safety precautions.

 Danger Risk of severe injury or even death is assumed if the instructions are not followed.
 Warning Risk of serious injury or property damage is assumed if the instructions are not followed.
 Caution Risk of minor injury or property damage is assumed if the instructions are not followed.

Power

Danger

This product is dedicated to AC 120V. Use 
this product only for grounded outlets 
dedicated to 120V at rated 7A or higher.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Do not plug in if the power plug is damaged 
or the power outlet is loose.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Do not touch the power plug with a wet 
hand.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Do not pull on the power cord to unplug.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Do not move the product by pulling on the 
power cord.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Keep the power plug clean of debris.

Fire may occur.

Before Getting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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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Danger

If water has come in contact the product’s 
power components, unplug the product and 
dry it completely before using it again.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Do not excessively bend the power cord or 
place heavy objects on top of it. Be careful 
not to damage or deform the cord.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Unplug the product if not intending to use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Do not splice or modify the power cord or 
plug.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Do not plug in and pull out the power cord 
repeatedly.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If the power cord or plug becomes damaged, 
contact the manufacturer or your nearest 
service center (qualified technicians) and 
have it repaired or replaced.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Safety Preca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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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Getting Started

Installation

Danger

If placing the product on top of a cabinet or 
a shelf, ensure that the power cord is not 
caught anywhere.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Unplug the product first before having it 
repaired, inspected, or its parts replaced.

An electric shock may occur.

Do not plug into an outlet that is powering 
multiple products. Use a dedicated outlet.

Overheating, ignition,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Danger

Avoid exposure to direct sunlight and heat-
radiating appliances.

Fire may occur.

Do not use or store combustible gases or 
inflammable materials in the product’s 
vicinity.

Fire may occur.

Do not install the product in a place with a large 
amount of dust and moisture or where water 
(rainwater) splashes.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In addition, product 
performance may be degraded.  

※ If water has gone inside the product, contact the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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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Use

Installation

Caution

Install the product on an even surface and 
protect the product from excessive force and 
impact.

Bodily injury and product 
damage may occur.

Do not drop or give shock to the product or 
the inner pot.

Bodily injury and 
product damage may 
occur.

Danger

Do not clog the product’s steam vent or 
other openings with debris. If clogged, 
unplug the power cord and contact the 
service center.

An electric shock, fire, and bodily harm may occur.

If the product makes a strange noise or you 
notice a burning smell or smoke coming 
from the product, unplug the power cord and 
contact the service center right away.

Fire may occur.

Do not use this product with aluminum foil or 
other metallic materials attached to the outer 
surface of the inner pot.

An electric shock, fire, and product damage may occur.

Do not allow children to operate the product 
unsupervised, or keep the product out of 
children’s reach.

An electric shock, burn, and bodily harm may occur.

Safety Preca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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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Use

Danger

Do not disassemble, repair, or modify the 
product on your own.

An electric shock and product damage may occur.

Do not place a stainless steel plate, a 
planch, a cushion, an electric blanket, a steel 
plate, tinfoil, a copper pipe, or a platter made 
of steel or aluminum under this product.

Fire or product malfunction may occur.

Unplug the power cord before cleaning. Do 
not spray water directly on the product and 
do not use benzene or thinner to clean.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Warning

Do not open the lid while cooking is in 
progress.

Bodily harm including getting burned may occur.

Do not go near the steam ventilated from the 
product during cooking.

Bodily harm may occur.
※ Do not allow children near the cooker during those 

times.

Before Getting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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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Use

Warning

Do not touch the heating plate, inner pot, or 
inside wall of the product immediately after 
using a cooking or warming feature.

Bodily harm including getting burned may occur.

Do not use without the inner pot inside the 
rice cooker.
An electric shock, fire, or product malfunction may 
occur.

※ If you’ve added rice and water inside the rice cooker 
without the inner pot, have the unit inspected at your 
nearest service center right away.

Do not use a deformed or undedicated inner 
pot.

Fire or product malfunction may occur.

Do not unplug the cooker or press Cook 
button while cooking is in progress.

Product malfunction may occur.

Do not use the inner pot for purposes other 
than as intended, such as placing it over 
flame from the gas range.
Product malfunction may occur.

Do not use a cooking or warming feature 
with a decorative cover or a dish towel 
placed on top of the rice cooker.
Can lower the product’s performance and cause it to 
malfunction.

Defective 
Inner Pot

Use good 
quality 

products.

Do not use for 
the wrong 
purposes.

Safety Preca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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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Use

Caution

Do not overfill the inner pot. And do not use 
this product for purposes other than 
cooking, warming, or those intended.

Product malfunction may occur.

Do not place the inner pot inside the cooker 
if there are grains of rice or other foreign 
substances stuck on the outer surface of the 
pot.
Product malfunction such as overheating of the heater 
plate may occur.

Firmly close the lid before cooking or 
warming.

Product performance may be degraded.

Remove the collected water from inside the 
cooker after each use.

Failure to do so may cause the product to deform, to 
develop a foul odor, or to perform poorly.

Ensure that the area above the cooker is 
clear of objects such as a rice cabinet or a 
shelf.
Steam discharged from 
the cooker may cause 
damage to the cabinet 
or shelf.

Remove the collected water from the water 
collector after each use.

Failure to do so may cause the product to deform, to 
develop a foul odor or to malfunction.

Before Getting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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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and Features

Press Button

Lid

Water Collector
Cook Symbol

Cook Button

Warm Symbol

Power Cord

Lid Packing

Heating 
Plate

Automatic 
Temperature 

Switch (Monitor 
the temperature 

inside the 
cooker and turn 

on the switch.)

Front and Inside

Accessories

Casing (Protective Case)

Power Cord

User Manual Rice Scoop Measuring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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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InstructionsSuggestions

● If the Cooked Rice Smells

Not cleaning the inner pot and other cooker parts allows 
bacteria to spread and cause the rice to develop an odor.  In 
this case, fill the inner pot with a mixture of water and vinegar, 
disinfect the pot by pressing the Cook button, and then 
thoroughly wash the pot.  (Ratio of Mixture:  Two servings of 
water at the plain scale and one tablespoon of vinegar)

● Getting Rid of the Odor when Cooking Old Rice

After being cooked, old rice tends to develop an unpleasant smell that only gets worse when kept warm.  On the 
evening before cooking the rice, soak the uncooked rice in water and add a drop of vinegar. Rinse the rice clean 
and then rinse it once more using lukewarm water right before cooking to prevent the rice from smelling.

● Tasty rice starts from controlling the amount of water used!

Kind of Rice Old Rice Fresh Rice Soaked Rice Hard-Boiled Rice Fluffy Rice

Water Level
Slightly above 

the scale
Slightly below 

the scale
Slightly below 

the scale
Slightly below the 

scale
Slightly above 

the scale

● Storing Rice (determines the flavor of rice)

※ Old or dried-out rice may develop poor texture or even end up undercooked. Also, they are prone to develop 
an odor when kept warm.

1 Storing Rice

Good Bad

Storage Place - Cool and dry place
- Low Humidity and Good Ventilation

- Hot place near a boiler pipe, etc.
- Place exposed to direct sunlight
- Underneath a Sink

Rice Quantity 
Duration of 

Storage

It is recommended that rice should be purchased in small quantities between 5kg and 
10kg and should be consumed within two weeks of breaking the packaging seal.

2 To prevent bugs from mixing in with the rice, add cloves of 
garlic in the rice container.

※ Freshly polished rice can quickly become dry unless stored 
properly.

Washing after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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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d water to a scale depending on the number of 
servings. Example) Cooking Rice for 4 Servings
● Wash 4 cups of rice and insert it into the inner pot. Fill the pot with 

water to the 4-serving level of rice scale.

※ Place the pot on an even surface and add water.

3 Place the inner pot inside the cooker and close the lid 
until it clicks shut.

● Ensure that the outer surface of the inner pot is dry before placing it 
inside the cooker.

● Check the automatic temperature switch and the heating plate, and 
remove all debris and buildup.

● Make sure the inner lid are attached.  Attach the lid as shown in the 
figure.

4 Plug in the cooker, and press the Cook button 
downwards.

● Press the Cook button downwards, and make sure Cook symbol is 
shown on the display when you hear a click.

1 Use the measuring cup to accurately measure the amount 
of rice depending on the number of servings. Then, wash 
it.

● One measuring cup is for one serving.

Cooking

The Cook button is not pressed if the inner pot is not inside the cooker.
Tips

Plain Rice 
Scale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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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Instructions

Using the Water Collector

5 Once cooking is completed, the cooker will automatically enter keeping warm mode.

● After cooking steam the rice for about 15 minutes, open the lid and thoroughly mix and fluff the rice.

※ Though warm symbols are lit, steam the rice for 15 minutes.

6 Warming Time (within 12 hours)

● During warming, avoid adding cold rice into a pot containing rice that has not been served yet.

※ Keeping rice warm in excess of 12 hours can leave the rice tasting flavorless and/or cause the rice to   
 discolor or smell.

※ Gather the rice so that the rice may not come in contact with the inner lid.

Do not open the lid before cooking is completed.  Mix the rice within 30 minutes after the rice 
is cooked.  Otherwise, rice has lumps in it and the rice at the bottom of the pot slightly is 
turned to brown in color.

Tips

※ For the following, do not use a warming feature.

● If keeping small amounts of rice warm → 
discoloring, drying out

● If keeping the rice warm for more than 12 hours 
→ discoloring, unpleasant smell

● If leaving the rice scoop inside the cooker while 
the rice is kept warm → unpleasant smell

● If mixing cold rice with rice that is being kept 
warm. → discoloring, unpleasant smell

Tips

After pressing the bottom of water collector, hold the side of the collector 
and pull it out to detach water collector from the cooker.  After removing 
the collected ricewater and wash it, insert the both grooves of the water 
collector down from the top so that the grooves can be fitted in the 
bumps of the cooker. Push the top of the water collector and assemble 
it.

LJ-MG04 Series_eng.indd   15 2013-01-28   �� 10:24:23



16

●	Coating of inner pot

- Use the plastic or wooden rice scoops when transferring the rice because the inner pot 
is coated in PTFE.

- The change of color during using the pot is caused by water or steam. This does not 
have an effect on hygiene and usage of the cooker, so you can use it safely.

Tips

Care and Maintenance

Cleaning

 Unplug the power cord before cleaning. Do not spray water directly on the product and do not 
use benzene or thinner to clean.
 Failure to keep the cooker clean is one of the causes of rice taking on a smell while being kept 
warm.

● Main Unit, Casing (Protective Case), Lid, 
Lid Packing

Take a dish towel, soaked in water and wipe off the 
dirt.

● Inner Lid

Do not detach the center packing and 
soak in warm water. Wipe it off with a 
sponge and remove excess moisture with 
a dry kitchen towel.

● Water Collector, Rice Scoop

Detach them from the main unit and clean with a sponge. Dry them 
completely and wipe with a dry kitchen towel.

● Heating Plate, Automatic Temperature Switch

Always keep heating plate and automatic temperature switch clean to get rid of 
debris and buildup. If there is a debris on them, wipe with a sandpaper/No. 320 
being sold in the market.

● Lid Packing

When cleaning the lid packing, it can be inserted between the lid and the body of 
the cooker.
Pull the inserted part and fit it into the proper location.  
※ This may degrade the cooker’s performance.

● Inner Pot

Do not detach the center packing and soak in warm 
water. Wipe it off with a sponge and remove excess 
moisture with a dry kitchen tow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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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A fully functional cooker may appear to be malfunctioning if you are not familiar with the cooker’s use or due to easily 
correctable causes.  If you are experiencing a problem with the product’s use, troubleshoot by referencing the 
information below. It might be possible to resolve the issue without having to contact the service center.  If the 
problem persists after troubleshooting, please contact the service center.

Check the information below before contacting the service center:

Error Check Troubleshooting

Unable to cook. ● Did you press the Cook button when cooking 
or Was the power cord pulled out?

● Has the power gone out while cooking?

● Plug in the power cord securely. 

● If the power has gone out for an extended 
duration of time, start over again.

Water spills out of the 
cooker.

● Did you add water in excess of the standard 
when cooking rice? 

● Did you cook rice without attaching the inner 
lid?

● Add the right amount of water for the number 
of servings being cooked, and use the correct 
scale. 

● Attach the inner lid.

Condition of Rice
● Hard-boiled Rice
● Undercooked
● Fluffy Rice

● Did you add the right amount of water? 

● Is the bottom of the inner pot free of debris 
and buildup? 

● Was the deformed inner pot used? 

● Did you unplug the power cord while cooking 
was in progress or turn off the Cook button? 

● Did you open the lid right after the Cook 
symbol was turned off?

● Add the right amount of water for the number 
of servings being cooked, and use the correct 
scale.

● Remove debris from the bottom of the inner 
pot.

● Replace the damaged container. Always wash 
the rice in a separate container to prevent 
damaging the inner pot. 

● Do not touch the cooker until cooking is 
complete and the Cook symbol is 
automatically switched to the Warm symbol. 

● Always steam the rice for about 15 minutes 
after Cook symbol is turned off.

If rice is coming out brown 
in color, stuck to the inner 
pot.

● Did you wash and rinse the rice thoroughly? 
● Did you excessively press the Cook button 

though cooking is complete and the cooker 
goes into Warm mode? 

● Did you cook rice without cleaning the scorch 
mark of the inner pot? 

● Is there debris or buildup between the heating 
plate and the inner pot when cooking the 
rice?

● Always wash and rinse the rice clean. 
● Do not press the Cook button after cooking is 

complete. 

● Always keep the inner pot clean. 

● Always keep the heating plate and the inner 
pot clean to get rid of debris and buildup.

Warming cannot be 
performed.
● Rice smells sour.
● Rice discolors.

● Did you securely close the lid?
● Was the power cord pulled out while keeping 

rice warm?
● Did you leave the rice scoop inside the cooker 

while the rice is kept warm or did you add 
cold rice or other rice into a pot containing 
rice that has not been served yet.

● Did you keep small amounts of rice warm?

● Firmly close the lid.
● Keep the cooker plugged in at all times in 

while keeping rice warm. 
● Do not leave the rice scoop in the cooker or 

mix cooled-off rice or a different type of rice.

● For a small amount of rice, gather the rice into 
a small mound at the center of the pot and 
then keep warm.

Trouble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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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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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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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전기보온밥솥 사용설명서

■ 쿠첸 전기보온밥솥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사용전에 본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 읽으신 후 누구나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품질 제일주의를 실현하는 깐깐한 쿠첸 전기보온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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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제품명 WM-MG04 Series (4인용 전기밥솥)

정격전압 및 주파수 AC 120 V, 60 Hz

정격
소비전력

취사시 400 W

보온시 60 W

취사용량 0.72 L (4컵)

제품크기

폭 237 mm

길이 238 mm

높이 217 mm

※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약간의 규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쿠첸 전기보온밥솥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유지를 위해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사용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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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관련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 주의사항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위 험 지시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 고 지시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당한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 의 지시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경미한 신체 상해 또는 물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험

본 제품은 AC 120V 전용입니다. 반드시 접지가 
되어있는 정격 7A 이상의 120V 전용콘센트에 
꽂아 주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손상된 전원플러그나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코드 부분을 잡아 당겨서 뽑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이동시 전원코드를 당겨서 이동하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플러그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 
주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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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관련

위험

전원부분에 물이 들어간 경우, 전원플러그를 빼고 
완전히 건조된 다음 사용하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훼손, 변형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플러그를 빼 
주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플러그를 임의로 연결하거나 가공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플러그를 연속하여 꽂았다 빼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코드나 전원 플러그가 파손된 경우 그 
제조사나 판매점 또는 유자격 기술자 (서비스 
기사)에 의해 교환 또는 수리하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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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련

위험

쌀통 및 다용도 선반에 제품을 놓고 사용시 전원 
코드가 틈새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수리나 점검 및 부품 교환시는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빼 주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 제품을 동시에 꽂아 
사용하지 마시고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발열 및 발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직사광선이 쬐는 곳이나 열기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과 가까운 곳에서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습기, 먼지가 많은 곳, 물(빗물)이 튀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 및 제품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 서비스 센터로 꼭 문의하십시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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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중에

설치관련

사용하기 전에

주의

경사진 곳에 제품을 설치하지 마시고 제품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신체 상해 및 제품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 내솥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신체 상해 및 제품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위험

증기구나 틈 사이에 이물질을 넣지 마시고,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전원플러그를 빼고 서비스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감전, 화재, 신체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에서 이상한 소리나 타는 냄새,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플러그를 뽑은 후, 서비스 센터로 연락 
하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 등 다른 금속 물체를 내솥 외부면에 
놓은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 및 제품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이 혼자 사용하거나 어린이가 만질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감전, 화상, 신체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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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에

위험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 제품 훼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밑에 스테인레스판, 깔판, 방석, 전기장판, 
철판, 은박지, 동파이프, 철 종류 및 알루미늄 
소재의 쟁반등을 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플러그를 뺀 후, 청소하고 물을 직접 
뿌리거나 벤젠, 신나 등으로 제품을 닦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

취사 중 뚜껑을 함부로 열지 마십시오.

화상 및 신체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취사 중 증기구에 얼굴이나 손등을 가까이 대거나 
막지 마십시오.

신체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접근을 막아 주십시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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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사용하기 전에

사용중에

경고

취사가 완료된 직후나 보온 직후 열판, 내솥 및 
내부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화상 및 신체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솥없이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내솥이 없는 상태에서 쌀이나 물을 넣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센터에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내솥이 변형되었거나, 전용내솥이 아닌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취사도중 전원플러그를 뽑거나 취사버튼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내솥을 가스불 위에 올려 놓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뚜껑위에 장식용 덮개나 행주등을 올려 놓고 
취사나 보온을 하지 마십시오.

제품 성능 저하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불량 내솥
정품 사용

다른 용도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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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판

사용중에

주의

최대용량 이상으로 내용물을 넣어 사용하지 
마시고, 규정된 메뉴(취사, 보온) 이외에는 
조리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내솥을 본체에 넣을 때 내솥 바깥 면에 밥알,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넣지 마십시오.

열판 과열 등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취사나 보온시 뚜껑을 확실히 닫아 주십시오.

제품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취사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본체에 고인물을 닦아 
주십시오.

변형, 냄새 및 제품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쌀통 및 다용도 선반에 놓고 사용하실 경우는 
취사시 선반을 빼내어 사용해 주십시오.

증기 배출시 쌀통 및 선반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취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물받이에 고인물을 
제거한 후 사용해 주십시오.

변형, 냄새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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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판

속뚜껑부착축 
(알루미늄 샤프트)

내솥

11

각 부분의 이름 및 기능

누름버튼

뚜껑

물받이

취사램프

취사버튼

보온램프

전원코드

뚜껑패킹

열판

자동온도스위치 
(내솥의 온도를 

감지하여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전면/내부 이름

부속품

사용하기 전에

외피(보호통)

전원코드

사용설명서 주걱 계량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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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 밥에서 냄새가 날 때

내솥 및 부속품 등을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변질된 
밥의 박테리아가 번식하여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솥에 물과 식초 배합물을 넣고 취사버튼 을 눌러 가열하여 
소독한 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배합비율 : 백미눈금 2인분의 
물, 식초 1큰술)

● 묵은 쌀로 밥을 지었을 때 냄새를 없애려면

오래 묵은 쌀일수록 밥을 지으면 냄새가 나며, 보온시 더욱 심합니다. 이럴 때는 아침밥을 지을 쌀을 그 전날 저녁에 
미리 꺼내어 식초 한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담갔다가 씻은 후 다음날 아침밥을 지을 때 한번 더 미지근한 물로 헹군 뒤 
밥을 지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맛있는 밥은 물의 조정으로부터!

쌀의종류 묵은쌀 햅 쌀 불린쌀 된 밥 진 밥

물조절 눈금보다 많게 눈금보다 적게 눈금보다 적게 눈금보다 적게 눈금보다 많게

● 쌀 보관 방법(쌀의 보관 방법이 밥맛을 좌우합니다.)

※ 오래 보관한 쌀 또는 쌀의 수분이 줄어든 마른 쌀로 밥을 지으면, 밥이 퍼석하거나 설익고 보온시 냄새가 빨리 날 수 
있습니다.

1 쌀 보관방법

좋은 곳 피해야 할 곳

보관장소
- 온도가 낮고 서늘한 곳
-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 되는 곳

- 보일러 배관이 지나가는 뜨거운 곳
- 직사광선을 받는 곳
- 개수대(싱크대) 아래

쌀 구입량 
보관기간

쌀은 소포장 단위(5~10 ㎏)로 구입하시는게 좋으며, 쌀 봉지를 개봉 후 2주 이내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2 쌀에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쌀통에 마늘을 넣어 둡니다.

※ 도정한 지 오래되지 않은 햅쌀이라도 보관상의 부주의로 쌀의 
수분이 줄어들면 쌀이 말라 마른쌀이 됩니다.

가열 후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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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분 수에 따라 물을 물 눈금에 맞추어 주십시오.

예) 4인분의 밥을 지을 때

● 쌀 4컵을 씻어 내솥에 넣은 다음 내솥의 물 눈금 4에 물을 맞추시면 
됩니다. 

※ 바닥이 평평한 곳에 내솥을 올려 놓고 물의 양을 조절하십시오.

3 내솥을 본체에 넣은 후 뚜껑을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닫아 
주십시오.

● 내솥 주위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내솥을 본체에 넣어 주십시오.

● 자동 온도 스위치와 열판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 
주십시오.

● 속뚜껑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속뚜껑은 그림과 같이 
부착하여 주십시오.

4 전원플러그를 꽂은 후 취사버튼을 아래로 눌러 주십시오.

● 취사버튼을 아래로 누른다음“딸깍”소리와 함께“취사”램프에 불이 
켜지는지 확인 하십시오.

1 계량컵으로 인분 수 만큼 정확히 담아 씻어 주십시오.

● 한컵은 1인분 입니다.

사용하기취사 방법

내솥이 본체에 들어있지 않으면 취사 버튼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백미눈금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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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받이사용방법

취사 방법

5 취사 완료 후 자동으로 보온이 됩니다.

● 취사완료 후 약 15분간 뜸을 들이고 뚜껑을 열어, 밥 전체를 골고루 뒤섞어 놓아 주십시오.

※ 보온램프가 들어오더라도 15분간은 뜸을 들여 주십시오.

6 보온(12시간 이내)

● 보온중에 찬밥을 추가로 보온하지 마십시오. 

※12시간 이상 보온시 밥의 풍미가 없어지며, 변색 또는 냄새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 밥이 속뚜껑에 닿지 않도록 밥을 가운데로 모아주십시오.

취사 완료전에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밥이 다 된 다음 30분내에 밥을 섞어 주십시오. 
오랫동안 놓아두면 밥이 뭉치고 밑부분이 옅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다음의 경우에는 보온을 하지 마십시오.

● 소량의 밥을 보온 → 변색, 마름

● 12시간 이상의 보온 → 변색, 냄새

● 주걱을 넣고 보온 → 냄새

● 찬밥을 보온중인 밥에 섞었을 때 → 변색, 냄새

알아두기

물받이 아래쪽을 누른 후 물받이 측면을 잡아 가볍게 앞으로 당기면 
빠집니다. 고인 밥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후 물받이 측면의 양쪽 홈이 
몸체의 돌기부에 끼워지도록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넣은 후 물받이 위쪽을 
눌러 조립 후 사용해 주세요.

LJ-MG04 Series.indd   14 2013-01-28   �� 10:16:38



15

●	내솥의코팅에대하여

- PTFE 코팅을 하였기 때문에 밥을 옮겨 담을 때에는 플라스틱제, 나무 등의 주걱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 사용중 색상변화가 있을시 이것은 물이나 수증기에 의해 생긴 것으로서, 사용과 
위생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알아두기

제품손질 방법 사용하기

청소 방법

전원플러그를 뺀 후, 청소하고 물을 직접 뿌리거나 벤젠, 신나 등으로 제품을 닦지 마십시오.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보온 중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 본체·외피(보호통)·뚜껑·뚜껑패킹

더운 물을 행주에 적셔 가볍게 더러움을 닦아 
주십시오.

● 속뚜껑

센터패킹을 빼지 말고 더운물에 잠시 불려, 
스폰지로 닦고 말린 행주로 물기를 
없애주십시오.

● 물받이·주걱

본체로부터 떼어내어 스폰지로 닦아 수분을 건조시킨 후 행주로 
닦아주세요.

● 열판·자동온도스위치

열판, 자동온도스위치에 이물질이 없도록 항상 깨끗이 사용하여 주시고, 오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중인 센드페이퍼/ 320번으로 가볍게 문질러 닦아 
주십시오.

● 뚜껑패킹

뚜껑패킹 청소 시 뚜껑 패킹이 뚜껑 사이에 끼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끼워진 부분을 잡아 당겨 정상적인 위치에서 사용해 주세요. 
※ 제품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내솥

더운물에 잠시 불려, 중성세제와 스폰지로 닦고 말린 
행주로 닦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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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신고 전에 확인 하십시오.

제품의 고장은 아니지만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사소한 원인으로 전기보온밥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점검하신다면 서비스 센터의 도움 없이도 간단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에 대해 점검하시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A/S를 요청하시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현 상 확인해주세요. 조치방법

이따끔 취사가 안된다. ● 취사중 취사버튼을 눌러놓지 않았거나, 

전원플러그가 빠져있지 않았나요?

● 취사중에 정전이 되지 않았나요?

● 전원플러그를 확실히 꽂아주십시오. 

● 장시간 정전시에는 다시 취사를 하십시오.

밥물이 넘친다. ● 밥을 지을 때 기준 수위이상 물을 넣지 

않았나요? 

● 속뚜껑을 부착하지 않고 밥을 짓지 

않았나요?

● 쌀의 양에 따라 측정 눈금에 맞게 수위조절을 

하여 주십시오. 

● 속뚜껑을 부착시켜 주십시오.

밥의 상태

● 된밥 

● 설익음

● 진밥

● 밥물 조절은 제대로 되었나요? 

● 내솥바닥에 이물질이 붙어 있지 않은가요? 

● 변형된 내솥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 밥 짓는 도중 전원이 끊어 졌거나 취사 

버튼을 끄지 않았나요? 

● 취사램프가 꺼진 후 즉시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까?

● 쌀의 양에 따라 측정 눈금에 맞게 수위조절을 

하여 주십시오.

● 이물질을 제거해 주십시오.

● 변형된 용기를 교환하십시오. 항상 별도의 

다른 용기에 쌀을 씻어 내솥의 변형을 

방지하십시오. 

● 밥이 다 되어 자동적으로 취사 램프가 

보온램프로 전환 될때 까지는 손대지 

마십시오. 

● 취사램프가 꺼진 후 반드시 약 15분간 뜸을 

들여 주십시오.

밥의 밑면에 황갈색 으로 

눌러 붙어 있을 경우

● 쌀은 충분히 씻었나요? 

● 밥이 다 되어 보온상태로 넘어 갔는데도 

무리하게 취사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나요? 

● 내솥 바닥의 눌은 자국을 씻지 않고 그대로 

다시 밥을 짓지는 않았나요? 

● 밥을 지을 때 열판과 내솥 사이에 이물질이 

끼이지는 않았나요?

● 쌀을 항상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 밥이 다 된 후에는 절대로 취사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 내솥은 항상 깨끗이 사용하십시오. 

● 열판 또는 내솥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사용하십시오.

보온이 되지 않음

● 쉰냄새가 난다

● 변색이 된다

● 뚜껑을 확실히 닫았나요?

● 보온중에 전원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빠져 

있지 않았나요?

● 주걱을 넣고 보온하거나 찬밥, 다른 밥등을 

추가로 보온하지 않았나요?

● 보온시킨 밥의 양이 너무 적지는 않았나요?

● 뚜껑을 확실히 닫아 주십시오.

● 보온중에는 항상 전원플러그를 꽂아 

두십시오. 

● 주걱이나 찬밥 또는 다른 종류의 밥은 넣지 

마십시오.

● 보온양이 적을 때는 내솥중앙에 오목히 

모아서 보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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