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 the appliance itself is 
damaged.

•	 If the mains cord is 
damaged, you must have it 
replaced by Philips, a service 
center authorised by Philips 
or	similarly	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avoid a hazard.

•	This appliance is intended 
for household use only. If the 
appliance is used improperly 
or for professional or semi-
professional purposes or 
if it is not us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the 
user manual, the guarantee 
becomes invalid and Philips 
refuses any liability for 
damage caused.

•	This appliance can be 
used by children aged 
from 8 years and above 
and persons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f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in a safe way and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	Cleaning and user 
maintenance shall not be 
made by children unless 
they are older than 8 and 
supervised.

•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appliance.

•	Keep the appliance and 
its cord out of reach of 
children less than 8 years. 
Do not let the mains cord 
hang over the edge of the 
table or worktop on which 
the appliance stands.

•	The appliance is not 
intended to be operated 
by means of an external 
timer or a separate remote-
control system.

•	The temperature of 
accessible surfaces may be 
high when the appliance 
operates.

English
Important
Read	this	safety	leaflet	carefully	before	you	use	the	appliance	and	
save it for future reference.

Danger
•	Never immerse the 
appliance in water or rinse it 
under the tap.

Warning
•	WARNING: if the surface of 
the cooking plate is cracked, 
switch off the appliance and 
do not use it anymore to 
prevent the risk of electric 
shock,	short	circuiting	or	fire.

•	Check if the voltage 
indicated on the appliance 
corresponds to the local 
mains voltage before you 
connect the appliance.

•	Only connect the appliance 
to an earthed wall socket. 
Always make sure the plug 
is	inserted	firmly	into	the	
socket.

•	Do not use the appliance 
if the plug, the mains cord 

•	Make sure the cooking plate 
is clean and dry before you 
switch on the appliance.

•	Do not cover the air outlets 
while the induction cooker 
is operating.

•	Do not plug in the appliance 
or operate the control 
panel with wet hands.

•	Do not touch the cooking 
plate after cooking, as 
it retains heat from the 
cookware.

•	Metallic objects such as 
knives, forks, spoons and lids 
should not be placed on the 
induction cooker since they 
can get hot.

•	Do not insert external 
objects such as iron wires 
and bolts into the appliance.

•	Do not cover any part 
of the cooking plate with 
aluminum to prevent the 
risk of electric shock, short 
circuiting	or	fire.

Caution
•	Never use any accessories 
or parts from other 
manufacturers or that 
Philips	does	not	specifically	
recommend. If you use such 
accessories or parts, your 
guarantee becomes invalid.

•	Do not expose the 
induction cooker to high 
temperatures, hot gas, steam 
or damp heat. Do not place 
the induction cooker on or 
near an operating or still hot 
stove or cooker.

•	Always switch off the 
appliance before you unplug 
it.

•	Always unplug the appliance 
and let it cool down before 
you clean it.

•	This appliance is intended 
for household use only. If the 
appliance is used improperly 
or for professional or semi-
professional purposes or 
if it is not us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the 
user manual, the guarantee 
becomes invalid and Philips 
refuses any liability for 
damage caused.

•	Place the induction cooker 
on a stable, horizontal and 
level surface and make sure 
there is at least 10cm free 
space around it to prevent 
overheating.

•	Do not use the induction 
cooker on a gas cooker or 
metal plate.

•	For better ventilation, do 
not block the air inlet and 
outlets while the appliance 
is operating, e.g. do not 
operate the appliance on a 
plastic tablecloth.

•	Do not place anything 
between the cookware and 
the cooking plate.

•	Do not put heavy objects 
on the induction cooker.

•	Beware of hot steam that 
comes out of the cookware 
during cooking or when you 
remove the lid.

•	Do not lift and move the 
induction cooker while it is 
operating.

•	Never put empty cookware 
on the switched-on 
induction cooker, as this 
could cause the cookware 
to become distorted or 
the heating coil to become 
damaged.

•	Do	not	store	flammable	
materials and liquids near or 
on the induction cooker.

•	Avoid hard contact between 
the cookware or other 
objects and the cooking 
plate.

•	Always place the cookware 
on the cooking zone during 
cooking.

•	Always use cookware with 
a bottom diameter from 
10cm to 23cm during 
cooking.

Automatic shut-off
The appliance is equipped with automatic shut-off. It switches off 
automatically in the following situations:
•	 If cookware with a bottom diameter less than 6cm, or small 

objects like knives, forks, or spoons are placed on the plate 
during cooking.

•	 If the voltage is lower than 120V or higher than 280V.
•	 If no cookware is put on the cooking zone for more than 1 

minute when the induction cooker is working.
•	 If the cookware has been boiling dry for 3 minutes.
•	 If the induction cooker has been idle for 2 hours.
•	 If the temperature of the central plate is higher than 300°C, or 

if the internal temperature of the induction cooker is too high.

Electromagnetic fields (EMF)
This Philips appliance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standards and 
regulations	regarding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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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주의 사항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안전 책자를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위험
•	제품을 물에 담그거나 
헹구지 마십시오.
경고

•	경고: 조리 열판에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감전, 단락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전원을 
끄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전압과 사용 지역의 
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제품은 반드시 접지된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꽂혔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	만약 플러그나 전원 코드 
또는 제품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안전을 위해 필립스 공인 
서비스 센터 또는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교체하십시오.

•	본 제품은 가정용입니다.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장 또는 
준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필립스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세 이상의 아이들과 
신체적인 감각 및 
정식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성인이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8세 이하 및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어린이가 
제품을 청소 및 관리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제품 및 코드를 8세 이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이 올려져 있는 
식탁이나 조리대의 
가장자리로 전원 코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	본 제품은 외부 
타이머나 별도의 리모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제품이 작동하는 동안 
손이 닿는 표면의 온도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켜기 전에는 
조리 열판이 깨끗하고 
건조한지 확인하십시오.

•	전기 레인지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공기 배출구를 
막지 마십시오.

•	손이 젖은 상태에서 
제품의 콘센트를 꽂거나 
제어판을 만지지 
마십시오.

•	조리 용기의 열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조리 후에는 조리 열판을 
만지지 마십시오.

•	나이프, 포크, 스푼, 뚜껑과 
같은 금속성 물체는 
뜨거워질 수 있으니 전기 
레인지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	제품 안에 철선, 볼트와 
같은 외부 물체를 넣지 
마십시오.

•	감전, 단락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조리 
열판의 어떤 부분도 
알루미늄으로 덮지 
마십시오.

주의

•	다른 제조업체에서 
만들었거나 필립스에서 
권장하지 않은 제품 
액세서리 또는 부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액세서리나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품질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	전기 레인지를 고온, 
뜨거운 가스, 스팀 혹은 
수증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작동 중이거나 
뜨거운 상태의 전기 또는 
가스 레인지에 전기 
레인지를 가까이 놓거나 
그 위에 놓지 마십시오.

•	항상 제품의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으십시오.

•	제품을 세척하기 전에 
항상 플러그를 뽑고 
열기를 식히십시오.

•	본 제품은 가정용입니다.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사업장 또는 
준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필립스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전기 레인지를 안전하고 
평평한 장소에 두고, 
과열되지 않도록 제품 
주위에 최소 10cm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	전기 레인지를 가스 
레인지 또는 금속 
용기 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작동하는 동안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 
막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제품을 플라스틱 
식탁보 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조리 용기와 조리 열판 
사이에는 아무 것도 놓지 
마십시오.

•	전기 레인지 위에 무거운 
물체를 놓지 마십시오.

•	조리 중 또는 뚜껑을 여는 
경우 용기에서 나오는 
증기는 매우 뜨거우므로 
주의하십시오.

•	작동 중에는 전기 
레인지를 들거나 옮기지 
마십시오.

•	용기가 변형되거나 
코일이 가열되어 손상될 
수 있으니 전원이 켜져 
있는 전기 레인지 위에는 
절대로 비어 있는 용기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	가연성 물질 및 용액을 
전기 레인지 주변 또는 
위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조리 열판이 조리 용기 
또는 다른 물체에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조리 중에는 용기를 항상 
알맞은 조리 위치에 
놓으십시오.

•	조리 중에는 바닥의 
지름이 10cm~23cm인 
용기만 사용하십시오.

자동 전원 차단

본 제품에는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	바닥의 지름이 6cm 미만인 용기를 사용하거나 조리 중 

나이프, 포크, 스푼 등을 열판 위에 올려 놓은 경우

•	전압이 120V보다 낮거나 280V보다 높은 경우

•	전기 레인지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조리 위치에 용기를 1
분 이상 올려놓지 않은 경우

•	용기가 비어 있는 상태로 3분 이상 가열된 경우

•	전기 레인지를 2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열판 중앙의 온도가 300°C 이상이거나 전기 레인지의 
내부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EMF(전자기장)
이 필립스 제품은 EMF(전자기장)와 관련된 모든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