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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introduc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urchase and welcome to Philips!  
To fully benefit from the support that Philips offers,  
register your product at www.philips.com/welcome. 

general description (Fig. 1)
1 Lid grip 
2 Lid of grilling tray
3 Grilling tray
4 Fixation points
5 Drainage groove
6 Reversible grilling plate
7 Cord clip
8 Mains cord and plug
9 Plate fixation points
10 Heating element
11 Appliance
12 Grease tray
13 Temperature control
14 Indication light

important
Read this user manual carefully before you use the appliance and save it for 
future reference.

Danger
 - Do not immerse the appliance or the mains cord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Warning
 - Check if the voltage indicated on the appliance corresponds to the local 

mains voltage before you connect the appliance.
 - If the mains cord is damaged, you must have it replaced by Philips, a 

service centre authorised by Philips or similarly 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avoid a hazard.

 -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use by persons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unless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 Keep the appliance and its cord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when the 
appliance is switched on or is cooling down.

 - Keep the mains cord away from hot surfaces. 
 - Do not let the appliance operate unattended.

Caution
 - Only connect the appliance to an earthed wall socket.
 - Put the appliance on a flat, stable surface with sufficient free space 

around it.
 - Always preheat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before you put any food on it.
 - The accessible surface may become hot when the appliance is 

operating (Fig. 2).
 - Be careful of spattering fat when you grill fatty meat or sausages.
 - Always turn the temperature control to 0 before you unplug  

the appliance.
 - Always unplug the appliance after use.
 - Always clean the appliance after use.
 - Let the appliance cool down completely before you remove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or grilling tray and lid (HD6324 only), to clean 
the appliance or put it away.

 - Never touch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or grilling tray (HD6324 only) 
with sharp or abrasive items, as this damages the non-stick surface.

 - This appliance is intended for normal household use only. It is not intended 
for use in environments such as staff kitchens of shops, offices, farms or 
other work environments. Nor is it intended to be used by clients in hotels, 
motels, bed and breakfasts and other residential environments.

 -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to be operated by means of an external 
timer or remote-contro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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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magnetic field (EMF)
This Philips appliance complies with all standards regarding electromagnetic 
fields (EMF). If handled properly an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this user 
manual, the appliance is safe to us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today.

Before first use
 1  Remove packaging materials and stickers. 
 2  Clean the appliance (see chapter ‘Cleaning’).

Using the appliance
Using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Note: Do not use metal, sharp or abrasive kitchen utensils, as they damage the 
non-stick coating of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1 	Put	the	appliance	on	a	stable,	flat	worktop.
 2  Put the grease tray in the appliance (1) and put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on (2) the appliance (Fig. 3).
Note: Make sure the flush drainage groove is at the front. The drainage groove 
with the rim pointing upwards has to be seated properly on the two plate 
fixation points at the back.
 3 	Unwind	the	mains	cord.
 4 	Put	the	mains	plug	in	an	earthed	wall	socket.	
 5  Choose	the	temperature	setting	on	which	you	would	like	to	grill	(Fig.	4).
 , The	indication	light	will	switch	on.

Note: See the food preparation table for an indication on temperature setting 
and grilling time. 
 6 	Preheat	the	appliance	until	the	indicator	light	switches	off:	the	

appliance is ready to be used (Fig. 5).
 7 	Put	the	ingredients	on	the	hot	grilling	surface.
 8 	Turn	ingredients	from	time	to	time.	
Caution:	Never	cut	the	ingredients	while	on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Do	not	use	metal	utensils	to	turn	or	retrieve	the	ingredients	from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as	this	may	damage	the	non-stick	surface.

 9  When the ingredients are done to your taste, retrieve the ingredients 
from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Note: Do not move or transport the appliance during use or when it is still hot. 
Note: When you want to turn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to grill on the other 
side, let the plate cool down and clean the plate thoroughly. If the plate is not 
cleaned before you start grilling on the other side, grease or food particles may 
burn on the heating element (Fig. 6).
Note: When you turn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to use the other side, make 
sure the flush drainage groove is at the front and the two plate fixation points 
are in place (Fig. 7).
Note: The glass lid is not suitable to be used with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HD6324 only).
Tip: For more inspiration, have a look at our My Kitchen website:  
www.kitchen.philips.com.

Using the grilling tray (hD6324 only)
You can use the grilling tray to grill the ingredients in their own juices.

Note: Do not use metal, sharp or abrasive kitchen utensils, as they damage the 
non-stick coating of the grilling tray.
 1 	Remove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from	the	grill	(Fig.	8).
 2  Put the grilling tray on the grill (Fig. 9).
Note: There is only one correct way of placing the grilling tray on the grill.  
The lowest side should be on the back of the appliance (Fig. 10).
 3 	Choose	the	temperature	setting	you	want	to	use	and	let	the	

appliance heat up (Fig. 11).
Note: Do not put the lid on the grilling tray when you preheat the appliance.
 , The	indication	light	will	switch	on.

 4 	The	appliance	is	ready	for	use	when	the	indication	light	goes	out.	
Note: Do not move or transport the appliance or the grilling tray during use or 
when they are still hot.
Note: Do not place the grilling tray on top of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as it 
will not be stable and will not reach the required temperature. 
Note: You can use the lid to prevent spattering.
Be	careful,	the	outside	of	the	appliance	may	still	be	hot.



한국어

소개

필립스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립스가 드리는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www.philips.co.kr 에서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각 부의 명칭 (그림 1)

1 뚜껑 손잡이 
2 그릴 받침대 뚜껑
3 그릴 받침대
4 고정부
5 배출 홈
6 양면 그릴 열판
7 코드 클립
8 전원 코드 및 플러그
9 열판 고정부
10 열판
11 제품
12 기름 받침대
13 온도 조절기
14 표시등

중요 사항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위험
 - 제품이나 전원 코드를 물이나 기타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경고
 - 제품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전압과 사용 

지역의 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안전을 위해 필립스 서비스 센터 또는 

필립스 서비스 지정점에 의뢰하여 교체하십시오.
 - 신체적인 감각 및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성인 및 어린이는 혼자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에 책임질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제품 전원이 켜져 있거나 식히는 동안에는 제품과 전원 코드를 
8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전원 코드가 제품의 뜨거운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제품이 작동 중일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주의
 - 제품은 반드시 접지된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제품은 평평하고 안정적이며 여유 공간이 충분한 곳에 

놓으십시오.
 - 항상 양면 그릴 열판을 먼저 예열시킨 다음 음식을 올려 

놓으십시오.
 - 제품이 작동 중일 경우 손이 닿는 표면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

그림 2).
 - 기름기 많은 고기 또는 소시지를 구울 때 기름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 제품의 플러그를 뽑기 전에는 반드시 온도 조절기를 0으로 

맞추십시오.
 - 사용 후 반드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 사용 후 반드시 제품을 청소하십시오.
 - 양면 그릴 열판 또는 그릴 받침대, 뚜껑(HD6324 모델만 해당)

을 분리하고 제품을 청소하거나 보관하기 전에 제품을 완전히 
식히십시오.

 - 논스틱 코팅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날카롭거나 마모시킬 
수 있는 물건을 양면 그릴 열판 또는 그릴 받침대(HD6324 
모델만 해당)에 접촉시키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은 가정용입니다. 본 제품은 매장 및 회사의 탕비실, 
농장 또는 기타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 아닙니다. 
또한 호텔, 모텔, 민박 시설 및 기타 숙박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은 외부 타이머나 별도의 리모콘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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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F(전자기장)
이 필립스 제품은 EMF(전자기장)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준수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할 경우 
이 제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Cleaning
Do	not	immerse	the	appliance	or	the	mains	cord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Never	use	scouring	pads,	abrasive	cleaning	agents	or	aggressive	liquids	
such as petrol or acetone to clean the appliance.
 1 	Unplug	the	appliance	and	let	it	cool	down.
 2 	Remove	excess	grease	and	residues	from	the	plate	with	a	wooden	or	

plastic spatula and push it into the grease tray (Fig. 12).
 3  Use kitchen paper to remove grease and residues on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4 	Wash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in	hot	water	with	some	washing-up	

liquid	or	in	the	dishwasher.	When	residue	has	caked	on	the	plate,	first	
soak	the	plate	in	hot	water	(Fig.	13).

Do not use any abrasive cleaning agents or methods to clean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5 	Remove	grease	and	residues	from	grease	tray	(Fig.	14).
 6 	Wash	the	grease	tray	in	hot	water	with	some	washing-up	liquid	or	in	

the	dishwasher	(Fig.	15).
 7 	HD6324	only:	Clean	the	grilling	tray	and	lid	in	hot	water	with	some	

washing-up	liquid	or	in	the	dishwasher.	If	food	residues	have	caked	
onto	the	grilling	tray,	first	soak	the	grilling	tray	in	hot	water.

Do not use any abrasive cleaning agents or methods to clean the grilling tray. 
 8 	Clean	the	appliance	with	a	moist	cloth	(Fig.	16).
Do	not	immerse	the	appliance	in	water	or	in	the	dishwasher.	
 9  Dry the appliance and all detachable parts thoroughly. 

storage
 1  Put the grease tray in and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on the appliance. 

Gently	place	the	grilling	tray	with	lid	on	the	reversible	grilling	plate	
(HD6324 only) (Fig. 17).

 2 	Wind	the	mains	cord	and	use	the	cord	clip	to	fix	the	cord	(Fig.	18).
 3 	Place	the	appliance	in	the	box	to	protect	the	non-stick	surface.
 4  Store the appliance in a dry place.

Ordering accessories
To buy accessories or spare parts, visit www.shop.philips.com/service 
or go to your Philips dealer. You can also contact the Philips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see the worldwide guarantee leaflet for contact details). 

Environment
 - Do not throw away the appliance with the normal household waste 

at the end of its life, but hand it in at an official collection point for 
recycling. By doing this, you help to preserve the environment (Fig. 19).

guarantee and support
If you need information or support, please visit www.philips.com/
support or read the separate worldwide guarantee leaflet. 

Food preparation table (Fig. 20)
  



제품의 외부가 아직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세척

제품이나 전원 코드를 물이나 기타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제품을 세척할 때 수세미, 연마성 세제나 휘발유, 아세톤과 같은 
강력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  제품의 전원을 뽑고 식히십시오.

 2  나무 또는 플라스틱 주걱을 사용해 배출된 기름과 잔여물을 
기름 받침대로 치우십시오 (그림 12).

 3  키친 타올을 사용해 양면 그릴 열판 위 기름과 잔여물을 
닦아내십시오.

 4  소량의 세제를 푼 뜨거운 물 또는 식기 세척기를 사용해 양면 
그릴 열판을 닦으십시오. 잔여물이 열판에 눌어붙은 경우 
열판을 뜨거운 물에 담가둡니다 (그림 13).

양면 그릴 열판을 마모시킬 수 있는 세정 제품이나 방법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5  기름 받침대의 기름 및 잔여물을 제거하십시오 (그림 14).

 6  소량의 세제를 푼 뜨거운 물 또는 식기 세척기를 사용해 기름 
받침대를 세척하십시오 (그림 15).

 7  HD6324 모델만 해당: 소량의 세제를 푼 뜨거운 물 또는 식기 
세척기를 사용해 그릴 받침대와 뚜껑을 세척하십시오. 음식물 
찌꺼기가 그릴 받침대에 눌어붙은 경우 그릴 받침대를 뜨거운 
물에 잠시 담가 두십시오.

그릴 받침대를 마모시킬 수 있는 세정 제품이나 방법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8  젖은 천으로 제품을 닦아주십시오 (그림 16).

제품을 물에 담그거나 식기 세척기에 넣으시면 안됩니다. 

 9  제품 및 분리 가능한 모든 부품을 건조하십시오. 

모유 및 분유 저장 용기

 1  기름 받침대를 제품 안으로 끼우고 양면 그릴 열판을 제품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양면 그릴 열판 위에 그릴 받침대와 뚜껑을 
놓으십시오(HD6324 모델만 해당) (그림 17).

 2  전원 코드를 감고 코드 클립으로 고정하십시오 (그림 18).

 3  논스틱 코팅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품을 상자에 
보관하십시오.

 4  제품을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액세서리 주문

액세서리나 교체 부품을 구입하려면 웹사이트 
(www.shop.philips.com/service) 또는 필립스 대리점을 
방문하십시오. 해당 지역의 필립스 고객 상담실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연락처는 제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환경

 - 수명이 다 된 제품은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지정된 재활용 수거 장소에 버리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19).

보증 및 지원

보다 자세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립스 웹사이트
(www.philips.com/support) 를 방문하시거나 제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음식 준비표 (그림 20)

최초 사용 전

 1  포장을 모두 풀고 스티커를 제거하십시오. 

 2  제품을 청소하십시오(‘청소’란 참조).

제품 사용

양면 그릴 열판 사용

참고: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주방 도구 또는 날카롭거나 마모시킬 
수 있는 주방 도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양면 그릴 열판의 논스틱 
코팅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1  제품을 안전적이고 평평한 조리대에 놓으십시오.

 2  기름 받침대를 제품 안으로 끼우고 (1) 양면 그릴 열판은 (2) 
제품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그림 3).

참고: 배출 홈이 앞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튀어나온 
가장자리가 위를 향하도록 배출 홈을 뒷면 2개의 열판 고정부에 
올바르게 올려 놓으십시오.

 3  전원 코드를 푸십시오.

 4  전원 플러그를 접지된 벽면 콘센트에 꽂습니다. 

 5  요리하고자 하는 그릴 정도에 따라 온도를 맞추십시오 (그림 4).
 , 표시등이 켜집니다.

참고: 온도 조절 및 그릴 시간은 음식 준비표를 참조하십시오. 

 6  표시등이 꺼지면 제품 예열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며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5).

 7  요리 재료를 달궈진 열판에 올려 놓습니다.

 8  가끔씩 재료를 뒤집어 주십시오. 

주의: 양면 그릴 열판 위에 있는 재료를 자르시면 안됩니다. 논스틱 
코팅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금속제 주방 기구로 열판 위의 
재료를 뒤집거나 다루지 마십시오.

 9  재료가 기호에 맞게 잘 익었으면 양면 그릴 열판에서 접시로 
옮기십시오.

참고: 사용 중이거나 아직 뜨거운 상태에서 절대로 제품을 옮기지 
마십시오. 

참고: 양면 그릴 열판을 뒤집어 반대면을 사용하시려면 우선 
열판이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열판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사용한 
면을 닦지 않은 채로 뒤집어 사용하면 기름 또는 잔여물이 탈 수 
있습니다 (그림 6).

참고: 양면 그릴 열판을 뒤집어 반대면을 사용하실 때 배출 
홈이 앞쪽을 향하고, 2개의 열판 고정부에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7).

참고: 유리 뚜껑은 양면 그릴 열판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HD6324 모델만 해당).

도움말: 자세한 내용은 나만의 주방 웹사이트 
(www.kitchen.philips.com)를 참조하십시오.

그릴 받침대 사용(HD6324 모델만 해당)
그릴 받침대를 사용하여 재료 그대로의 맛을 살리도록 구울 수 
있습니다.

참고: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주방 도구 또는 날카롭거나 마모시킬 
수 있는 주방 도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릴 열판의 논스틱 
코팅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1  그릴에서 양면 그릴 열판을 분리합니다 (그림 8).

 2  그릴 받침대를 그릴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림 9).

참고: 그릴 받침대는 올바른 한 쪽 방향으로만 그릴에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 쪽이 제품 뒷면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림 10).

 3  원하는 온도를 선택하고 제품이 예열되도록 기다립니다  
(그림 11).

참고: 제품이 예열되었을 때 그릴 받침대 위에 뚜껑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 표시등이 켜집니다.

 4  제품이 사용할 준비가 되면 표시등이 꺼집니다. 

참고: 사용 중이거나 아직 뜨거운 상태에서 절대로 제품 또는  
그릴 받침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참고: 양면 그릴 열판이 평평하지 않고 필요한 온도로 가열될 수 
없으므로 그릴 열판 위에 그릴 받침대를 두지 마십시오. 

참고: 뚜껑으로 튐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將電源線拉出。

 4 	將電源線插頭插入接地插座中。	

 5 	選擇您想煎烤的溫度設定。	(圖	4)
 , 指示燈隨即開啟。

注意：	請參閱食物準備表格指示的溫度設定與煎烤時間。	

 6 	預熱本產品直到指示燈關閉，此時您可以開始使用本產品。	 
(圖	5)

 7 	將食材放在高溫烤盤表面。

 8 	適時翻動食材。	

警告：	切勿在可翻面烤盤上切食材。請勿在可翻面烤盤上使用金屬
器具翻轉或取下食材，以避免破壞不沾黏表層。

 9 	料理至您滿意的口味後，請從可翻面烤盤上取下食材。

注意：	使用本產品期間或或產品溫度仍高時，請勿移動或搬運。	

注意：	若您想將可翻面烤盤翻面用另一面來煎烤，請讓烤盤冷卻並
徹底清潔。如果您沒有清潔烤盤就開始用另一面煎烤，加熱板上的
油汁或食物碎屑可能會燒焦。	(圖	6)

注意：	當您翻轉可翻面烤盤以使用另一面時，請確定順向引流溝槽
放在前方，且兩個烤盤固定點已就位。	(圖	7)

注意：	玻璃蓋不適合搭配可翻面烤盤使用	(僅限	HD6324)。

提示：	如需更多靈感，請參考我們的「我家廚房」網站： 
www.kitchen.philips.com。

使用烤盤 (僅限 HD6324)
您可以用烤盤以食材本身的汁液來煎烤食材。

注意：	請勿使用金屬製、銳利或摩擦性的廚具，以避免損傷烤盤的
不沾黏表層。

 1 	從烤爐取下可翻面烤盤。	(圖	8)

	 2	 	將烤盤放上烤爐。	(圖	9)

注意：	請遵照唯一正確的方式將烤盤放上烤爐。最低的一側應位於
本產品後方。	(圖	10)

 3 	選擇您想要使用的溫度設定，加熱本產品。	(圖	11)

注意：	預熱本產品時，請勿將蓋子放在烤盤上。
 , 指示燈隨即開啟。

 4 	指示燈熄滅後，就可以開始使用本產品。	

注意：	使用產品或烤盤期間或產品或烤盤溫度仍高時， 
請勿移動或搬運。

注意：	請勿將烤盤放到可翻面烤盤上，這樣並不穩固也無法達到所
需的溫度。	

注意：	您可使用蓋子以防止噴濺。

請小心，產品外部可能還是很燙。

清潔

不要將產品或電源線浸泡在水中或任何其他液體中。

絕對不可使用鋼絲絨、磨蝕性的清潔劑或侵蝕性的液體	(例如汽油或
丙酮)	清潔本產品。

 1 	拔除插頭並讓產品冷卻。

	2	 	用木製或塑膠抹刀清除烤盤上多餘的油脂與殘渣， 
並推入滴盤。	(圖	12)

 3 	用廚房紙巾清除可翻面烤盤上的油脂與殘渣。

 4 	用熱水加些許洗碗精清洗可翻面烤盤，或放入洗碗機中清洗。 
如烤盤上有結塊的殘渣，請先將烤盤浸在熱水中。	(圖	13)

請勿使用侵蝕性清潔劑或磨蝕性方式來清潔可翻面烤盤。	

 5 	清除滴盤上的油汁與殘渣。	(圖	14)

 6 	用熱水加些許洗碗精清洗滴盤，或放入洗碗機中清洗。	(圖	15)

 7 	僅限	HD6324：用熱水加些許洗碗精烤盤和蓋子，或放入洗碗機
中清洗。如烤盤上有結塊的食物殘渣，請先將烤盤浸在熱水中。

請勿使用侵蝕性清潔劑或磨蝕性方式來清潔烤盤。	

 8 	請用濕布清潔本產品。	(圖	16)

請勿將本產品浸泡在水中或放入洗碗機。	

 9 	讓本產品及所有可拆卸的零件完全乾燥。	

 
繁體中文

簡介

恭喜您購買本產品並歡迎加入飛利浦！請於 www.philips.com/
welcome 註冊您的產品，以善用飛利浦提供的支援。 

一般說明 (圖 1)

1 蓋子握把 
2 烤盤的蓋子
3 烤盤
4 固定點
5 引流溝槽
6 可翻面烤盤
7 電線夾
8 電源線與插頭
9 烤盤固定點
10 加熱板
11 產品
12 滴盤
13 溫度設定鈕
14 指示燈

重要事項

在使用本產品前，請先仔細閱讀本使用手冊，並保留使用手冊以供
日後參考。

危險
 - 不要將產品或電源線浸泡在水中或任何其他液體中。

警示
 - 在您連接電源之前，請檢查本地的電源電壓是否與產品所標示的

電壓相符。
 - 如果電線損壞，則必須交由飛利浦、飛利浦授權之服務中心， 

或是具備相同資格的技師更換，以免發生危險。
 - 基於安全考慮，在缺乏監督及適當指示之下，本產品不適用於孩

童及任何身體、知覺、或心理功能障礙者，或缺乏使用經驗及知
識者。

 - 當產品開啟或正在冷卻時，請勿讓兒童接觸產品或電源線。
 - 電源線應遠離高溫表面。 
 - 本產品運作時切勿置之不管。

警告
 - 僅可將產品連接到有接地的電源插座。
 - 請將本產品置於平整穩固的表面上，四周並應保持足夠空間。
 - 務必先預熱可翻面烤盤再放上食物。
 - 本產品使用時，暴露在外的表面可能會變熱。 (圖 2)
 - 煎烤油脂多的肉類或香腸等食物時，請小心油汁噴濺。
 - 務必先將溫度設定鈕轉至 0，再拔除產品插頭。
 - 用完本產品後，請務必將插頭拔掉。
 - 使用後請務必清潔本產品。
 - 請待本產品完全冷卻後，再移除可翻面烤盤或烤盤以及蓋子  

(僅限 HD6324)，以清潔或收納產品。
 - 切勿以尖銳或粗糙的物品接觸可翻面烤盤或烤盤 (僅限 HD6324)

，如此會破壞不沾黏表層。
 - 本產品僅供家用。並非用於商店的員工廚房、辦公室、農舍等等

或其他工作場所。亦非適用於供住宿用餐的飯店、汽車旅館與其
他居住場所。

 - 本產品的設計用意並非透過外部定時器或遙控系統來進行操作。 
 - 如果不當使用本產品、作為 (半) 專業用途，或未依照使用手冊操

作，保固將無效，且飛利浦將不擔負任何損壞賠償責任。

電磁場 (EMF)
本飛利浦產品符合電磁波 (Electromagnetic fields，EMF) 所有相關
標準。只要使用方式正確並依照本使用手冊之說明進行操作，根據
現有的科學研究資料，使用本產品並無安全顧慮。

第一次使用

 1 	移除包裝材料與貼紙。	

	2	 	清潔本產品	(請參閱「清潔」單元)。

使用本產品

使用可翻面烤盤

注意：	請勿使用金屬製、銳利或摩擦性的廚具，以避免損傷可翻面
烤盤的不沾黏表層。

 1 	請將產品置於平整穩固的工作台。

	2	 	將滴盤放入本產品	(1)，然後將可翻面烤盤放在	(2)	產品上。	 
(圖	3)

注意：	請確定順向引流溝槽放在前方。引流溝槽邊緣應朝上，並正
確放置在後方的兩個烤盤固定點上。



收納

 1 	將滴盤放入產品，並將可翻面烤盤放在本產品上。輕輕地將上蓋
的烤盤放上可翻面烤盤	(僅限	HD6324)。	(圖	17)

	 2	 	將電線捲起，並使用電線夾固定電線。	(圖	18)

 3 	將產品放入箱子裡，以保護不沾黏表層。

 4 	請將本產品存放在乾燥的地方。

訂購配件

若要購買配件或備用零件，請造訪 www.shop.philips.com/service，
或洽詢您的飛利浦經銷商。您也可以聯絡您所在國家/地區的飛利浦
客戶服務中心 (聯絡詳細資料請參閱全球保證書)。 

環境保護

 - 本產品使用壽命結束時，請勿與一般家庭廢棄物一併丟棄。 
請將本產品送至政府指定的回收站，此舉能為環保盡一份心力。  
(圖 19)

保固與支援

如果您需要資訊或支援，請造訪：www.philips.com/support 
或另行參閱全球保證書。 

食物準備表格 (圖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