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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fe way and if they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Cleaning and 
user maintenance shall 
not be made by children 
unless they are older than 
8 and supervised. Keep 
the appliance and its cord 
out of reach of children 
aged less than 8 years.

• Children shall not play 
with the appliance.

• Keep the mains cord, the 
base and the kettle away 
from hot surfaces.

• Do not place the 
appliance on an enclosed 
surface (e.g. a serving 
tray), as this could cause 
water to accumulate 
under the appliance, 
resulting in a hazardous 
situation.

• Unplug the appliance 
and let it cool down 
before you clean it. Do 
not immerse the kettle or 
base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Caution
• Only connect the 

appliance to an earthed 
wall socket.

1 Important
Read this important information 
carefully before you use the appliance 
and save it for future reference.

Warning
• Avoid spillage on the 

connector.
• Do not misuse this kettle 

for other than its intended 
use to avoid potential 
injury.

• Do not use the appliance 
if the plug, the mains 
cord, the base or the 
kettle itself is dam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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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be 
used by children aged 
from 8 years and above 
an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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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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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use the kettle in 
combination with its 
original base.

• Never fill the kettle 
beyond the maximum 
level indication. If the 
kettle has been overfilled, 
boiling water may be 
ejected from the spout 
and cause scalding.

• Be careful: the outside of 
the kettle and the water 
in it become hot during 
and some time after use. 
Only lift the kettle by its 
handle. Also beware of 
the hot steam that comes 
out of the kettle.

• This appliance is intended 
to be used in household 
and similar applications 
such as farm houses, 
bed and breakfast type 
environments, staff 
kitchen areas in shops, 
in offices and in other 
working environments 
and by clients in 
hotels, motels and 
other residential type 
environments.

Boil-dry protection

• This kettle is equipped 
with boil-dry protection: it 
switches off automatically 
if you accidentally switch it 
on with no or not enough 
water in it. Let the kettle 
cool down for 10 minutes 
and then lift the kettle off 
its base. Then the kettle is 
ready for use again.

Electromagnetic �elds 
(EMF)
This Philips appliance complies with all 
standards regarding electromagnetic 
fields (EMF).

Recycling
Do not throw away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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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your country’s rules for the 
separate collec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Correct disposal 
helps prevent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Guarantee and support
If you need information or support,  
please visit www.philips.com/support or 
read the separate worldwide guarantee 
leaf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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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verview (Fig. 1)

Main unit
a Nourishing kettle lid

b Tea basket holder

c Nourishing kettle body

d Power base

Control panel
e Power on/off button 

f Cancel/back button
g Navigation button

h Timer button

i Confirm/OK button

j Program LED indicators

Tea basket
k Tea basket with handle

Stewing pot
l Stewing pot storage container 

m Stewing pot

n Stewing pot lid

o Stewing pot holder

p Stewing pot container lid

3 Before first use
Thoroughly clean the parts that will 
come in contact with food before you 
use the appliance for the first time (see 
“Cleaning”).

4 Use your 
nourishing kettle 
(Fig.2)

Follow the steps below to use your 
nourishing kettle

1 Add ingredients to the kettle.

2 Add water to the kettle.
• Never fill the kettle beyond the 

maximum water level indication  
(1.5 L).

3 Fix the tea basket holder to the 
kettle.

4 Close the lid.

5 Fix the kettle to the power base.

6 Plug in the appliance.

7 Press and hold the On/Off button 
 for 1-2 second to power on the 

appliance.
• All the program LEDs light up and 

the LED of Gentle Brew program is 
selected by default. 

8 Press navigation button (< or >) to 
select a program.

• When a program is selected, 
the LED of this program will be 
highlighted and the duration and 
temperature of this program will be 
on the LED display.

• See “Preset programs” for program 
details.

• To change the cooking duration of 
the selected program, use the timer 
button  and navigation buttons 
to adjust the timer. See “Adjust 
program duration” for details.

• To preset time for delayed cooking, 
use the timer button  and 
navigation buttons to set timer. See 
“Preset time for delayed cooking” 
for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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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ress the Confirm/OK button  to 
start the program.

• The appliance starts processing. 
• The LED of the selected program 

keeps blinking and the timer starts 
counting down until processing is 
completed.

• When processing is completed, the 
appliance will beep.

 » The appliance will automatically 
go into “keep warm” mode for 
30 minutes after “Gentle brew/
baby milk/egg/soup/congee/
fruit tea” program is completed, 
and then power off automatically. 
For the programs of Gentle brew/
baby milk, the appliance will 
keep temperature at 40°C. For the 
programs of Egg/soup/congee/
fruit tea, It will keep processing 
results warm at 70°C. 

10 Press and hold the On/Off button 
 to power off the appliance.

11 Unplug the appliance and remove 
the nourishing kettle from the base.

12 Remove the lid.

13 Pour out the water/ingredients/soup 
from the kettle carefully.

5 Use your tea 
basket (Fig. 3)

Follow the steps in Fig. 3 to assemble 
and use your tea basket.

Use fruit tea and gentle brew program 
when tea basket is used.

For preset programs, see “Preset 
programs”.

Note: Never fill the kettle beyond the 
maximum level indication for tea (1.25 L).

6 Use your stewing 
pot (Fig. 4)

Follow the steps in Fig. 4 to assemble 
and use your stewing pot.

Use soup program when stewing pot is 
used.

For preset programs, see “Preset 
programs”.
 » Note: Never fill the kettle beyond 

the maximum level indication for 
stewing pot (1.0 L).

7 Adjust program 
duration (Fig. 5)

You can use the timer button  to set 
the program duration.

1 Prepare your appliance according to 
step 1 to 7 in “Using your nourishing 
kettle”.

2 Press navigation button (< or >) to 
select a program.

3 Press the timer button  one time 
to enter timer control mode for 
adjusting program duration.

 » “COOKING” (cooking duration LED) 
lights up.

4 Press navigation button (< or >) to 
set program duration.

5 Press the Confirm/OK button  to 
confirm and start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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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reset time for 
delayed cooking 
(Fig. 6)

You can use the timer button  to 
set the time at which you want the 
appliance to finish cooking. The preset 
timer is available up to 12 hours.

1 Prepare your appliance according to 
step 1 to 7 in “Using your nourishing 
kettle”.

2 Press navigation button (< or >) to 
select a program.

3 Press the timer button  two times 
to enter the preset mode for delayed 
cooking.

 » “PRESET” (counting down LED) 
lights up.

4 Press navigation button (< or >) to 
set when to finish the program.

5 Press the Confirm/OK button .
 » The timer on the LED display starts 

to count down.

 » The appliance starts cooking 
automatically and will complete 
cooking by the time when counting 
down ends.

9 Cleaning
Always unplug the base before you 
clean it

Never immerse the kettle or its base in 
water.

Clean the kettle thoroughly each time 
after use. Use water and cleaning 
detergent together with a soft cloth for 
best results.

Make sure to dry the product properly 
before putting it away in storage.

All the accessories are not dish-washable.

Clean the nourishing 
kettle and the power base 
Clean the outside of the kettle and the 
base with a moistened soft cloth. 

Caution: Do not let the moist cloth 
come into contact with the cord, the 
plug and the connector of the base.

Descaling the kettle
Depending on the water hardness in 
your area, scale may build up inside the 
kettle over time and affect performance 
of the kettle. Regular descaling makes 
your kettle last longer, ensures proper 
function and saves energy.

When scale starts to build up inside the 
kettle, follow the steps below to descale 
your kettle:

1 Add white vinegar or slices of fresh 
lemons to the kettle. 

2 Fill the kettle with water to 
maximum water level

3 Boil the mixture.

4 Wait for 1.5 to 2 hours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scale) before 
rinsing the kettle. 

5 Use a brush or cleaning cloth to 
remove any stain.

6 Fill the kettle with water again and 
boil it twice befor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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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reset programs

Program 
name Program purpose

Adjustable 
duration 
for each 
program

Adjustable 
duration 

for delayed 
cooking

Auto
Keep 
warm 
mode

Max
water
level

Keep warm

Keep the kettle warm 
at 70°C for two hours 
and then power off 
automatically.

1-4 hours
1.5 -12 
hours

1.5 L

Gentle brew

• Brew tea at 40°C. 
• It is suitable for brewing 

herbal tea and flower 
tea. This unique low 
temperature setting 
helps to gently release 
essence of ingredients 
into water, provide best 
taste to the drink that 
can be enjoyed right 
away.

• Note: This program will 
not boil ingredients  
to 100°C. Use purified 
water when preparing 
the drink. 

10-40 
minutes

0.5 -12 
hours 40°C

1.5 L

Soup 
• Cook ingredients for 

two hours. 
• Suitable to process 

ingredients that 
requires longer cooking 
time.

1-4 hours
1.5 -12 
hours 70°C

1 .25 L

Congee

• Cook ingredients for 
one hours. 

• Suitable to process 
ingredients that 
requires shorter cooking 
time.

0.5 -2 
hours

1 -12 hours
70°C

1.2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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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name Program purpose

Adjustable 
duration 
for each 
program

Adjustable 
duration 

for delayed 
cooking

Auto
Keep 
warm 
mode

Max
water
level

Fruit tea

• Boil the drink for  
20 minutes. 

• Suitable to prepare 
herbal tea, flower tea 
and fruit tea that need 
to be boiled and well 
cooked.

10-40 
minutes

0.5 -12 
hours 70°C

1.25 L

Egg
• Boil eggs for 10 minutes. 
• Suitable to prepare 

boiled eggs.

5-30 
minutes

0.5 -12 
hours 70°C

1.5 L

Baby milk 

• Warm water and keep it 
at 40°C. 

• It is suitable for 
preparing baby milk (i.e. 
using milk powder).

• Note: This program will 
not boil to 100°C. Use 
purified water for this 
program.

-
0.5 -12 
hours 40°C

1.5 L

Boil water Boil water to 100°C. -
0.5 -12 
hours

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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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roubleshooting 
Issue Potential solution

Overflow 
happens 
during cooking

A large amount of foam might form when cooking certain 
ingredients and this could lead to overflow. To open the lid during 
cooking could reduce the amount of foam and decrease the 
chance of overflow. Make sure ingredients in the kettle do not 
exceed the maximum level indicated on the product. Adding too 
many ingredients will lead to overflow and should be avoided.

LED “-- --” 
is flashing 
and all the 
keys have 
no response 
other than 
power key. 

Kettle is not on the power base while cooking. When a program 
is running, if you lift the kettle from its base and put it back within 
five minute, the selected program will resume and the remaining 
cooking time will be completed. If it takes longer than five minutes 
before kettle is put back on the power base, then the previously 
selected program will be cancelled and you would need to restart 
the program again.

The kettle 
beeps four 
times and 
switches off 
automatically. 

The kettle activated the boil-dry protection. This kettle is equipped 
with boil-dry protection. This device automatically switches off the 
kettle if it is accidentally pressed on when there is no water or not 
enough water in it. The kettle will switch off and power-on light will 
go off. Let it cool down. The kettle is ready for use again.

I try to switch 
on the 
kettle, but it 
switches off 
automatically.

Display shows 
E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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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전원 코드, 받침대 및 제품이 
뜨거운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쟁반처럼 주변부가 바닥을 
에워 싸는 표면에 제품을 
놓지 마십시오. 제품 아래에 
물이 고여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세척하기 전에 
플러그를 뽑고 열기를 
식히십시오. 주전자나 
받침대를 물 또는 다른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주의

• 제품은 반드시 접지된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전기주전자는 반드시 
원래의 받침대를 
사용하십시오.

• 전기주전자에 최대량 
표시인 MAX 눈금 이상 물을 
넣지 마십시오. 물을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끓는 물이 
배출구 밖으로 넘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주의: 물을 가열하는 
중이거나 사용한 직후에는 
한동안 전기주전자 외관과 
내부의 물이 뜨겁습니다. 

1 중요 사항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중요 정보를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경고

• 연결부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을 본래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플러그, 전원 코드, 받침대 
또는 전기주전자 자체가 
손상된 경우에는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안전을 위해 필립스 
서비스 센터 또는 필립스 
서비스 지정점에 의뢰하여 
교체하십시오.

• 8세 이상의 아이들과 
신체적인 감각 및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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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및 코드를 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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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핸들을 잡고 
들어올려 주십시오. 
전기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도 매우 뜨거우므로 
조심하십시오.

• 본 제품은 가정 및 다음과 
같은 유사 환경(농장 내 
주거 시설, 민박 시설, 매장, 
사무실 및 기타 작업 환경 내 
직원용 탕비실, 호텔 및 기타 
숙박 시설)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조 상태 가열 방지 기능

• 이 전기주전자에는 건조 
상태 가열 방지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전자 
속에 물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제품 전원이 켜진 경우, 이 
장치가 전원을 자동으로 꺼 
줍니다. 전기주전자를 10
분 동안 식힌 후 받침대에서 
주전자를 들어 올리면 
전기주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MF(전자기장)
이 필립스 제품은 EMF(전자기장)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준수합니다.

재활용

수명이 다 된 제품은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지정된 재활용품 수거 
장소에 버리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전기/전자 제품 분리 수거 
규칙에 따라 버리십시오. 올바른 제품 
폐기를 통해 환경 및 인류의 건강을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 및 지원

정보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www.philips.com/support를 
방문하시거나 별도의 제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2 개요(그림 1)

본체

a 조리 주전자 뚜껑

b 차 바구니 홀더

c 조리 주전자 본체

d 전원 받침대

제어판

e 전원 버튼 

f 취소/돌아가기 버튼

g 탐색 버튼

h 타이머 버튼

i 확인/OK 버튼

j 프로그램 LED 표시등

차 바구니

k 손잡이가 달린 차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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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용 냄비

l 스튜용 냄비 보관 용기 

m 스튜용 냄비

n 스튜용 냄비 뚜껑

o 스튜용 냄비 홀더

p 스튜용 냄비 용기 뚜껑

3 처음 사용 전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음식과 닿는 
부품은 깨끗이 세척하십시오(“청소”란 
참조).

4 조리 주전자 사용 
(그림 2)

조리 주전자 사용을 위해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조리 주전자에 재료를 추가하십시오.

2 조리 주전자에 물을 넣으십시오.

• 주전자에 최대량 이상 물을 넣지 
마십시오. (1.5L).

3 차 바구니 홀더를 전기 주전자에 
고정하십시오.

4 뚜껑을 닫으십시오.

5 전기 주전자를 전원 받침대에 
고정하십시오.

6 제품의 전원 코드를 연결하십시오.

7 제품이 작동할 때까지 전원 버튼  을 
1~2초 동안 누르십시오.

• 모든 프로그램 LED가 켜지고 가볍게 
우리기 LED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8 탐색 버튼(< or >)을 눌러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프로그램이 선택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LED가 켜지고 프로그램의 진행시간 및 
온도가 LED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 프로그램 세부내용은“프리셋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 선택된 프로그램의 조리시간을 
변경하려면 타이머 버튼  및 탐색 
버튼을 사용하여 타이머를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프로그램 조리시간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 예약 조리를 위해 시간 설정을 하려면 
타이머 버튼  및 탐색 버튼을 
사용하여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예약 조리 시간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9 확인/OK 버튼  을 눌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기기에서 조리를 시작합니다. 

• 프로그램의LED가 깜박거리고 조리가 
완료될 때까지 타이머의 카운트 다운이 
시작됩니다.

• 조리가 완료되면 제품에서 신호음이 
울립니다.

 » “저온 우림 / 분유용 우유/계란 
삶기/수프/죽/ 과일차”프로그램이 
완료되고 나면 제품은 자동으로 30분 
동안 “보온”모드를 진행하고, 그 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저온 우림/분유용 
우유 프로그램에서 온도는40°C로 
유지됩니다. 달걀/수프/죽/과일차 
프로그램에서 온도는70°C로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10 전원 버튼  을 길게 눌러 제품의 
전원을 끕니다.

11 조리 주전자의 전원 코드를 뽑고 
받침대에서 분리합니다.

12 뚜껑을 엽니다.

13 전기 주전자에서 물/재료/수프를 
조심스럽게 따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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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바구니 사용 
(그림 3)

그림 3의 단계를 따라 차 바구니를 
조립하고 사용하십시오.

차 바구니를 사용하는 경우 과일차, 가볍게 
우리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프리셋 프로그램은“프리셋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전기주전자에 차에 대한 최대량 표시 
눈금 이상 물을 넣지 마십시오(1.25 L).

6 스튜용 냄비 사용 
(그림 4)

그림 4의 단계를 따라 스튜용 냄비를 
조립하고 사용하십시오.

스튜용 냄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프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프리셋 프로그램은 "프리셋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 주의: 전기주전자에 스튜용 냄비에 
대한 최대량 표시 눈금 이상 물을 넣지 
마십시오(1.0 L).

7 프로그램 조리 시간 
조정(그림 5)

타이머 버튼  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조리 시간을 설정합니다.

1 “조리 주전자 사용”의1~7단계를 
따라 전자 제품 사용 준비를 하십시오.

2 탐색 버튼(< or >)을 눌러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타이머 버튼  을 한 번 눌러 
프로그램 조리 시간 조정을 위한 
타이머 조절 모드에 진입합니다.

 » “조리”(조리 시간 LED)가 켜집니다.

4 탐색 버튼(< or >)을 눌러 프로그램 
조리 시간을 설정합니다.

5 확인/OK 버튼  을 눌러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8 예약 조리 시간 설정
(그림 6)

타이머 버튼  을 사용하여 조리 완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타이머는 12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1 "조리 주전자 사용"의 1~7 단계를 따라 
전자 제품 사용 준비를 하십시오.

2 탐색 버튼(< or >)을 눌러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타이머 버튼  을 두 번 눌러 예약 
조리 프리셋 모드에 진입합니다.

 » “프리셋”(카운트 다운 LED)이 
켜집니다.

4 탐색 버튼(< or >)을 눌러 프로그램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5 확인/OK 버튼  을 누릅니다.
 » LED 디스플레이의 타이머가 카운트 
다운을 시작합니다.

 » 제품이 자동으로 조리를 시작하여 
카운트 다운이 끝나는 시점에 조리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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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척

제품을 청소하기 전에는 항상 제품 
받침대의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전기주전자와 받침대는 절대로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사용 후에는 전기 주전자를 깨끗하게 
세척하십시오. 물과 세제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천으로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보관하기 전에 제품을 적절하게 
건조하십시오.

모든 부품은 식기 세척기로 세척할 수 
없습니다.

조리 주전자 및 전원 받침대 
청소 
전기주전자 외부와 받침대는 물을 적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닦으십시오. 

주의: 코드, 플러그 및 받침대 연결부에 
젖은 천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기주전자의 석회질 제거

지역에 공급되는 물의 경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전기주전자 내부에 석회질이 
생성되며 전기주전자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석회질을 
제거하면 전기주전자를 더 오랫동안 
적절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주전자에 석회질이 쌓이기 시작하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 전기주전자의 
석회질을 제거하십시오.

1 흰 식초 또는 레몬 몇 조각을 전기 
주전자에 넣습니다. 

2 전기 주전자에 물을 최대 수위까지 
채웁니다.

3 섞은 것을 끓입니다.

4 전기 주전자를 헹구기 전 1시간 30
분에서 2시간(석회질 수준에 따라) 
기다립니다. 

5 브러시 또는 세척용 천을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합니다.

6 전기주전자에 물을 다시 채우고 
사용하기 전 두 번 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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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리셋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용도
각 프로그램용 
조정 가능 

시간

예약 조리용 
조정 가능 

시간

자동
보온 
모드

최대
물

level

Keep Warm
보온

전기 주전자가 두 시간 
동안 70°C도로 유지된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1~4시간
1시간 30분

~12시간
1.5L

Gentle Brew
가볍게 
우리기

• 40°C에서 차를 
우려냅니다. 

• 허브차나 꽃차를 
우려내기에 적합합니다. 
제품 고유의 저온 
설정을 통해 재료의 즙이 
물속에서 서서히 퍼지고 
곧바로 즐길 수 있는 
최상의 맛이 제공됩니다.

• 주의: 이 프로그램에서 
재료를 100°C까지 끓이지 
않습니다. 음료를 준비할 
때 정수를 사용하십시오. 

10~40분
30분~12
시간 40°C

1.5L

Soup
수프 • 재료를 2시간 동안 

조리합니다. 
• 조리 시간이 긴 재료를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1~4시간
1시간 30분

~12시간 70°C
1.25L

Congee
죽

• 재료를 1시간 동안 
조리합니다. 

• 조리 시간이 짧은 재료를 
다루기에 적합합니다.

30분~2시간 1~12시간
70°C

1.25L



23

한
국

어

KO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용도
각 프로그램용 
조정 가능 

시간

예약 조리용 
조정 가능 

시간

자동
보온 
모드

최대
물

level

Fruit Tea
과일차

• 음료를 20분 정도 
끓이십시오. 

• 완벽하게 끓여야 하는 
허브차, 꽃차, 과일차를 
준비하기에 적합합니다.

10~40분
30분~12
시간 70°C

1.25L

Egg
계란

• 계란을 10분 동안 
끓이십시오. 

• 삶은 계란을 준비하기에 
적합합니다.

5~30분
30분~12
시간 70°C

1.5L

Baby Milk
유아용 
우유 

• 물을 데우고 40°C를 
유지합니다. 

• 유아용 우유를 
준비하기에 적합합니다 
(예: 분유 사용).

• 주의: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물이 
100도까지 끓지 않으니 
반드시 정수된 물을 
사용하세요. 

-
30분~12
시간 40°C

1.5L

Boil
물을 

끓입니다.
100°C까지 물을 끓입니다. -

30분~12
시간

1.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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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제 해결 
문제 가능한 해결방법

조리 중 넘침

일부 재료는 조리 시 다량의 거품이 생성되어 넘칠 수 있습니다. 조리 
중에 뚜껑을 열어서 거품을 줄이고 넘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료가 제품의 최대량 표시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너무 많은 재료를 
투입할 경우 넘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LED “-- --”
가 깜박이고 
전원 버튼을 
제외한 다른 
버튼들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조리 중에 전기 주전자가 전원 받침대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 전기 주전자를 전원 받침대에서 분리한 뒤 5분 내에 다시 돌려 
놓으면 해당 프로그램이 재시작되고 남은 조리 시간이 완료됩니다. 만일 
5분이 지난 후에 전기 주전자를 다시 전원 받침대에 올려 놓으면 기존 
선택된 프로그램이 취소되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전기 
주전자에서 
신호음이  
4번 울린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건조 상태 가열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본 전기주전자는 
건조 상태 가열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전기 주전자에 물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실수로 전원을 누르더라도 자동으로 주전자의 전원을 
차단시킵니다. 전기 주전자가 꺼지고 전원 표시등이 꺼집니다. 주전자를 
식힙니다. 전기주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주전자의 
전원을 켜려고 
했으나 
자동으로 
꺼집니다.

디스플레이에 
Er 01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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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清潔產品前，務必先拔除插
頭，讓產品冷卻。請勿將電
熱水煲或機座浸入水中或任
何其他液體中。 

注意
• 請務必將本產品連接至接地

電源插座。
• 電熱水煲只可與其原裝機座

配合使用。
• 請勿將超過最高刻度標示的

水量注入電熱水煲中。若電
熱水煲水量過多，沸水可能
會從壺嘴溢出，並因而造成
燙傷。

• 請注意：在使用時及使用後
一段時間，電熱水煲的外殼
及壺內的水會非常滾燙。請
只用握柄提起電熱水煲。另
外，亦請小心電熱水煲冒出
的蒸氣。

• 本產品僅適用於家居或農舍
及民宿等類似的使用環境；
商店、辦公室及其他工作環
境的職員專用茶水間；或於
酒店、汽車旅館及其他居住
環境中，提供予客戶使用。

1 重要事項
使用本產品前請先閱讀本重要資訊，並保
管以作將來參考。

警告
• 請避免連接器被水濺到。
• 為免造成潛在傷害，請勿濫

用此電熱水煲作預期以外的
用途。

• 若插頭、電源線或機座或電
熱水煲本身已受損，請勿使
用。如電線受損，您必需經
由 Philips，Philips 認可的
服務中心，或是同樣受認可
人士更換以避免危險。

• 如若給予監督或有關安全使
用本產品的指導並明白本產
品的使用所涉及的危險， 
8 歲及以上兒童，體能、感
官或心智能力低下人士，或
缺乏知識及經驗人士亦可使
用。請勿在沒有監督的情況
下，或是讓未滿 8 歲的兒童
清潔和維護產品。請勿讓未
滿 8 歲的兒童使用電器及其
電線。

• 請勿讓孩童將本產品當成 
玩具。

• 請勿讓電源線、機座及電熱
水煲接觸發熱表面。

• 請勿將本產品放置於被包圍
的表面（例如食物托盤），
以免水分在產品底部積聚，
釀成危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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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盤缺水保護裝置

• 這款電熱水煲配備水盤缺水
保護裝置：如產品內沒有水
或水量不足，而您不慎啟動
了電源，產品將自動關閉電
源。讓電熱水煲冷卻10分
鐘，然後將電熱水煲移離機
座。之後，電熱水煲便可再
次使用。

電磁場 (EMF)
本產品符合一切有關電磁場 (EMF) 之安全
標準。

回收
請勿在本產品使用壽命結束後當作一般家
庭垃圾廢棄，應交給官方回收站或循環再
用。這樣做有助保護環境。

請遵守你的國家/地區有關分開處置電器和
電子產品的準則。正確處理有助避免對環
境和人體健康造成負面影響。

保證及支援
如果您需要資料或支援， 請瀏覽  
www.philips.com/support 或細閱獨立的
全球保養小冊子。

2 概覽（圖1）

主機
a 養生電熱水煲蓋子

b 茶葉籃放置架

c 養生電熱水煲機身

d 電源機座

控制面板
e 電源開/關按鈕 

f 取消/返回按鈕

g 導覽按鈕

h 定時功能按鈕

i 確認按鈕

j 程序 LED 指示燈

茶葉籃
k 茶葉籃附把手

泡煮壺
l 泡煮壺儲存容器 

m 泡煮壺

n 泡煮壺蓋子

o 泡煮壺放置架

p 泡煮壺容器蓋子

3 首次使用前
首次使用前，請先徹底清洗會與食物接觸
的部件（請參閱「清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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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養生電熱水煲的使
用方法（圖2）

按照以下步驟使用養生電熱水煲

1 將食材加入電熱水煲。

2 將水注入電熱水煲。

• 請勿注入超過最高水位顯示的水量  
（1.5 公升）注入電熱水煲中。

3 將茶葉籃放置架固定在電熱水煲中。

4 關閉蓋子。

5 將電熱水煲固定在電源機座上。

6 為產品插入電源。

7 按住開/關按鈕  1 至 2 秒，以啟動
電熱水煲。

• 所有程序 LED 燈會亮起，溫和泡煮程
序的 LED 燈為預設選項。 

8 按下導覽按鈕（< 或 >）以選擇程序。

• 選擇程序後，所選程序的 LED 燈將會
突出顯示，而 LED 顯示屏上將會顯示
持續時間及溫度。

• 關於程序的詳情，請參閱「預設程
序」。

• 要變更所選程序的烹調時間，請使用
定時功能按鈕  及導覽按鈕來調整定
時功能。詳情請參閱「調整程序持續
時間」。

• 要預設延時烹調時間，請使用定時功能
按鈕  及導覽按鈕來設置定時功能。
詳情請參閱「預設延時烹調時間」。

9 按下確認按鈕  以啟動程序。

• 產品啟動處理程序。 

• 所選程序的 LED 燈會持續閃動，定時
功能開始倒數，直至處理程序完成。

• 當處理程序完成後，產品會發出嗶聲。
 » 當「溫和泡煮/嬰兒奶/雞蛋/湯
水/粥/水果茶」程序完成後，產品將
自動進入「保溫」模式，然後於 
30 分鐘後自動關閉。若選擇溫和泡
煮/嬰兒奶程序，產品會將溫度保持
於40°C。若選擇雞蛋/湯水/粥/水果
茶程序，產品會將溫度於完成處理程
序後保持在70°C。

10 按住開/關按鈕  以關閉產品。

11 拔除產品電源並將養生電熱水煲從機
座移除。

12 移除蓋子。

13 小心地從電熱水煲倒出水/食材/湯水。

5 茶葉籃的使用方法
（圖3）

按照圖3 所示的步驟來組裝及使用茶葉籃。

使用茶葉籃時，請選擇水果茶及溫和泡煮
程序。

關於預設程序的詳情，請參閱「預設程
序」。

請注意：注入的水量切勿超過泡茶的最高
刻度標示（1.25 公升）。

6 泡煮壺的使用方法
（圖4）

按照圖4 的步驟來組裝及使用泡煮壺。

使用泡煮壺時，請選擇湯水程序。

關於預設程序的詳情，請參閱「預設程
序」。
 » 請注意：注入的水量切勿超過泡煮壺的
最高刻度標示（1.0 公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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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調整程序時間 
（圖5）

您可以使用定時功能按鈕  來設置程序
的持續時間。

1 按照「養生電熱水煲的使用方法」所示
的步驟 1 至 7 來預備產品。

2 按下導覽按鈕（< 或 >）以選擇程序。

3 按下定時功能按鈕  一次以進入定
時功能控制模式，從而調整程序持續
時間。

 » 「烹調」（烹調持續時間 LED 燈）
亮起。

4 按下導覽按鈕（< 或 >）以設置程序持
續時間。

5 按下確認按鈕  以確認並啟動程序。

8 預設延時烹調時間
（圖6）

您可以利用定時功能按鈕  來設置您希望
產品完成烹調的時間。預設定時功能可支
援長達 12 小時。

1 按照「養生電熱水煲的使用方法」所示
的步驟 1 至 7 來預備產品。

2 按下導覽按鈕（< 或 >）以選擇程序。

3 按下定時功能按鈕  兩次以進入預設
模式，從而設置延時烹調時間。

 » 「預設」（倒數 LED 燈）亮起。

4 按下導覽按鈕（< 或 >）以設置程序的
完成時間。

5 按確認按鈕 。
 » LED 顯示屏的定時功能會開始倒數。

 » 產品會自動開始烹調，並會在倒數結束
時完成烹調。

9 清潔
在清潔前請拔除機座的插頭。

請勿將電熱水煲或其機座浸入水中。

每次使用後，請徹底清潔電熱水煲。請同
時以清水、清潔劑及軟布進行清潔，以取
得最佳效果。

將產品收起存放前，請確保產品已完全 
乾透。

所有配件均不適合使用洗碗碟機。

清潔養生電熱水煲及電源 
機座 
用柔軟的濕布清潔電熱水煲的外殼及機座。 

請注意：避免讓濕布接觸機座的電源線、
插頭及連接器。

為電熱水煲除垢
根據您身處地區的水質硬度，電熱水煲內
可能會隨著時間逐漸形成水垢，並因而影
響到電熱水煲的性能表現。定期除垢可延
長電熱水煲的壽命，確保運作正常及節省
能源。

當水垢開始在電熱水煲內形成，請按照以
下步驟替電熱水煲除垢：

1 將白醋或新鮮檸檬片加入電熱水煲內。 

2 注水至電熱水煲的最高水位

3 將電熱水煲內的材料煮沸。

4 等候 1.5 至 2 小時（視乎水垢的嚴重程
度），然後將電熱水煲沖洗乾淨。 

5 利用刷子或清潔布來去除污漬。

6 再次將電熱水煲注滿水，在使用前將水
煮沸兩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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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預設程序

程序名稱 程序用途
每項程序的
可調整持續

時間

延時烹調的
可調整持續

時間

自動
保溫 
模式

最大
水量

保溫
持續 2 小時將電熱水煲的溫
度保持於 70°C，然後自動
關閉。

1-4 小時 1.5-12 小時
1.5  
公升

溫和泡煮

• 以 40°C 泡茶。 
• 適用於泡煮藥草茶及花
茶。此獨特的低溫設定能
溫和地將材料的精華融入
水中，帶來絕佳的品嚐風
味，而且可以立即飲用。

• 請注意：此程序不會將食
材加熱至 100°C。預備
泡煮茶飲時，請使用淨
化水。 

10-40 分鐘 0.5-12 小時
40°C

1.5  
公升

湯水 
• 將食材烹煮 2 小時。 
• 適用於處理需要較長烹煮
時間的食材。

1-4 小時 1.5-12 小時
70°C

1 .25 
公升

粥
• 將食材烹煮 1 小時。 
• 適用於處理需要較短烹煮
時間的食材。

0.5-2 小時 1-12 小時
70°C

1.25 
公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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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序名稱 程序用途
每項程序的
可調整持續

時間

延時烹調的
可調整持續

時間

自動
保溫 
模式

最大
水量

水果茶 • 將茶飲泡煮 20 分鐘。 
• 適用於炮製藥草茶、花茶
及水果茶等需要煮沸及徹
底泡煮的茶飲。

10-40 分鐘 0.5-12 小時
70°C

1.25 
公升

雞蛋
• 將雞蛋烹煮 10 分鐘。 
• 適用於炮製烚蛋。

5-30 分鐘 0.5-12 小時
70°C

1.5  
公升

嬰兒奶 

• 將水溫保持於 40°C。 
• 適用於沖泡嬰兒奶（例如
使用奶粉）。

• 請注意：此程序不會加熱
至 100°C。此程序需使用
淨化水。

- 0.5-12 小時
40°C

1.5  
公升

煲水 將水加熱至 100°C。 - 0.5-12 小時
1.5  
公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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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疑難排解 
問題 可行的解決方法

烹煮期間出現溢
出情況

某些食材在烹煮期間會產生大量泡沫，因而導致溢出的情況。在烹煮期
間打開蓋子可有效減少泡沫，減低溢出的機會。請確保電熱水煲內的食
材沒有超過產品上的最高刻度標示。加入過多食材會導致溢出情況出
現，應盡可能避免。

LED「-- --」
不斷閃動，而 
除了電源按鈕 
之外，所有其 
他按鈕都沒有 
反應。 

電熱水煲在烹煮期間沒有放置於電源機座上。在程序啟動期間，如果您
從機座提起電熱水煲，然後於 5 分鐘內放回，所選程序將會恢復運作，
並完成餘下的烹煮時間。若於 5 分鐘後才將電熱水煲放回電源機座上，
早前所選的程序將會取消，您需要重新啟動程序。

電熱水煲發出 4 
次嗶聲，然後自
動關閉。 

電熱水煲啟動了水盤缺水保護裝置。此電熱水煲設有水盤缺水保護裝
置：當空的電熱水煲被意外啟動，或出現水量不足的情況，此裝置便會
自動將電熱水煲關閉。電熱水煲會自動關閉，然後電源開啟指示燈會熄
滅。讓機身冷卻。然後電熱水煲便可再次使用。

我嘗試開啟電熱
水煲，但它卻自
動關閉。

顯示屏出現「Er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