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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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Six coffee system
Make your coffee moments truly special with POD Six. This unique system 
combines the easy-to-use Philips POD Six coffee machine with the specially 
developed French Café coffee pods, giving you a full, smooth coffee with a 
delicious foam layer.
To ensure a smooth and full coffee taste, you should keep the following 
things in mind:

Clean cold water
Use clean cold water every day. If you have not used the coffee machine for 
three days, you have to flush it with clean cold water before you use it again. 
To flush the machine, fill the water reservoir with clean cold water, place a 
bowl or 2 cups under the coffee spout and press the 2-cup button a few 
times to brew hot water until the water reservoir is empty.

Fresh coffee pods
Use the French Café coffee pods that have been specially developed for 
your POD Six coffee machine for a full, round taste.

Clean machine
Clean and descale the coffee machine regularly. For more information on 
why it is important to descale, when to descale and how to descale or 
which descaler to use, visit our website at www.philips.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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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er
 - Never immerse the machine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Warning
 - Connect the machine to an earthed wall socket.
 - Check if the voltage indicated on the bottom of the machine 

corresponds to the local mains voltage before you connect the machine.
 - This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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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machine.

 - Keep the machine and its cord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 Do not use the machine if the plug, the mains cord or th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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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tion
 - Always return the machine to a service centre authorised by Philips for 

examination or repair. Do not attempt to repair the machine yourself, 
otherwise your guarantee becomes invalid.

 - Never put normal ground coffee or use torn pods in the machine,  
as this causes it to become blocked.

 - Always put the machine on a flat and stable surface. Keep it in upright 
position, also during transport.

 - Do not place the appliance on a hotplate, directly next to a hot oven, 
heater or similar source of heat.

 - Do not keep the appliance at temperatures below 0°C. Water left in 
the heating system may freeze and cause damage.

 - Do not use the machine at altitudes higher than 2200 metres above 
sea-level.

 - Always make sure that the spout, drip tray and coffee collector are in 
place when you brew coffee.

 - Never let the machine operate unattended.
 - Do not use the machine in combination with water softeners based on 

sodium exchange. 
 - Descale the machine at least every 3 months. Not doing so may cause 

the machine to stop working properly. In this case, repair is not covered 
under your warranty.

 - This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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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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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ing accessories
To buy accessories or spare parts, visit www.philips.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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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ycling
Do not throw away th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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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antee and support
If you need information or support, please visit www.philips.com/
support or read the separate worldwide guarantee leaflet. 
The purchase of the Philips POD Six coffee machine does not exhaust any 
of the rights of French Café or Philips under any of their patents nor does it 
confer upon the purchaser a licence under these patents.

Troubleshooting
This chapter summarises the most common problems you could encounter 
with the machine. If you are unable to solve the problem with the 
information below, visit www.philips.com/support for a list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or contact the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Problem Solution

The CALC light 
flashes.

You have pressed the 1-cup button and the 2-cup 
button at the same time. This started the descaling 
cycle. If you did not intend to start the descaling 
cycle, simply press the on/off button to switch off 
the machine. If you did intend to start the descaling 
cycle, do not interrupt  this cycle but let the appliance 
operate until the water reservoir is empty.

The CALC 
light lights up 
continuously 
after descaling.

The descaling procedure has not been completed. 
Perform the descaling procedure as described in 
chapter CALC. Do not switch off the machine during 
descaling.

The light ring 
around the 
on/off button 
continues to 
flash rapidly.

Make sure that the water reservoir is placed properly.

Check if there is enough water in the water reservoir 
(i.e. above the MIN level if you want to brew 1 cup);

Check if the float in the water reservoir may be 
stuck. Empty the water reservoir and shake it a few 
times to release the float. Clean the water reservoir 
with hot water and some washing-up liquid, or in the 
dishwasher.

Water leaks 
from the coffee 
machine.

Make sure that you do not overfill the water reservoir.

Check if the sieve is clogged. If the sieve is clogged,  
use a washing-up brush to unclog the sieve. If you 
cannot clean it properly with the washing-up brush, 
put the pod holder in the machine and descale the 
machine (see chapter CALC).

Make sure that the coffee pod has been put properly 
in the centre of the pod holder.

In all other cases, contact the Philips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I cannot open 
the lid.

A temporary vacuum has developed under the lid. 
Switch off the coffee machine. Pull up the lever and 
wait 24 hours before you open the lid. You may need 
to use some force. Always make sure the pod holders 
are clean and the sieve is not clogged to prevent 
vacuum.

The coffee 
machine 
produces less 
coffee than 
before.

HD7828: make sure that the strength selector is in the 
position you want.



한국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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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드 식스 커피 시스템

파드 식스로 특별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 보세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필립스 파드 식스 커피 머신과 특별히 개발된 
프렌치 카페 커피 파드가 만나 탄생한 이 시스템은 향이 깊고 
부드러운 커피에 맛있고 산뜻한 크레마를 제공합니다.
항상 부드럽고 풍부한 향의 커피를 즐기시려면 몇 가지 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정수된 냉수
매일 정수된 냉수를 사용합니다. 3일 간 커피 머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정수된 냉수로 머신을 
세척해야 합니다. 머신을 세척할 때는 급수통에 정수된 냉수를 
채운 다음 커피 배출구 아래에 그릇이나 컵 2개를 놓고 2잔 버튼을 
몇 번 눌러서 급수통이 비워질 때까지 뜨거운 물을 추출하십시오.

신선한 커피 파드
깊고 풍부한 맛을 원한다면 파드 식스 커피 머신 전용으로 특수 
제작된 프렌치 카페 커피 파드를 사용하십시오.

머신 청소
커피 머신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석회질을 제거하십시오. 석회질 
제거가 중요한 이유, 석회질 제거 시기 및 방법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석회질 제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philips.com/
support에서 확인하십시오.

중요 사항

커피 머신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주의
 - 커피 머신을 절대로 물 또는 기타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경고
 - 머신은 접지된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머신을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 머신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전압이 사용 지역의 전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어린이를 비롯하여 신체적인 능력, 감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이 머신을 함부로 조작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책임을 지는 보호자가 사용 방법을 지도하거나 곁에서 
지켜보십시오.

 - 어린이가 이 머신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지도하십시오.
 - 머신과 전원 코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만약 플러그나 전원 코드 또는 머신 본체가 손상되었을 때는 

머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안전을 위해 필립스 서비스 센터 또는 

필립스 서비스 지정점에 의뢰하여 교체하십시오.

주의
 - 검사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필립스 서비스 

지정점에 문의하십시오. 품질 보증이 무효화되므로, 머신을 
직접 수리하지 마십시오.

 - 머신에 일반 원두 커피 가루나 찢어진 파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머신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머신을 평평하고 안정적인 곳에 두십시오. 운반할 때도 항상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 제품을 열판 위, 뜨거운 오븐 바로 옆, 히터 또는 화기 근처에 
놓지 마십시오.

 - 0°C 이하의 온도에서 제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가열 
시스템에 남아있는 물이 얼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머신을 해발 2,200미터 이상 되는 높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주입구, 물받이 및 커피받이는 커피를 추출할 때 항상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머신이 작동 중일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 이 머신을 나트륨 치환 방식의 연수기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최소 3개월마다 머신의 석회질을 제거하십시오. 석회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머신이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머신은 가정용입니다. 본 제품은 매장의 직원 휴게실, 
사무실, 농장 또는 기타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호텔, 모텔, 민박 및 기타 숙박 시설의 투숙객을 
위한 제품도 아닙니다.

Problem Solution

Check the pod holder. If the sieve is clogged, use a 
washing-up brush to unclog the sieve. If you cannot 
clean it properly with the washing-up brush, put the 
pod holder in the machine and descale the machine 
(see chapter CALC).

The coffee 
is not strong 
enough.

HD7828 only: Use the strength selector to brew a 
stronger coffee by selecting less coffee volume.

If you prefer a more robust flavour, French Café coffee 
pods with a stronger blend are available.

Make sure that you place the coffee pod(s) properly in 
the centre of the pod holder and ensure the coffee in 
the pod is evenly distributed.

The coffee is 
too strong.

If you prefer a milder flavour, French Café coffee pods 
with a milder blend are available.

HD7828: Use the strength selector to brew a milder 
coffee.

The coffee is 
not hot enough.

Do not use cups that are too large, as they cause the 
coffee to get cold more quickly. Make sure the cups 
have a capacity of at least 150ml.

The machine 
has been stored 
in a room that 
was not frost-
free.

Contact the Philips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Flush your POD Six coffee machine before you brew the first cup of coffee. 
The coffee machine automatically switches off.

 - Select the desired coffee strength by turning the strength selector.  
By varying the strength, you also increase or decrease the amount of 
coffee in the cup (HD7828 only).

 - While the machine is heating up you can select the number of cups you 
want to brew. The machine brews the cup or cups immediately after it 
has heated up.

 - You can interrupt the brewing cycle at any time. To do this, press the 
same cup button (1-cup button or 2-cup button) that you pressed to 
start brewing coffee. However, if you do this, the machine does not 
complete the interrupted brewing cycle if you switch it on again or 
press the same cup button again.

Never use scouring pads, abrasive cleaning agents or aggressive liquids such 
as petrol or acetone to clean the machine. Never rinse the inside of the 
machine with the lid open. All detachable parts are dishwasher-proof.

CALC

2x descaling, 2x rinsing
Descale your POD Six coffee machine at least every 3 months. Use a used 
coffee pod to filter out scale residue. Only use citric acid based descalers. 
For optimal results use the special descaler HD7012/HD7011. Run the 
descaling cycle and rinsing cycle until the water reservoir is empty.
Make sure that the machine is switched on. Make sure you replace the used 
coffee pod with another used coffee pod to filter out scale residue. Repeat the 
process until the water reservoir is empty, never interrupt the descaling process.
 



문제점 해결책

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뚜껑 아래에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가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커피 머신 전원을 
끄십시오. 레버를 위로 당기고 24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열 때 약간 힘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공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파드 홀더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름망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커피가 
이전보다 적게 
만들어집니다.

HD7828: 농도 조절기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파드 홀더를 확인하십시오. 거름망이 막혀 있는 
경우 청소용 브러시를 사용하여 막힌 구멍을 
청소하십시오. 청소용 브러시로 제대로 세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머신에 파드 홀더를 넣은 다음 
석회질을 제거합니다(‘석회질 제거’ 섹션 
참조).

커피가 별로 
진하지 
않습니다.

HD7828 모델만 해당: 농도 조절기를 사용하여 
커피 용량을 줄이면 더욱 진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진한 맛을 원하는 경우 진하게 블렌딩된 
프렌치 카페 커피 파드를 사용해 보십시오.

커피 파드가 파드 홀더 중간에 올바르게 
위치했는지 확인한 다음 파드에 있는 커피가 
뭉치지 않고 골고루 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커피가 너무 
진합니다.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원하는 경우 약하게 
블렌딩된 프렌치 카페 커피 파드를 사용해 
보십시오.

HD7828: 농조 조절기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커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충분히 
뜨겁지 
않습니다.

커피가 빨리 식을 수 있으므로 너무 큰 잔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커피 잔의 용량은 
적어도 150ml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에가 낀 
장소에 머신을 
보관했습니다.

필립스 고객 상담실이나 필립스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첫 잔을 추출하기 전에 파드 식스 커피 머신을 물로 세척하십시오. 
커피 머신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 농도 조절기를 돌려 커피를 얼마나 진하게 추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도를 조절하면 한 잔으로 추출되는 커피의  
양도 달라집니다(HD7828에만 해당).

 - 머신이 예열되는 동안 몇 잔의 커피를 추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열이 완료되면 즉시 선택된 잔 수만큼 커피가 
추출됩니다.

 - 커피 추출은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추출을 중단하려면 
커피 추출을 시작할 때 눌렀던 것과 동일한 수의 잔 버튼을 
누르십시오(1잔 버튼 또는 2잔 버튼). 중간에 추출을 중단한 
경우에는 다시 전원을 켜고 동일한 잔 버튼을 눌러도 중단된 
커피 추출을 다시 이어서 완료할 수 없습니다.

수세미, 연마제 또는 휘발유, 아세톤과 같은 강력 세제를 사용하여 
머신을 세척하지 마십시오.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머신 내부를 
헹구면 안 됩니다. 분리 가능한 모든 부품은 식기세척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F(전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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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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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수명이 다 된 머신은 가정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재활용 수거 장소에 버리십시오. 작은 실천이 환경 보호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 및 지원

보다 자세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립스 웹사이트
(www.philips.com/support)를 방문하시거나 제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필립스 파드 커피 머신을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프렌치 카페 
또는 필립스의 특허권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

여기에는 이 머신을 사용하면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www.philips.com/
support를 방문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 목록을 참조하거나 
필립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문제점 해결책

CALC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1잔 버튼과 2잔 버튼을 동시에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석회질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석회질 제거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면 전원 버튼을 눌러 머신의 전원을 
끄십시오. 석회질 제거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면 머신을 조작하지 말고 급수통의 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석회질 
제거를 한 
후에는 CALC 
표시등이 계속 
켜져있습니다.

석회질 제거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CALC란에 나온 설명대로 석회질 제거 과정을 
수행하십시오. 석회질 제거 중에는 머신을 끄지 
마십시오.

전원 버튼 
주위의 
표시등이 빠른 
속도로 계속 
깜박입니다.

급수통이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급수통에 물이 충분히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 커피를 한 잔 추출하려면 수위가 MIN 
표시선보다 높아야 합니다.)

급수통에 부유 장치가 끼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급수통을 비우고 몇 번 흔들어 부유 장치를 
빼냅니다. 뜨거운 물에 소량의 세제를 풀거나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급수통을 세척하십시오.

커피 머신에서 
물이 샙니다.

급수통을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거름망이 막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거름망이 
막혀 있는 경우 청소용 브러시를 사용하여 막힌 
구멍을 청소하십시오. 청소용 브러시로 제대로 
세척되지 않는 경우에는 머신에 파드 홀더를 
넣은 다음 석회질을 제거합니다(‘석회질 
제거’ 섹션 참조).

커피 파드를 파드 홀더 중앙에 제대로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필립스 
고객 상담실이나 필립스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CALC

2배로 강력한 석회질 제거, 2배로 깨끗한 헹굼

최소 3개월마다 파드 식스 커피 머신의 석회질을 제거하십시오. 
석회질 잔류물을 걸러 내려면 이미 사용한 커피 파드를 
사용하십시오. 구연산 성분의 석회질 제거제만 사용하십시오. 
최상을 결과를 위해 머신 전용 특수 석회질 제거제 HD7012/
HD7011를 사용하십시오. 급수통이 빌 때까지 석회질 제거 과정 및 
헹굼 과정을 실행하십시오.
머신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석회질 잔류물을 걸러 내느라 
사용했던 커피 파드를 다른 커피 파드로 교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급수통이 빌 때까지 과정을 반복하고 석회질을 제거하는 동안 절대 
작동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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