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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07/30/15
Customer Babyliss-korea
Model No. 6604WK
Description IB
Job No. 15BB042
Reference No. IB-15/377
Revision No. 0
Color 1C (BLACK) + 1C (BLACK)
Open Size 450(W) x 165(H)mm
Folded Size 90(W) x 165(H)mm 

Material 105gsm Matt Artpaper

Prepared by Betty bai/Carlos Ho
Approved by Jimmy Ng
Vendor SILVERPLAN
Supplier

CONTINENTAL CONAIR LIMITED
CHINA CREATIVE DEPARTMENT

수입 판매원
콘에어코리아트레이딩주식회사

서울시성동구성수이로 66
서울숲드림타워 1304~1306호

A/S 대표 번호 : 1899-0209 
자사의 A/S 전문대행업체인 필일렉  

www.fi l lelec.co.kr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까운 A/S센터(전국 38개점)를 확인하세요 

PRO - AC MOTOR - MADE IN ITALY 
These series of professional hairdryers combine all technologies for 
optimal hair drying and styling results.

POWER & HIGH PERFORMANCE:

6604E/WE 2000 W

6609E 2100 W

6610DE 2100 W

6611E/YE/VIE 2200 W

6614E/DE 2300 W

6615E/6616E 2400 W

6604WK 1700W

Available on selected models : 
The ions generated by the hair dryer neutralize the static electricity that 
sometimes occurs on hair during drying. Moreover, it increases the 
efficiency of leave-in hair care: hair is smoother, softer and Shinier.

Please carefully read the safety precautions of your Pro hair dryer before 
using the appliance. 

USE :
The Pro hair dryer has 2 temperature and 2 speed settings:

Speed/Temp Speed II Speed I

Higher T To dry wet hair To style thick, curly hair

Average T To dry damp hair To style normal and fine 
hair volume

The cold-air position sets the style for optimal final results.

The concentrator nozzle lets you direct the airflow precisely, it is 
particularly recommended for straightening and styling hair. To help, use 
a round brush for blow drying. Begin with the hair underneath by holding 
the rest up with a clip. Place the hair dryer with the concentrator nozzle 
at right angles to the brush and unroll the selected section from the 
roots to the tips. 

Available on selected models : 
The diffuser dries the hair naturally, while preserving the natural shape of 
curls and adding volume. During drying, shape the hair with your fingers 
to create volume. Do not brush the hair so as to maintain the natural 
effect. Use the diffuser for permed or curly hair. The recommended 
speed to use with the diffuser is ‘I’.

MAINTENANCE 
To maintain the efficiency of the hair dryer, clean its back grille regularly 
with a soft, dry brush. To remove the filter, simply turn it gently then lift 
it off.

HAIRDRYERS / AIRSTYERS

READ THESE SAFETY PRECAUTIONS CAREFULLY 
BEFORE USING THE UNIT!

SAFETY PRECAUTIONS
WARNING: The polyethylene bags over the product or its 
packaging may be dangerous. Keep these bags out of the 
reach of babies and children.
Never use them in cribs, children’s beds, pushchairs or 
playpens. The thin film may cling to the nose and mouth 
and prevent breathing. A bag is not a toy.

WARNING: do not use over or near washbasins, bathtubs, 
showers or other containers with water. Store the unit in a 
dry place.

1. If you are using the unit in a bathroom, unplug it after you have 
finished using it. Using the unit close to a source of water can, 
in fact, be dangerous, even if the unit is switched off. To ensure 
additional protection, have installed in your bathroom a residual 
current device (RCD) with a nominal trip current no higher than 30 
mA. Ask your electrical fitter for advice.

2. Never immerse the unit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3. If the supply cor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by the 

manufacturer, its service agent or similarly 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avoid a hazard.

4. When using the unit, make sure the unit’s air vent is not blocked. 
Make sure there is no hair or any other dirt obstructing the unit’s 
rear filter.

5. This unit has been equipped with a temperature cut-out. If the unit 
overheats, it will shut off automatically or will stop heating. If this 

happens, slide the switch on the unit’s handle into the OFF position, 
unplug the unit and allow it to cool for 10 minutes. BEFORE using it 
again, make sure there is no hair or any other dirt in the unit’s rear 
filter. Plug the unit in and switch it on. If it overheats again, stop 
using it immediately, switch it off and unplug it. Return the unit to 
the BABYLISS service centre.

6. Do not use the unit if it has fallen or if it appears to be damaged.
7. Do not leave the unit unattended when it is plugged in or switched 

on.
8. Unplug the unit immediately if you have problems when using it.
9. Do not use any accessories other than those recommended by 

manufacturer.
10. Unplug the unit after each use and before cleaning it.
11. Avoid any contact between the unit’s hot surfaces and your skin, in 

particular, your ears, eyes, face and neck.
12. This unit is not intended for use by people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by persons 
who lack experience or knowledge, unless they are supervised or 
have been given instructions beforehand on the use of the unit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make sure they do not treat the unit like a toy.

13. Allow the unit to cool before storing.
14. To prevent damage to the cord, do not wrap it around the unit and 

ensure it is stored without twisting or folding it.
 
THE DATE CODE MENTIONED
WWYYXXX was mentioned on unit as manufactured date so you can see 
W as week and Y as year for your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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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AC 모터 이탈리아 드라이어
본 프로페셔널 헤어드라이어 시리즈는 최적의 모발 건조와 
스타일링을 위한 모든 기술이 결합된 전문가용 이태리 생산 
드라이어입니다.
    

전력 및 고성능 (유럽 국제 표준 기준)

6604E/WE 2000 W

6609E 2100 W

6610DE 2100 W

6611E/YE/VIE 2200 W

6614E/DE 2300 W

6615E/6616E 2400 W

6604WK 1700W

이온(일부 모델에서 가능):  
드라이어에서 발생한 이온이 모발을 건조하는 동안 발생된 
정전기를 없애주며, 부드럽고 윤기 있는 모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프로 헤어 드라이어의 안전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법
프로 헤어 드라이어는 2풍온/2풍속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풍속/ 풍온 풍속 II 풍속 I
고온 젖은 모발 건조 굵은 모발. 곱슬/ 

컬 모발
평균 축축한 모발 건조 일반 & 가는 모발

냉풍은 완성된 헤어 스타일을 고정해 줍니다.

집중 노즐은 원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통풍을 해주어, 모발을 
펴주거나 스타일링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주고자 할 때에는, 동그란 모양의 브러쉬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머리 아래 부분부터 드라이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핀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드라이어의 집중 노즐을 
브러쉬에 대고 선택한 색션의 모발을 뿌리부터 끝까지 
펴줍니다.

디퓨져 (일부 모델에서 가능):
디퓨저는 컬을 자연스럽게 유지시켜주며 볼륨을 더해주어 
모발을 네츄럴하게 드라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드라이하는 
동안 손으로 머리를 만져 주며 볼륨을 더해 줍니다. 네츄럴하게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파마 또는 곱슬머리에 디퓨저를 사용하며, 사용시 적정 풍속은 
‘1단계’입니다.

유지 및 보관
드라이어를 효과적으로 보관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브러시를 사용하여 뒷부분의 필터망을 정기적으로 청소해 
줍니다. 필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돌려서  빼어주면 
됩니다. 

헤어 드라이어/ 에어 브러쉬

안전 준수 사항을 사용 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 준수 사항
경고:  제품포장에 사용된 폴리에틸렌 재질의 
포장재는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포장재를 유아용 침대, 유모차 또는 
유아용 놀이공간 등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얇은 
필름으로 인해 유아가 질식될 수 있습니다.

경고: 이제 품을 욕조, 샤워기, 세면대 등 물이 닿기 
쉬운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1. 화장실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빼주십시오. 제품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도 물이 닿을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화장실에 누전차단기 설치를 

권장합니다.
 부가적인 보호를 위해 욕실의 전기 회로에는 정격 

전류가 30mA를 초과하지 않는 잔류 전류 장비(RCD)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2. 물 또는 액체에 절대 빠트리시지 마십시오.
3. 전원코드가 손상되었을 경우 A/S 센터에서 반드시 수리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4. 제품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거나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5. 기기가 과열된 경우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스위치를 ‘off’에 두고 플러그를 뽑은 후 
10 분간 기기를 식혀주십시오. 다시 사용 하기 전, 모발 
및 다른 이물질이 기기 필터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플러그를 꽂은 후 스위치를 켭니다. 만약, 기기가 
재작동하지 않는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스위치를 ‘off’’ 
후 플러그를 뽑아주십시오. 그 후, 바비리스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제품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스위치를 켜두거나 플러그를 꽂아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8. 사용 중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9. 본 매뉴얼에 기술된 목적으로만 본 제품을 사용하며 

제조사에서 권고하지 않은 부속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0. 제품 사용 후나 청소 하기 전 반드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11. 제품의 표면이 뜨거우니 제품이 귀나 눈 등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12. 아이들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 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등은 사용을 자제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본 제품을 
장난감처럼 다루지 않도록 합니다.

13. 제품 사용이 끝나면 식힌 후 보관합니다.
14. 코드 손상을 막기 위해 코드를 제품에 감지 마시고, 

꼬이거나접히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제조일 표기
제조일은 본제품에 WWYYXXX 형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W는 ‘몇 째 주’ , Y는 ‘몇 년도’ 를 나타냅니다.

수입 판매원
콘에어코리아트레이딩주식회사

서울시성동구성수이로 66 서울숲드림타워 1304~1306호

A/S 대표 번호 : 1899-0209 
자사의 A/S 전문대행업체인 필일렉 www.fi l lelec.co.kr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까운 A/S센터(전국 38개점)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