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BYLISS HYDRO SMOOTH AIR STYLER

IMPORTANT SAFETY INSTRUCTIONS
Read these safety precautions carefully before using the unit! This 
appliance should only be used as described within this instructions. 
Please retain for future reference.

READ ALL INSTRUCTIONS BEFORE USING
WARNING! THIS APPLIANCE GETS HOT!
KEEP AWAY FROM WATER!

WARNING: Do not use this appliance near bathtubs, 

showers, basins or other vessels containing water.

• Discard the polyethylene bags or packaging 

immediately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 Always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during and 

after use and whilst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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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d is damaged, please contact the A/S centre in order to 

avoid a hazard. Caution: To prevent damage to the cord, do not 

coil it around.

4. Before and during use, make sure the unit’s air vent is not blocked. 

Ensure the rear filter is clear of hair and other debris befor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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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r filter is clear of hair and other 

debris. Plug the unit in and switch it on. If the appliance continues 

to overheat discontinue use immediately, switch off and unplug, 

and contact th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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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liss.

10. During use, take care to avoid the hot surface of the appliance 

coming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skin, in particular the ears, 

eyes, face and neck in order to avoid skin burn.

11. Do not recommend using this unit by people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by persons 

who lack experience or knowledge. Children shall not play with 

the appliance.

12. Allow the unit to cool before storing, and store the unit in dry 

condition. 

13. During use, do not place the appliance on any heat sensitive surface.

FEATURE

Ionic indicator light

Removable filter

2.5m swivel cord

50mm Rotating brush

2 Heat and 
Cool settings

ADVANCED PLASMA TECHNOLOGY
The moisture balancing dual ionic system combin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ons, that work together to hydrate the hair and to 

eliminate frizz as you dry. Your hair is left feeling silky and conditioned 

with luxurious shine. 

THE PLASMA EFFECT
 Hair feels soft and conditioned
 Hair has no more frizz
 Hair is exceptionally smooth and shiny

INSTRUCTION FOR USE
1. Ensure the hair is 80% dry and combed through to remove any 

tangles. 

2. Plug the unit and slide the switch to heat setting suitable for your 

hair type to turn the appliance on. NOTE: The Blue LED light will 

illuminate to indicate the ionic feature is activated. 

3. Place the brush underneath the hair section, close to the scalp and 

hold for a few seconds to boost volume at the roots.

4. To make a curl at the end, move the appliance down through the 

hair and start to rotate the brush away from your head by pressing 

and holding the appropriate rotation button. NOTE: As you do this, 

resist the rotation of the brush by pulling the brush downwards. This 

will create tension through the section of hair. NOTE: Brush is not 

rotated with cool(*) setting.

5. As you reach the ends of the hair section, continue rotating the 

brush to roll the ends under. 

6. For even more volume, repeat #3-5 for each section of hair. TIP: 

After the brush to rotate along the hair section. Release the rotate 

button and then hold the brush with cool wind in the hair for a few 

seconds.

7. After use, slide the switch to the ‘0’ position to switch off and unplug 

the appliance.  And  allow the appliance to cool before storing away.

8. Place protective cover over the brush head to protect the bristles. 

(See ‘Protective Cover’ section for more information).

HEAT SETTINGS
There are 2 heat settings plus a cool setting. Use the cool setting on 

warm hair to set your style. Slide the switch to the ‘*’ position to select 

the cool setting, the ‘I’ position to select the low heat, and the ‘II’ position 

to select the high heat. 

If you have delicate, fine bleached or coloured hair, use the lower heat 

setting. For thicker hair, use the higher heat setting.

ROTATION SETTINGS
To make the brush head rotate, press and hold the buttons marked << and 

>>. This will make the brush head rotate clockwise and anti-clockwise. 

Brush is not rotated with cool(*) setting.

PROTECTIVE COVER
After each use, always ensure the protective cover is placed over the 

brush head. This protects the bristles from damage. Please note: If placed 

incorrectly it may be difficult to remove. 

CLEANING & MAINTENANCE & STORAGE
• Ensure the protective cover is placed over the brush head after 

each use in order to protect the bristles from damage and dirt. 

• To clean the outside of the appliance, wipe with a soft cloth. Make 

sure that no water enters the appliance. Caution: Ensure the 

appliance is switched off, unplugged and cool. 

• Do not use the appliance at a stretch from the power point.

• Always unplug after use, allow the unit to cool before storing, and 

store the unit in dry condition. 

• Make sure the unit’s air vent is not blocked. Ensure the rear filter 

is clear of hair and other debris before use.

• Using a soft brush, clean any hair and other debris from the filter. 

Caution: Ensure the appliance is switched off, unplugged and cool. 

• When not in use, your styler should be disconnected and stored 

in a safe, dry location, out of reach of children. Do not wrap line 

cord around sty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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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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SMOOTH AIR STYLER

본 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아래 주의 

사항과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시 제품이 뜨거워지므로 화상에 주의 하십시오.

본 상품은 고전력으로 감전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본 기기를 욕조, 샤워기, 세면대 등 물이 
닿기 쉬운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 포장에 사용된 비닐백 등 포장재는 

장난감이 아니니,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항상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1. 물에 담그거나 물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A/S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주의: 전원코드를 제품에 감거나 
무리하게 잡아 당길 경우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3. 후면 흡입구에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모터 및 
히터가 과열되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 전/후 흡입구
(필터)에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지 확인 
하십시오. 

4. 본 제품에는 온도 차단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사용 중 
제품 과열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중지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OFF에 놓고 플러그를 뽑은 
후 10분간 제품을 식혀 주십시오. 다시 사용을 원하실 
경우 필터에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지 확인 후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켜십시오. 이 현상이 계속 될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은 후 A/S센터로 
연락하십시오. 

5. 제품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거나 고장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전원이 켜진 상태, 전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7. 사용 중 고장이나 제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원을 차단한 후 A/S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8. 정품 인증 부품 및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9. 사용 중 노즐 부위의 온도가 뜨거워집니다. 피부 접촉 혹은 

장시간 뜨거운 바람에 노출 시 화상에 유의하십시오.
10. 어린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신체가 불편한 사람 등의 

사용 시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11. 사용 후 반드시 제품을 충분히 식혀 주십시오. 보관시에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12. 사용 중 표면이 뜨거우니 바닥에 올려 둘 때 유의하십시오. 

제품 설명

이온 표시등

탈착식 필터(흡입구)

2.5m 회전식 코드

50mm 회전 브러시

2단 온도 조절 
+ 냉풍 스위치

ADVANCED PLASMA TECHNOLOGY

어드밴스드 플라즈마 테크놀로지(Advanced Plasma Technology)는 
수분 밸런싱을 돕는 듀얼 이온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고 부스스함을 줄여주어 모발 건조 시 모발 보호와 동시에 
매끄럽고 윤기 있는 스타일링을 완성해 줍니다. 

ADVANCED PLASMA TECHNOLOGY 효과 

 컨디셔닝 효과로 부드러운 모발
 부스스함 방지
 더욱 빛나고 윤기 있는 머릿결 

사용 방법

1. 샴푸 후 약 80% 정도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 모발을 빗어 
엉킴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2. 전원 코드를 꼽고 원하시는 온도에 설정하여 전원 
스위치를 설정하십시오. 참고: 전원이 켜지면 파란색 이온 
표시등이 함께 켜집니다.  

3. 브러시를 두피 쪽 모발 하단에 놓고 수 초간 바람을 쐬어 
뿌리 볼륨을 먼저 살려 주십시오. 

4. 자연스러운 C컬 스타일링 시에는 뿌리에서부터 브러시를 
적절한 강도로 회전시키며 아래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주의: 해당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머리끝에서부터 
천천히 돌리며 익혀 주세요. 브러시가 돌면서 모발이 당길 
수 있습니다. 브러시가 너무 빨리 돌거나 머리카락이 
끼인 경우 회전 버튼을 놓고 브러시가 멈춘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빼 주십시오. 주의: 냉풍(*) 설정에서는 자동 
회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회전 브러시가 모발의 끝 부분에 도달하면 잠시 동안 
브러시를 계속 회전하여 컬을 완성 시켜 주십시오. 

6. 균일한 볼륨과 컬 스타일링을 위해서 3-5번을 

반복하십시오. 팁: 볼륨과 컬을 완성 후에는 바로 

브러시를 빼지 마시고 회전을 멈춘 후 냉풍으로 수초간 

쐬어 주시면 더 오래 스타일링이 유지됩니다. 

7. 사용 후에는 스위치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은 후 제품을 

충분히 식혀 주십시오. 

8. 보관 중 브러시 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 

보호캡을 씌운 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온도 설정

• 본 제품은 2단 온풍 조절(I-II)과 냉풍 설정(*)이 
가능합니다. 

• 스타일링 마무리 단계에서 냉풍을 사용하시면 스타일링을 
보다 오래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얇은 모발, 손상모, 염색모의 경우 낮은 온도로 설정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 두꺼운 모발은 높은 온도로 설정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회전 설정

• 본 브러시는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회전합니다. 

• 원하시는 컬의 방향에 따라 설정하여 사용하십시오. 
• 회전 버튼에서 손을 떼면 회전이 멈춥니다.
• 주의: 냉풍(*) 설정에서는 자동 회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캡

• 브러시 보호를 위해 보호캡을 씌운 후 보관하십시오.
• 보호캡은 브러시 모의 길이에 맞춰 제작되어 홈에 맞추지 

않고 억지로 넣을 경우 탈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 관리 및 보관 방법 

• 제품 사용 후 커버를 씌워 보관하시면 브러시모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제품 표면이 더러워진 경우 마른 천으로 겉면만 

부드럽게 닦아 주십시오. 제품 내 물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주의: 전원을 반드시 

끄고 코드가 뽑힌 상태인지 확인 하십시오.

• 전원 코드를 뽑을 때 멀리서 잡아 당기지 마시고 반드시 

플러그를 잡아 당겨 주십시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제품이 충분히 식은 후 

보관하십시오. 

• 후면의 흡입구(필터)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깨끗이 유지 

하십시오.  모터 및 히터가 과열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후면 필터는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탈착 후 부드러운 

브러시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해 주십시오. 주의: 

전원을 반드시 끄고 코드가 뽑힌 상태인지 확인 

하십시오.

• 사용 후에는 전원을 끄고 코드가 뽑혀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제품이 충분히 식은 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하고 전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전원 코드 

손상 방지를 위해 무리하게 제품에 감지 마십시오. 

제조일 표기

제조일은 본제품에 WWYYXXX 형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W
는 ‘몇 째 주’ , Y는 ‘몇 년도’ 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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