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BYLISSPRO® STEAM MIRACURL™ 
wITh STEAM TEChnOLOgY
Effortlessly create long-lasting beautiful curls, with the BaBylissPRO® 
Steam MiraCurl featuring steam technology. Hair is automatically drawn 
into the ceramic curl chamber where it is softly held and heated from all 
directions to effortlessly form the curl. Steam technology then delivers a 
conditioning moisture boost to lock in shine and give lasting hold. Then, 
simply release. The result is beautiful, freeflowing curls.

FEATURES
1.    Steam technology for extra shine and lasting hold
2.   Nano Titanium Ceramic curl chamber for smooth curl creation 
3.    3 timer settings with audio beep indicator for different curl effects
4.    3 heat settings; 190°C, 210°C and 230°C for long lasting results
5.    Powerful heating system ready to use in seconds with ultra-fast 

heat recovery
6.    Curl direction control for either a uniform or natural finish (Right/

Left/Auto)
7.    Suitable for all hair lengths
8.    On/off switch with on indictor light
9.    Heat ready indicator
10. Auto shut off
11.  Salon length swivel cord

SAFETY CAUTIOnS:
This appliance should only be used as described within this instruction 
booklet.

wARnIng! Polythene bags over product or packaging 
may be dangerous. To avoid danger of suffocation, keep 
wrapper away from babies and children. These bags are 
not toys. 

wARnIng! Do not use this appliance near water 
contained in basins, bathtubs or other vessels.
•  Do not use the appliance in the bathroom.
• Do not immerse the appliance in water or other liquids.
•  Always inspect the appliance before use for noticeable signs of 

damage. Do not use if damaged, or if the appliance has been dropped.
•  Do not use the appliance if the lead is damaged. In the event of lead 

damage, discontinue use immediately. If the lea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by the manufacturer. 

•  Do not leave the appliance unattended when switched on or plugged in.

•  Do not place the appliance on any heat sensitive surface whilst in operation.
•  In the event of the appliance left switched on, the appliance will 

automatically shut off after 60 minutes. If you wish to continue using 
the appliance after this time, simply slide the switch to off position and 
then slide to the relevant setting to turn the power on.

• T ake care to avoid the hot surface of the appliance coming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skin, in particular the eyes, ears, face and neck.

•  This appliance should not be used by adults who’s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whose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might cause a hazard, unless they have been correctly 
instructed to understand the safe use and hazards involved and are 
adequately supervised.

•  While emitting steam, always use according to instructions, and don’t 
place appliance too close to the head. Doing so could cause burns to 
the skin, scalp, or eyes.

•  Reduce any risk of contact with hot mist emitted from steam vents 
by testing steam option before each use. Hold unit away from body 
before turning on steam option.

•  Careful adult supervision is required when this appliance is used on or 
near children. Do not use on very young children.

•  This appliance should not be used, cleaned or maintained by children.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  Always ensure that this appliance is kept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at all times, particularly during use and whilst cooling.

•  Allow appliance to cool before storing away.
•  After use, do not wrap the lead around the appliance as this may 

cause damage. Instead, coil loosely by the side of the appliance.

OPERATING FEATURES

OPERATIng InSTRUCTIOnS 
The BaBylissPRO® Steam MiraCurl has easy to use multiple settings 
that To watch a detailed ‘How to Video’ on how easy it is to create the 
MiraCurl please scan here: 

or alternatively visit http://www.babylisspro.co.uk/qrvideos/bab2665u/
Always ensure that the hair is clean, dry and combed through and that 
the sections you want to curl are no bigger than 3cm wide. The type of 
curl will depend on the temperature selected, and the timer setting which 
dictates the amount of time the hair is kept inside the curl chamber. 

STEAM COnDITIOnIng SETTIng
The steam conditioning setting delivers an instant boost of moisture to 
lock in shine and give lasting hold.
To use the conditioning setting you must fill the water compartment up 
with distilled water prior to use (refer to ‘Filling The Water Compartment’ 
section below). NOTE: Always wait for the styler to heat up fully before 
switching the conditioning setting on.
This setting can be turned off if not required by sliding the switch to the 
‘0’ position. 

FILLIng ThE wATER COMPARTMEnT 
• For your safety, ensure the styler is switched off and unplugged when 
 removing, filling or installing the water compartment.
•  You must remove the water compartment fully from the styler in order  
 to fill it with distilled water.
• Push the button tab on the side of the water compartment upwards to  
 release it free (Diagram 1).

• Gently slide the compartment out of its position to remove fully from  
 the styler (Diagram 2).

• Open the black rubber seal situated on the base of the water  
 compartment (Diagram 3).

• Fill the compartment with distilled water through the large hole  
 (Diagram 4).

•  Replace the rubber seal making sure that it is completely tight and no 
water can escape. 

•  Replace the water compartment. You must hear it click to signify it is 
locked securely back in its position.

•  Check that your hands and the outside of the compartment are 
completely dry before using the styler. NOTE: Leave the water 
compartment in place even if the conditioning setting is not beingused.

TEMPERATURE SETTIngS
There are 3 temperature settings to select from 190˚C, 210˚C and 230˚C. 
We recommend you always start with the lowest temperature setting and 
increase the level of heat as required.
• Setting I (190°C) – for delicate, fine or coloured hair

• Setting II (210°C) - for normal textured hair
• Setting III (230°C) - for thick or wavy hair

TIME SETTIngS
There are 3 time settings with an automatic beep indicator. These different 
settings will give different curl effects. The longer the hair is held inside 
the curl chamber, the more defined the curl will be. But results will also 
vary according to hair type. Use the following as a guide:
• Setting 8 (8 seconds = 3 beeps) - for loose waves
• Setting 10 (10 seconds = 4 beeps) - for soft curls
• Setting 12 (12 seconds = 5 beeps) - for more defined curls
• At the end, there will be 4 quick beeps in succession to indicate time  
 is up, and it’s ready to release hair.

Audio off Setting
The automatic-beep indicator can be turned off if not required by sliding 
the timer switch to ‘0’.
nOTE: When the ‘0’ setting is selected there will be no beep indicator 
to advise when to release the styler. Take extra care when using this 
setting.

CURL DIRECTIOn SETTIng (RIghT/LEFT/AUTO)
Use the Curl direction control to choose either a uniform or natural right ‘R’.
When styling the left side of the hair, slide the curl direction switch to 
the left position - ‘L’, and when styling the right side of the hair, slide the 
switch to the right position - ‘R’. This ensures that the curl sits towards 
the face on both sides of the head and will give a more uniform style. For 
a more natural look then select the auto setting ‘A’. This will alternate 
the direction after each curl. 

InSTRUCTIOnS FOR USE
•  Before plugging the styler in, if you are using the conditioning setting, 

fill up the water compartment using distilled water (refer to ‘Filling 
The Water Compartment’ section on page 4).

• Plug the styler into a suitable mains socket.
•  Slide the temperature switch to the required heat setting. 
•  The styler is ready for use when the on indicator light has stopped 

flashing. 
•  To use the conditioning setting, slide the switch to the on position  

‘ ’ Alternatively, switch the setting to ‘0-OFF’ if you do not wish to  

use this setting. Note: Always wait for the styler to heat up fully before 
switching the conditioning setting on.

•  There are 3 time settings, choose the required setting for the hair type. 
Alternatively, switch the audio off to ‘0’.

•  Select the curl direction by sliding the control to either position ‘L’, 
‘R’ or ‘A’.

•  Separate a section of hair that is no 
bigger than 3cm (Diagram A). Ensure 
that the section is clean, dry and 
combed through.

•  Please note the styler must be 
positioned into the hair with the 
open part of the curl chamber facing 
towards the head. (Diagram B).

•  Position the styler where you want the curl to start. The hair section 
must be held straight, and placed neatly through the centre of the 
styler. (Diagram C & D). 

•  Once the hair is in place, let go 
of the hair section and close the 
handle to allow the hair to be 
automatically taken into the curl 
chamber. (Diagram E).

nOTE: If you continue to hold the hair 
section after closing the handle then 

the MiraCurl will stop and beep to indicate that you must release the 
tension on the hair. If you have taken too much hair, or hair is not neatly 
going through the centre of the appliance, the MiraCurl will again stop 
and beep to indicate a problem. This safety feature ensures that there 
will be no tangles. 
•  The hair is automatically drawn into the ceramic curl chamber where 

it is softly held and heated from all directions to effortlessly form the 
curl.

•  If using the timer setting, the automatic beep indicator will start as 
soon as the handles are closed together. There will be a series of 
individual beeps.  Hold the styler still with the handles closed together 
until the end of the individual beeps. There will then be four quick 
beeps in succession. This indicates that the time is up and you can 
remove the styler from the hair. NOTE: When the audio off ‘0’ setting 
is selected there will be no beep indicator. There will just be a warning 
beep at 15 seconds.

•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release 
the handles fully, and then gently pull 
the styler away from the head to free 
the hair and reveal the curl (Diagram 
F). nOTE: Always release the handles 
first to let the curl free; if you pull away 
before you open the handles, the curl 
will be straightened out.

• To allow the curl to set, do not comb or brush the hair until it cools.
• Repeat around the head until you have the amount of curls desired.

AUTO ShUT OFF
This appliance has an automatic shut off feature for added safety. If the 
appliance is switched on for more than 60 minutes continuously, it will 
automatically switch off. If you wish to continue using the appliance after 
this time, simply slide the switch to off position and then slide to the 
relevant setting to turn the power on.

CLEAnIng & MAInTEnAnCE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use the clean-
ing tool included with your iron to regularly 
clean the curl chamber. This will prevent 
a buildup of product to ensure the curls 

produced are always perfectly formed. 

hOw TO USE
•  Ensure the appliance is switched off, unplugged and cool.
•  Lightly dampen the cleaning tool with warm water and mild detergent 

or soap.
•  Insert the tool fully into the curl chamber cavity as per the diagrams 

below.

•  Rotate the tool around the curl chamber to remove any buildup of 
product.

hOw TO MAInTEnAnCE
•  Ensure the appliance has dried thoroughly before re-using.
•  The cleaning tool can be used numerous times; just remove the felt 

pads, rinse them in warm, soapy water and let dry before using again.

IMPORTAnT: Do not immerse the appliance in water or other liquids.
To help keep your styler in the best possible condition follow the steps 
below:
•  Do not wrap the lead around the appliance; instead coil the lead loosely 

by the side of the appliance.
• Do not use the appliance at a stretch from the power point.
• Always unplug aft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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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LISSPRO® STEAM MIRACURL™
스팀 미라컬 테크놀로지
일반인도 손쉽게 아름답고 오래 지속 되는 컬을 연출할 
수 있도록 바비리스 프로 “스팀 미라컬”이 함께 합니다.  
‘세라믹 오토 컬 챔버’ 라 불리는 이 혁신적인 기술은 머리를 
손으로 일일이 말아 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모발을 
기기에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기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 
원하는 웨이브를 완성하여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미라컬 스팀기술은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여 윤기있고 
빛나는 컬을 연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스타일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징: 
1.   스팀  미라컬로 빛나고 오래 지속되는 컬 효과
2.   나노 티타늄 세라믹 컬 챔버로 부드러운 컬 연출
3.  3단계 온도 설정: 190°C, 210°C, 230°C
4.   3단계 헤어컬 방향 조절: 3가지 방향의  컬 연출 

(우측/좌측/자동) 설정 가능
5.  빠른 시간에 예열 가능 시스템
6.  모든 모발 길이에 적합
7.  빛 감지로 확인 가능한 On/off 스위치
8.  예열 감지 시스템
9.  자동 전원 차단 시스템
10.회전식 코드

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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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을 욕조, 샤워기, 세면대 등 물이 
닿기 쉬운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화장실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빼주십시오. 제품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도 물이 닿을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화장실에 누전차단기 설치를 권장합니다.

•  물 또는 액체에 절대 빠트리시지 마십시오.
•  전원코드가 손상되었을 경우 A/S 센터에서 반드시 

수리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  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 사용을 중단합니다. 단, 손상된 

부분은 A/S 센터에 연락하여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  본 제품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있어 과열이 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이 경우 제품의 
스위치를 끄고 코드를 뽑아 10분정도 식혀줍니다. 
재사용 전, 통풍 필터에 먼지나 머리카락이 껴있지 
않도록 확인한 후 코드를 꼽아 작동시킵니다. 다시 
작동시켰을 때도 과열이 된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원을 차단한 후 바비리스 서비스 센터에 제품을 
보내주세요.

•  제품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거나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스위치를 켜두거나 플러그를 꽂아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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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에서 권고하지 않은 부속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전한 스팀 기능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두피 및 
피부에 가까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팀 기능 작동 시, 스팀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기기와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사용 후나 청소 하기 전 반드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 제품이 피부나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  아이들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 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등은 사용을 자제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본 
제품을 장난감처럼 다루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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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제품 사용 시 지시 사항
BaBylissPRO® 미라컬을 쉽게 사용하기 위하여 

http://www.babylissmiracurl.com/
미라컬 마이크로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라컬은 
다양한 모발 형태를 연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팅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력 
있는 컬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모발 연출 부위를 조금만 
사용합니다. 또한 느슨한 컬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모발 
연출 부위를 약간 넓게 사용합니다. 연출되는 헤어컬은 
온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컬을 연출하는 기기 부위 (챔버) 
속에 얼마나 장시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팀 미라컬 설정
미라컬 스팀은 수분을 공급하여 윤기있고 빛나는 컬을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팀 기능 사용 시, 정제수를 물탱크에 채웁니다.   
(‘물탱크 채우기’ 편 참고) 
주의) 예열이 끝난 후에 스팀 기능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팀 기능을 원하지 않을 경우, “0”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탱크 채우기
•  물탱크를 분리하여 물을 채우거나 다시 장착할 때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기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  정제된 물을 물탱크에 채우기 위해서는 기기에서 

완벽하게 물탱크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  물탱크를 빼내려면, 그림과 같이 가장자리 버튼을 

눌러 가볍게 들어올려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림1)

•  물탱크를 가볍게 밀어 기기에서 완벽하게 분리시켜 
줍니다. (그림 2)

•  물탱크의 검은색 고무 뚜껑을 열어 줍니다. (그림 3)

•  그림과 같이, 큰 쪽 구멍 안으로 물을 채워 줍니다.  
(그림 4)

•  물을 다 채운 후, 뚜껑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물탱크를 다시 기기에 장착 할 때에는 “클릭”소리가 
날 때까지 안전하게 끼워줍니다.

•  기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손과 기기에 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 스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물탱크는 기기에 장착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온도 설정 
장시간 지속 가능한 헤어컬 연출을 위하여 
190°C, 210°C, 230°C 3단계로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낮은 온도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권장드립니다.
• I  단계(190°C) – 약한 모발 / 약한 컬 연출
•  II 단계(210°C) – 일반적인 모발 / 자연스런 컬 연출
•  III 단계(230°C) – 두꺼운 모발 또는 곱슬거리는 모발 

/ 강한 컬 연출

시간 설정
자동 알림 감지기가 부착 되어 있는 시간 설정 시스템 
사용으로 다양한 컬을 ‘삐’ 신호음에 따라 연출 할 수 
있습니다. 모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 해야 하므로 아래 
지시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자동 알림 미설정 (0 = 신호음 오프)
•  1단계(8= 8초 후 3번의 신호음)느슨하고 자연스러운 

컬 연출 시
•  2단계(10= 10초 후 4번의 신호음)부드럽고 탄력있는 

컬 연출 시
•  3단계(12= 12호 후 5번의 신호음)단단하고 굵은 컬 

연출 시 
•  연이어 “삐”소리가 4번 울리면, 컬링이 완성된 모발을 

기기에서 꺼내어 주십시오.
시간 자동 알림 설정
시간설정 스위치가 ‘0’에 위치 했을 경우, 자동 알림 감지 
기능이 사라집니다.
주의: 시간을 “0”으로 설정 할 경우,  알림음이 울리지 
않으니,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헤어컬 방향 설정 (오른쪽/왼쪽/자동)
원하는 헤어컬 방향 설정 시에 ‘R’, ‘L’, 또는 ‘A’버튼으로 
조절합니다.
R: 오른쪽 방향 헤어컬 연출 시 버튼을 ‘R’에 위치하게 
둡니다.
L: 왼쪽 방향 헤어컬 연출 시 버튼을 ‘L’에 위치하게 둡니다.
A: 자연스러운 컬을 연출하고자 할 때에는 ‘A’로설정하여 
방향을 번갈아 바꾸어 줍니다.

제품 사용 방법
 •  플러그를 꼽기 전에, 스팀 기능을 사용 할 경우, 물탱크에 

정제된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물탱크 채우기’ 참고).
•  기기를 적합한 콘센트에 꽂아 사용합니다.
•  예열을 위하여 온도 스위치를 작동 시킵니다.
•  온도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발 유형 및 원하는 

헤어컬 모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  스팀 기능 사용시,  “ ”로 스위치를 설정하며, 사용 

하지 않을 때에는 ‘0-OFF’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예열이 끝난 후 스팀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하는 헤어 연출을 위하여 3단계로 나뉜 시간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  ‘L’, ‘R’, ‘A’ 부분에 적절히 위치하여 원하는 헤어컬 

방향을 설정합니다.
•  그림A와 같이 모발을 3Cm

이 상  사 용 하 지  않 도 록 
합니다. 연출할 모발 부분이 
깔끔히 정돈 되었는지, 
잘 건조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헤어 기기를 열어 모발을 
넣은후 사용합니다. 그림B
와 같이 컬 챔버가 두피에 
닿도록 한 후 사용합니다 

•  컬을 연출하고자 하는 부분에 기기를 두고 사용합니다. 
이 때, 모발은 잘 잡아 당겨 그림C와 D 처럼 챔버 중앙에 
잘 위치 하도록 합니다. 

•  모발이 컬 챔버 중앙에 잘 
위치한 후 기기를 닫으면 
자동적으로 컬 챔버 속에서 
헤어가 연출 됩니다. (그림
E)

주 의 :  기 기 를  닫 은  후 
모발을 계속 잡고 있을 경우 
미라컬에서는 알림 소리가 
납니다. 알림 신호가 울리면 모발을 기기에서빼주십시오. 
이때 완성된 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많은 모발을 기기에 넣고 사용했다면 모발이 

기기로부터 잘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기는 다시 멈추게 되며 알림이 다시 울리게 됩니다.

•  모발이 일정 시간이 지나 완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세라믹 
컬 챔버 속에서 빠져 나옵니다. 세라믹 컬 챔버란, 모발을 
부드럽게 연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에 
열이 가해져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  타이머 세팅을 사용한다면, 자동 알림음 감지기는 기기 
핸들이 닫히자 마자 작동할 것입니다.자동 알림음 
소리가 멈추기 전까지 핸들 부분과 함께 기기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빠른 
알림음이 들리게 됩니다. 이 신호를 들으신 후 모발을 
기기에서 분리하십시오.주의: 자동 알림 설정이 ‘0’에 
되어 있다면 알림음이 15초 후에 울릴 때까지 알림음 
표시등에는 아무런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완성된 컬을 기기에서 뺄 
때에는  반드시 핸들을 먼저 
열어주도록 합니다. 핸들을 
풀지 않고 모발을  빼 낼 
경우,  원하는 컬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림 F) 

•  연출 된 컬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열이 식을 때까지 
빗질을 하거나 브러쉬를 하지 않습니다..

•  원하는 양만큼의 헤어컬을 연출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차단 시스템
이 헤어 기기는 안전성을 
추가하여 자동 차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기가 
60분이상 지속적으로 켜져 
있다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60분 설정 
시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원한다면 다시 전원을 켜 원하는 설정으로 스위치를 
올립니다. 

청소 및 유지
기기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컬 크리너” (우측 그림 참조) 를 
사용함으로써컬 챔버에 쌓인 먼지를 제거 할 수 있어 언제나 
완벽하고 멋진 컬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컬 크리너” 사용 방법]
•  청소 전에는 반드시 기기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은 

후, 기기를 식힙니다.
•  “컬 크리너”를 따뜻한 비눗물에 약간 적셔 사용합니다.
•  “컬 크리너”를 미라클 스핀 모양에 맞추어 안 쪽까지 

완전히 넣습니다 

•  “컬 크리너”를 돌려가며 먼지를 제거합니다. 

[사용 후 보관]
•  “컬 크리너”는 여러 번 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재 사용 전에는 따뜻한 비눗물로 헹궈 낸 후 잘 말려 

사용합니다.

주의: 제품은 별도의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윤활유 첨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기기를 반드시 깨끗한 상태로 유지 하여야 
합니다.
차단된 또는 막힌 공기 투입구는 기기 과열에 원인이 
됩니다. 청소가 필요한 경우, 전원을 차단 하고 에어 
투입구를 개봉 후 작은 브러쉬를 이용하여 먼지와 
이상물질을 제거 하도록 합니다. 기기 표면은 젖은 천으로 
닦아서 청소합니다.

수입원 : 콘에어코리아트레이딩주식회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4길 25 서울숲코오 
 롱디지털타워 1차 2002호
 
A/S 문의 : 1899-0209
자사의 A/S 전문대행업체인 필일렉 www.fillelec.co.kr 
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까운 A/S센터(전국 38개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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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 크리너)

전원 표시등

나노 티타늄
세라믹 컬 챔버

물탱크

컬 클리너스팀 설정 : 
(  /0-Off)

헤어컬 방향 설정
(오른쪽/왼쪽/자동)

시간 3단계 
설정

온도 3단계 설정

제품 특징

만약 과열 발생으로 인해 작동이 멈추었다면 코드를 뽑고 
10~15분 정도 열을 식힌 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