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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CLIPPER
Please carefully read the instructions for use below before using the 
appliance.

IMPORTANT SAFETY INSTRUCTIONS
When using electrical appliances, especially when children are present, 
basic safety precautions should always be followed, including the 
following:

READ ALL INSTRUCTIONS BEFORE USING
KEEP AWAY FROM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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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ppliance near bathtubs, 
showers, basins or other vessels contain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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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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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er.
8. Unplug the unit after each use and before cleaning i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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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To prevent damage to the cord, ensure it is stored without twisting 
or folding it.

11. Before plugging in, read the information about worldwide voltage 
contained in the operating instructions section of this manual.

12. Do not use with a voltage converter.

PRODUCT FEATURES
1.  2 cutting guides for hair, 32 lengths (from 3 to 18mm and from 21 

to 36mm, in 1 mm steps)
2.  Blades:
•      Moveable blade: CMS (Chrome-Molybdenum-Stainless Steel): ultra-

hardwearing
•      Fixed Blade: stainless steel
3. ON/OFF switch
4. Control wheel with built-in locking system for safe cutting length
5. Lateral display of selected length 
6. Charging indicator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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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VOLTAGE
This clipper will automatically adjust to the proper voltage. Use an 
adapter plug with correct configuration prior to use in outlet.

CHARGING THE TRIMMER
1. Insert plug into appliance and connect the adapter. Before using the 

trimmer for the first time, allow it to charge for 16 hours. Make sure 
the trimmer’s switch is in the OFF position.

2. Check that the charging indicator light is on.
3. A full charge provides a minimum of 45 minutes’ use of the trimmer.
4. Subsequent charges should be 8 hours.

MAINS USE
Connect the transformer into the mains, wait 1 minute and then switch
into the ON position.

IMPORTANT! Use only the transformer provided with the clipper.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NI-MH BATTERIES OF THIS UNIT
To obtain and maintain the longest battery life possible, allow it to charge 
for 16 hours approximately every three months. Moreover, full battery life 
of the unit will only be obtained after three complete recharge cycles.

USE OF THE CUTTING GUIDES
Very practical, the cutting guide guarantees an even cut.
Always attach the cutting guide before turning on the clipper and turn 
the clipper off before changing or removing the guide.

•  To attach the cutting guide:
1.  Position the control wheel of the clipper to the mark “3” on the side 

display.

2.  Attach the cutting guide over the front of the clipper by sliding the 
tabs on the side of the clipper into the corresponding grooves in the 

cutting guide.

3. Then gently rotate and press until you hear it click into place.

•To remove the cutting guide:
1.  Hold the sides of the cutting guide. Press the tab at the rear of the 

guide to release it.
2.  Remove the cutting guide by rotating the clipper to the front and 

lifting the guide off.

TURNING ON AND USING
To adjust the clipper’s cutting length, turn the control wheel (4) up or down.
The selected length is displayed on the right or left side of the clipper.
Switch the ON/OFF button.
You can change the cutting length at any time.
Thanks to the SMART ADJUSTING SYSTEM, the length of the cut is 
maintained even if the angle of the clipper varies, so it guarantees 
precise result.

USER MAINTENANCE
Remove the cutting guide after each use.
Cleaning the clipper blades regularly will maintain their optimal performance.

Removable blades

To make cleaning easier, the BaByliss clipper blades can be removed. 
Make sure the clipper is turned off. Hold the clipper with the blades 
pointing up and remove them by pressing the top of the blade. 

Brush the blades using the cleaning brush to remove any hair. 
Rinse the blades. The device must never come into contact with water. Let 
the blades dry in the open air before putting them back onto the device. 

Self-lubricating blades
The blades of your clipper have a reservoir pad that dispenses the amount 
of oil necessary for your clipper to operate properly, every time. 
It is nevertheless recommended that you occasionally refill, when you 
notice the clipper isn’t performing as well. 
Remove the blades as described above. 
Carefully squeeze a few drops of oil onto the pad. 

Then put the blades back on the clipper.

CAUTION
NEVER allow the power supply cord to be pulled, twisted, or severely bent. 
Never wrap the cord tightly around the appliance. Damage will occur at the 
high flex point of entry into the appliance, causing it to rupture and short 
circuit. Inspect the cord frequently for damage. Stop use immediately if 
damage is visible or if unit stops or operates intermittently.

STORAGE
When not in use, your appliance is easy to store. Store your appliance 
out of reach of children, in a safe and dry location. Do not jerk or strain 
cord at plug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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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2/2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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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리스 포 맨 / 파워 이발기
바비리스 포 맨 파워 이발기는 간단하게 2개의 

빗살캡으로 32가지의 커팅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멀티 전압으로 여행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충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 아래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전 주의 사항
제품 사용 시 특히 어린이가 있을 경우, 아래 안전 수칙을 

포함한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사용 전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숙지해 주십시오. 
절대 물에 접촉하거나 빠뜨리면 안됩니다.

주의 사항
경고: 제품 포장에 사용된 폴리에틸렌 재질의 포장재는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이 포장재를 

유아용 침대, 유모차 또는 유아용 놀이 공간 

등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얇은 필름 막이 

코나 입에 붙어 유아나 어린이가 질식될 수 

있습니다. 포장재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경고: 본 제품을 욕조, 샤워장, 세면대 등 물이 

닿기 쉬운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1. 욕실에서 본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 후 반드시 

플러그를 빼주십시오. 제품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도 물이 닿을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화장실에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하기를 

권장합니다.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욕실의 

잔류 전류 용량은 30mA이하여야 합니다. 

2. 물 또는 액체에 절대 빠뜨리지 마십시오.

3. 전원코드가 손상되었을 경우 반드시 A/S 센터에 

수리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4. 제품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거나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스위치를 켜 두거나 플러그를 꽂아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6. 사용 중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7. 제조업체가 공급하지 않는 부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8. 제품 사용 후나 청소 하기 전, 반드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9. 본 제품은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 영유아, 어린이, 

심신 박약자, 심신 상실자, 정신 질환자 등에 의해 

사용 되어서는 안되며 사용시에는 반드시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자의 지도로 사전 사용 설명 교육 후 

사용하도록 합니다. 

10. 전원 코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코드로 기기를 

감지 마시고 꼬거나 접힌 상태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11. 아래의 멀티 전압에 대한 설명을 숙지한 후, 

플러그를 연결 하십시오.

12. 전압 변환을 위한 별도의 컨버터는 필요 없습니다.

제품 특징
1. 빗살캡 2개, 32가지 커팅 길이 조절 ( 3~18MM, 

21~36MM, 1MM 간격)

2. 칼날 구성 

•   이동 칼날 : 크롬 몰리브덴 스테인리스 강 재질

•   고정 칼날 : 스테인리스 재질

3. ON/OFF 전원 스위치

4. 컨트롤 휠 : 커팅 길이 조절

5. 커팅 길이 조절 눈금

6. 충전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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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전압
본 제품은 별도의 컨버터 없이 자동적으로 전압을 

변환하므로, 세계 여행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콘센트에 맞는 플러그인지 확인 

후 연결하십시오.

충전 중 사용 가능
충전기를 연결 후 약 1분이 지난 후에 전원을 켜 

사용합니다. 

중요! 본 제품에 포함된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충전 방법
1. 제품을 처음 충전할 때에는, 제품에 어댑터를 연결 후 

16시간 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전 시 제품 전원을 

끄고 충전 하십시오.

2. 충전 표시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제품이 완전히 충전되면,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첫 충전 이후에는 8시간만 충전 하면 됩니다.

내장된 충전 배터리 수명
제품에 내장된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 하기 위해, 3

개월마다 16시간씩, 3번에 걸쳐 충전할 것을 권장 합니다. 

빗살캡 사용 
빗살캡을 이용하면 용이하게 원하는 길이로 모발을 

커팅할 수 있습니다. 빗살캡을 부착할 때와 분리 할 때, 

반드시 제품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   빗살캡 부착 

1. 컨트롤 휠 (제품 특징 –그림 (4)) 을 엄지 손으로 

돌려, 커팅 길이 조절 눈금을 “3” 으로 맞춥니다.

2. 빗살캡 윗 부분을 제품의 칼날 부분에 밀착시켜 

부드럽게 눌러 끼웁니다. 

3. ‘딸깍’ 소리가 들릴 때까지 부드럽게 눌러주십시오.

•   빗살캡 분리  

1. 빗살캡 양쪽을 누르면서 위로 당겨 빼냅니다.

2. 제품을 앞으로 들면서 빼내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제품 사용
‘제품 특징 - 그림 (4)’의 컨트롤 휠을 엄지손으로 

위/아래로 돌리면 모발 커팅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품 측면의 커팅 길이 조절 눈금에 원하는 길이의 

숫자를 맞추어 커팅 길이를 조절합니다. 각도를 다양하게 

바꾸어도 일정하게 길이가 유지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ON/OFF 스위치를 엄지손으로 밀어 올리면 

전원이 켜 집니다.

제품 유지 및 관리
사용 후에는 빗살캡을 분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용 솔을 이용하여 칼날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탈 부착 가능한 커팅 칼날
본 기기는 칼날을 분리하여 물에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방향처럼 엄지손으로 칼날 부분을 밖으로 밀면 쉽게 

분리됩니다. 

청소용 솔로 칼날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물로 

씻어주십시오. 기기에 절대 물이 닿아서는 안됩니다. 

칼날을 충분히 말린 후 부착하여, 기기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체적으로 윤활 작용하는 칼날
본 제품에는 매번 사용시마다 자체적으로 윤활유를 

퍼뜨려주는 윤활패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기가 

최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종종 윤활유를 충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활유 충전 :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칼날을 분리 후, 

윤활유를 윤활 패드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아래 그림 

참고)

주의 사항
절대로 코드를 잡아당기거나 꼬는 등 심하게 구부리지 

말고 코드로 기기를 너무 단단하게 감지 마십시오. 이는 

기기의 손상 및 파열, 합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를 수시로 확인하고 손상됐을 시에는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보관 방법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전원에서 플러그를 분리할 때에 갑자기 

코드를 잡아당기거나 너무 팽팽하게 당기지 마십시오.

날짜코드
WWYYXXX는 제조 일자로서 W는 ‘주’ 단위, Y는 ‘년’ 

단위를 나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