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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LISS 3 en/in 1 -  WET AND DRY
Used in the shower or in the bath, Waterliss 3 in 1 offers even the most 
sensitive skin a perfect and complete gentle solution.

FEATURES
1. Epilation head : 22 tweezers
2. Epilation head for sensitive areas (underarms, bikini line) : 

14 tweezers
3. Dual function head : shaving and bikini trimming
4. 3 cutting guides (3 - 6 - 9 mm)
5. 2 speeds - slow for sensitive areas, fast for your legs
6. Precision light : lights up even the finest hair for no miss removal.
7.  Rechargeable – LED charging indicator light (Red : charging - 

Green: fully charged)
8. Wet/Dry: can be used on wet or dry skin
9. Protective cap, cleaning brush, pouch, adapter

  

USE CONCENTRATOR NOZZLE
- Use of Waterliss in the bath : Keep your leg out of the water. 

Place it, for example, on the edge of the bathtub. Your leg should 
be damp but not completely submerged in the bath water. Do not 
immerse the appliance entirely.

- Use of Waterliss in the shower : Take your Waterliss into the 

shower with you. The appliance will glide over your skin more easily 
if it is thoroughly wet.

For use in the bath or the shower, your skin must be thoroughly wet and 
rid of all traces of soap and oil.
- Use of Waterliss on dry skin : You can also use the appliance out 

of the bath or shower, but be careful to remove all traces of oil or 
moisturiser from your skin.

EPILATION OF YOUR LEGS :
1. Put the epilation head on the appliance. Turn it on and select speed 

I or II.
2. Hold the appliance at an angle of 90 degrees to the surface of 

where hair is to be removed.
3. Always work with both hands: carefully stretch the skin with one 

hand while moving the appliance with the other. Only move your 
epilator against the direction of the growth of your hair. Do not use 
circular or back-and-forth motions.

4. Slowly move the epilator, while pressing down lightly. Careful not to 
press the appliance down too hard against your skin; it might slow 
down and be less effective.

Epilation of the sensitive areas : Put the epilation head for sensitive 
areas on the appliance.. Use the appliance preferably set at speed I.
Shaving : Attach the shaving head to the BaByliss Waterliss. Switch 
the unit on. Hold the Waterliss at a right angle to the area to be shaved. 
Always work with both hands: gently pull your skin with one hand while 
holding the unit in the other. 
Bikini area styling : The Waterliss has a 3 cutting guides to style the 
bikini area by making the desired adjustment to the hair length. Attach 
the cutting guide on the shaving head. Turn the unit on. Hold the unit at a 
slight angle to the skin and move slowly against the direction of growth.

USER MAINTENANCE
•  Use the brush between the disks of the epilation head after every 

use.
• We recommend using alcohol on the heads of the appliance and the 

accessories to disinfect.
• For maximum hygiene, the different heads of the appliance can be 

removed and rinsed easily under running water. Never immerse the 
appliance in water entirely.

• To remove the shaving head, please follow steps 1 and 2 (Fig. 1).
• To remove the epilation head, please follow steps 1, 2 and 3 
 (Fig. 2).
• Make sure the unit is turned off before removing the head.
•  If it is necessary to clean the housing of the appliance, use a cloth 

dampened with some soft detergent.
            Fig. 1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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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GING WATERLISS
1. Plug the cord into the unit and connect the adapter. Before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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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heck that the charging indicator light is lit.
3. A full charge provides a minimum of 30 minutes’ use of Waterliss.
4. Subsequent charges should be 120 minutes.
Never charge the unit for periods longer than 24 consecutive 
hours and only use the charger provided.

IMPORTANT
Do not use on open sores, cuts, burns, warts, beauty spots, sunburned 
skin or varicose veins. Do not use if you have a skin irritation or 
infection, like psoriasis or eczema, on your legs. Do not use for shaving 
or removing hair from your face, head, chest, eyebrows, eyelashes or 
genitals.The Waterliss is intended exclusively for use on legs, bikini line, 
arms and under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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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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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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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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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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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er.
6.  Unplug the unit after each use and before cleaning it.
7.  Use this appliance only for its intended use as described within this 

instruction bookle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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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commercial use.
10.  Do not use outdoors or operate where aerosol (spray) products are 

being used or where oxygen is being admin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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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가능 제품 - 샤워 시 사용 가능
본 제품은 샤워나 목욕 시에도 사용가능하며, 민감한 
피부에도 완벽하고 완전한 제모를 제공합니다.

특징
1. 제모 헤드: 22핀셋
2. 민감한 부위의 제모 헤드: 14핀셋
3. 듀얼 헤드: 면도와 비키니라인 정리
4. 절삭 길이 조절 가능: 3가지 (3-6-9 mm)
5. 2단계 속도 조절: 민감한 부위에는 느린속도, 다리 

등 넓은 면적에는 빠른 속도에 적합
6. 점등 기능: 완벽한 제모를 위한 라이트 점등
7. LED 표시등 (레드: 충전중  녹색: 충전완료)
8. 습식/건식 피부 사용 가능 및 샤워 시 사용 가능
9. 보호캡, 청소용 브러쉬, 파우치,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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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욕조에서 사용시: 물 밖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즉, 욕조 끝에 다리를 걸칩니다. 다리가 물에 젖어 

있어도 되지만, 
 욕조에 담근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을 

완전히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샤워 시 사용방법: 샤워 하는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부가 물에 젖은 상태라면, 더 쉽게 제모 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물에 젖은 채 사용은 용이 하나, 비누나 오일은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 일반적인 사용방법: 이 제품을 물기 없는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오일이나 바디 로션을 잘 제거 
하고 사용하십시오.

다리의 제모시 사용방법
1. 제품 본체에 제모 헤드를 장착하십시오. 제품을 켜고, 

사용속도를Ⅰ이나Ⅱ로 설정하십시오.
2. 제품을 제모 하려는 부위 표면에서 90도 각도로 

갖다대고 사용하십시오.
3. 제모 시, 항상 두 손을 사용하세요. 한 손은 제품을 

사용하고, 다른 손으로는 제모 하려는 피부를 
조심스레 당기십시오.

 체모가 난 방향과 반대로, 제모기를 움직이십시오. 
원형을 그리며 움직이거나 앞, 뒤로 움직이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가볍게 누르면서, 천천히 제모기를 움직이십시오.
 피부에 제모기를 너무 세게 누르면 속도가 늦춰지고 

효과가 줄어듭니다.
민감한 부위의 제모: 제품의 민감한 부위용 제모 헤드를 
장착하세요. 제품 사용 시, 스피드Ⅰ으로 사용하십시오.
면도: 면도용 헤드를 장착하시고 제품을 켜세요. 
면도가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각도로 제품을 갖다대고 
사용하십시오.
항상 두 손으로 사용하세요. 한 손으로는 제품을 
사용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부를 가볍게 당기세요.
비키니라인: 비키니 부위의 체모 길이를 원하는 대로 
제모 할 수 있도록 3 종류의 커팅 날이 있습니다. 
제품을 켜고, 제품을 피부에 비스듬히 대고 체모가 
자라는 방향과 반대로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사용자 유지보수 방법
• 사용 후, 제모 헤드의 핀 사이를 브러쉬로 깨끗히 

청소하십시오.

• 제품의 헤드를 알코올로 소독해주시고, 액세서리류도 
소독해주십시오.

• 위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의 모든 헤드를 따로 
빼서 흐르는 물에 세척하십시오.

 절대 제품을 물에 담그지 마세요.
• 면도 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텝 1 과 2를 

따르세요(그림 Fig. 1).
• 제모 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텝 1, 2, 3을 

따르세요(그림 Fig. 2).
• 반드시 제품 전원을 끈 후, 헤드를 분리하십시오.
• 제품의 케이스 청소 시, 소량의 세제를 젖은 천에 

묻혀서 닦아내십시오.

      

Fig. 1

Fig. 2

NI-MH(니켈수소) 배터리에 관한 주요 정보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첫 사용을 
위한 충전 시, 정기적인 충전 시 3개월 간격으로16시간 
충전하십시오.
16시간 씩 3회 충전(3개월 간격)을 하면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
1. 제품에 코드를 꽂아서 어댑터와 연결하십시오.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사용 전 16시간 

충전하십시오. 단, 제모기의 스위치가 ‘OFF’인지 
반드시 확인 후 충전 하십시오.

2. 충전 표시등에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십시오.
3. 충전 완료 된 상태에서는 최소 30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충전은 120분 소요됩니다.
제품을 연속 24시간 이상 충전하지 마십시오. 또한, 
제공된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주의 사항
상처부위, 베인 상처, 사마귀, 반점, 햇빛에 탄 피부, 
하지정맥류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리의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나 감염 우려 
시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얼굴, 머리, 가슴, 눈썹, 속눈썹, 생식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오직 다리, 비키니라인, 팔, 겨드랑이 전용 
입니다.

안전한 사용 지침
어린이들이 본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부모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경고: 제품의 비닐포장재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어린이가 있는 침대 및 의자 등 어린이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포장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비닐포장재가 어린이들의 코와 입을 막아 
호흡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코드가 손상된 경우 제조원에 연락하여 교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제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어댑터를 플러그에 꽃아 충전 중 일 때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4.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5.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악세서리 이외에는 사용하시 

마십시오.
6. 제품 청소하기 전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7. 사용설명서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8. 본 제품은 어린이 및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있는 사람에게 

사용을 금지합니다.
9. 본 제품은 사용상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10. 실외에서는 사용을 삼가주시고 에어로졸 (스프레이)제품이 

사용되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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