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ATURES

Grinding
Wheel

Power 
Switch

Battery
Compartment

COMPLETE ANTI-CALLOUS TREATMENT
With 2 different speeds and 2 rollers, the BaByliss PEDI’SECRET
PRECISION eliminates all callouses and dead skin effectively, for the 
long-lasting beauty of perfect feet.

BEFORE USEE
•  Remove the lid of the appliance battery compartment, pushing gently 

downwards. Insert the batteries (3 AA batteries) into the battery 
compartment in the direction specified on the device. Replace the lid 
of the battery compartment.

•  Check that the skin of the feet is perfectly clean. Do not apply cream 
or moisturiser.

•  Check that the roller is correctly positioned on the appliance.

USE 
For perfect results, use the appliance on slightly damp skin. Do not use 
the appliance right after bathing.
•  Step 1 Exfoliating roller (grey inside) associated with quick speed to 

effectively eliminate callouses with long-lasting results.
•  Step 2 Gentle finishing roller (green inside) and slow speed for ultra-

soft, extra supple skin.
Grasp the appliance with the BaByliss logo facing towards you.

Switch the appliance on, pressing the button once for quick speed or 
twice for slow speed.
Gentle roll over the soles of the feet to gradually remove callouses and 
dead skin.

Use the precision tip for the most localised callouses or areas that are 
difficult to access.

Note:
•  If the appliance is pressed too firmly against the skin, it may be slowed 

and less effective.
• Do not spend more than 3-4 seconds continuously on any one area.
Stop use if the skin becomes irritated or inflamed.

AFTER USE
Rinse feet to eliminate any residual dead skin. Dry feet thoroughly. Apply a 
moisturising cream to the feet and massage feet for as long as necessary 

to allow the cream to penetrate.

IMPORTANT
Do not use the appliance on open wounds, cuts, warts or moles. Do not 
use in the event of skin irritation or infection(psoriasis or eczema).

CHANGING THE ROLLER
Change the exfoliating roller when the appliance appears to be less 
effective. Only use BaByliss original exfoliating rollers to replace it.
Make sure the appliance is turned off.

Carefully remove the roller. Position a new roller on the appliance head.

Check that the roller is positioned correctly before switching the appliance 
on and using it.

CHANGING THE BATTERIES
•  Remove the lid of the appliance battery compartment, pushing gently 

downwards. Remove the old batteries and insert new batteries (3 AA 
batteries) into the battery compartment in the direction specified on 
the device.

Note: Do not mix old and new batteries. Do not mix alkaline, standard 
(zinc-carbon) or rechargeable (nickel cadmium) batteries. If you are not 
going to use the appliance for long periods of time or if the batteries are 
flat, remove them from the appliance. This will also help increase their 
working life.
•  Replace the lid of the battery compartment.

CLEANING AND STORAGE
For best hygiene, the exfoliating roller can be detached and washed.
WARNING! The appliance is not waterproof. The appliance must not come 
into contact with water.
Make sure the appliance is turned off. Carefully remove theroller. Rinse 

the roller under running water.

Allow the roller to air dry before replacing on the appliance.

Use a clean, damp cloth to clean the main bod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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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immerse the unit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2. Do not use the unit if it has fallen or if it appears to be damaged.
3. Do not use any accessories other than those recommended by 

manufactur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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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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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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롤러 헤드

전원 
스위치 

배터리 
넣는 곳

매끈한 각질 제거 관리
바비리스 페디시크릿 각질 제거기는 2가지 속도 타입의 롤러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굳은살과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매끄러운 발의 아름다움을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사용 전
•   건전지 넣는 곳의 덮개를 아래로 가볍게 밀어내어 분리하십시오. 

건전지(AA 사이즈 3개)를 배터리 넣는 곳에 넣으십시오. 다시 
건전지 넣는 곳의 덮개를 끼워주십시오. 

 

•  발을 깨끗하게 하신 후 사용해주십시오. 제품 사용 전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지 마십시오. 

•   롤러가 제품에 잘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 방법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약간 촉촉한 상태의 피부에 
사용하십시오. 목욕 후 바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1 단계 : 각질제거 효과를 오래 지속하시려면 각질 제거용 

롤러 (회색 내부)를 빠른 속도로 사용하십시오.
•   살2 단계 : 부드럽고 매끄러운 마무리를 위해, 부드러운 

마무리용 롤러(백색 내부)를 느린 속도로 사용하십시오. 
바비리스 로고가 보이는 방향으로 제품을 잡고 사용하십시오.

본 기기를 켜신 후, 버튼을 한번 누르면 빠른 속도로, 두번 누르면 
느린 속도로 작동됩니다. 
부드럽게 발에 작동시키시어 서서히 발의 굳은살과 각질을 
제거해주십시오.

가장 굳은살이 심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정밀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롤러의 끝부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 
•   기기를 너무 피부에 세게 누르시면 기기의 작동속도가 느려지고 

사용효과가 덜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부위에 3~4초 이상 기기를 멈추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가 자극 받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사용 후 주의사항
사용 후에는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헹구신 후 잘 
건조시켜주십시오. 이후 충분한 보습을 위하여 보습 크림을 발에 
바르시고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마사지하여 주십시오.

중요 사항
발에 상처나 베인 곳, 사마귀 등이 생긴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피부 발진이나 감염(건선이나 습진)이 생긴 
경우에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롤러 교체
롤러의 효과가 약해 질 경우, 각질제거용 롤러를 교체하여 

주십시오. 바비리스 정품 각질제거용 롤러만을 사용하여 교체하여 
주십시오. 기기가 꺼져있는지 확인하신 후 교체하여 주십시오. 
롤러를 제거하실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새로운 롤러를 
기기의 헤드 부분에 장착하여 주십시오.

롤러 교체 후 사용하시기 전에 롤러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건전지 교체
•   건전지 넣는 곳의 덮개를 아래로 가볍게 밀어내려 분리하십시오. 

건전지(AA 사이즈 3개)를 건전지 넣는 곳에 표기된 방향으로 
넣으십시오.  

유의사항 : 사용하던 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알카라인 건전지와 충전지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기기를 
오래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건전지가 방전되었을 경우, 건전지를 
기기에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건전지 넣는 곳의 덮개를 끼워 닫아 주십시오. 

세척 및 보관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각질 제거용 롤러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기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품이 직접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세척 시, 기기가 꺼져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주의를 기울여 
롤러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롤러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주십시오.

롤 러 를  다 시  기 기 에  부 착 하 시 기  전 에  완 전 히 
건조시켜주십시오.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기기의 본체를 닦아주십시오.

주요 안전 주의 사항
제품 사용 시 특히 어린이가 있을 경우, 아래 안전 수칙을 포함한 
기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사용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주십시오.

물에 접촉하거나 빠뜨리시면 안됩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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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제품을 물이나 다른 액체류에 담그지 마십시오. 
2. 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닌 다른 악세서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이 제품을 어린이를 포함하여 신체적, 감각적 또는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 또는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그들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의 
감독하에 사용하거나 사용법에 대해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본 기기를 장난감처럼 다루지 않도록 
감시하여 주십시오. 

날짜 코드
WWYYXXX는 제조 일자로서 W는 ‘주’ 단위, Y는 ‘년’ 단위를 
나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