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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FEATURES

Removable nose/
ear cutting head

TROUBLESHOOTING
There are several things to look for if your trimmer fails to operate:
1. Be sure the trimmer is turned on.
2. Make sure that the battery is properly placed in the battery 

compartment. Test the battery to be sure it is working.
3. Check the blades to see if they are clogged with hair clippings; if so, 

use a cleaning brush to remove hair. 

OPERATING INSTRUCTIONS
1. To insert battery, remove compartment cover by turning bottom 

piece of trimmer to the left, then pulling straight down.

2. Insert an AA alkaline battery, positive terminal downward. (If you are 
not going to use the device for long periods of time or if the battery 
is dead, remove the battery from the device. This will increase the 
battery’s life.)

3. After inserting the battery, align the arrow with the notch on battery 
cover and turn to the right to align with the circle.

 *Do not use in the shower. To clean, simply rinse trimmer blade 
under faucet.

4. Always purchase the correct size and grade of battery most suitable 
for the intended use.

5. Clean the battery contacts and also those of the device prior to 
battery installation.

6. Ensure the batteries are installed correctly with regard to polarity (+ 
and -).

7. Never dispose of batteries in fire, except under conditions of 
controlled incineration. Failure to observe this precaution may result 
in an explosion. Never attempt to recharge primary batteries, as this 
may cause leakage, fire, or explosion.

8. This appliance is not a toy. Keep away from children.

TO SWITCH TRIMMER HEADS
Check that the device is turned off.

•    Remove the cutting head of the device by turning it to line up 
mark (  ) with mark ( ). Next pull the head of the device 
upward.

•    Gently place the desired cutting head on the device, then lock by 
turning the cutting head so that the two marks line up (  and ).

TO TRIM NOSE/EAR HAIR
Using the special circular cutting head for nose and ears, gently insert 
the cutting head into the nostril or ear and move it slightly back and forth 
to cut the hair.
NOTE: To trim nose hair, insert trimmer at entry of nostrils and start 
trimming the lower hairs until no longer visible.
To trim ear hair, guide the trimmer around the outer surface of the ear.

BLADE CARE
1. Brush away any loose hair that collects in the blades.
2. Store trimmer in a safe location.
3. Only use BaByliss for men ® blades with this trimmer.

CLEANING YOUR TRIMMER
Make sure trimmer is off.
1. To remove the trimmer head for cleaning, turn the head 

counterclockwise until the “I” mark aligns with the arrow mark, then 
lift the head gently.

2. Rinse the head only under water. For proper functioning of the unit, 
the handle cannot touch or be immersed in water.

3. After cleaning, make sure to shake the head dry before reattaching 
it to the body.

4. To reattach the head onto the body, align the “I” mark on the head 
with the arrow mark on the body and then turn clockwise until the 
“I” aligns with the circle mark on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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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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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use the appliance with teeth missing from the blades, as 

injury may result. Before each use, make certain the blades are 
aligned properly and oile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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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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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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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탈부착 가능한 

제모용 헤드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만일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1. 기기가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건전지 넣는 곳에 건전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건전지가 방전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3. 블레이드에 체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체모 제거를 위해 브러시를 사용하여 제거 하십시오.

사용방법
1. 건전지를 넣기 위해서는, 본 기기의 아래쪽 덮개를 

왼쪽으로 가볍게 민 후 아래로 잡아당겨 열어주십시오.

2. AA 사이즈 건전지를 +극이 아래로 가도록 넣으시고, 

건전지 넣는 곳의 덮개를 끼워주십시오. 만약 기기를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건전지의 수명이 다하였을 경우, 

건전지를 기기에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건전지를 넣은 후, 덮개를 기기의 본체 삼각형 표시에 

맞추어 끼우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원형 표시에 

맞추어 잠가주십시오.

 * 샤워 중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청소하려면 블레이드를 

수도꼭지 아래의 흐르는 물에 간단히 헹구십시오.

4. 항상 적합한 크기와 등급의 건전지를 구입하십시오.

5. 건전지를 넣으시기 전에 건전지와 기기가 닿는 부분을 

깨끗이 해주십시오.

6. 건전지를 넣으실 때 반드시 양 극이(+와 -) 바른 위치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7. 화재를 완벽히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건전지를 

불에 넣지 마십시오.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건전지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누액, 화재 또는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8. 본 기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가지고 놀도록 

하지 마십시오.

제모용 헤드 교체 방법
기기가 꺼져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기의 제모용 헤드에 있는 (  ) 표시를 기기의 (  ) 
표시와 맞닿도록 오른쪽으로 돌린 후 제모용 헤드를 들어 
올리십시오.

• 교체 제모용 헤드를 조심스럽게 장치에 놓은 다음 제모용 

헤드를 왼쪽으로 돌려서 두개의 마크(  와  가 정렬될 수 
있도록 잠가주십시오.

코털 / 귀털 제모 방법
바비리스포맨의 특별한 다이아몬드형 블레이드 제모를 원하시는 

코와 귀에 부드럽게 삽입하고 앞뒤로 조금씩 움직여 제모 

하십시오.

유의사항: 코털을 다듬으시려면 콧구멍 입구에 제모용 헤드를 

삽입하여 입구 근처의 털부터 외관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모 하십시오. 귀털을 다듬으시려면, 귀의 표면을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블레이드의 관리
1. 블레이드에 남아있는 모든 체모를 제거 하십시오.

2. 본 기기를 항상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3. 본 기기에는 ‘바비리스 포맨’ BaByliss for men ® 의 

블레이드만을 사용하십시오. 

기기의 세척
기기가 꺼져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 세척을 위해 제모용 헤드를 분리하시려면, 헤드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 l ’ 표기가 본체 화살표부분과 맞닿도록 

한 뒤 부드럽게 위로 올려주십시오.

2. 제모용 헤드를 물에 헹궈주십시오.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본체는 물에 닿거나 잠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3. 세척 후, 본체에 끼우시기 전에 제모용 헤드를 흔들어 물을 

털어내어 주십시오. 

4. 제모용 헤드를 본체에 다시 끼우실 때에는, ‘ l ’표시를 

본체 화살표 부분에 맞닿도록 하여 끼운 후, 가볍게 반 

시계방향으로 돌려 ‘ l ’표시가 ‘본체 ‘ o ’표시와 

맞닿도록 잠가주십시오.

제품 관리
제모기의 블레이드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주시면 더욱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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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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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기를 블레이드의 날이 빠진채로 사용하시면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전에, 블레이드의 모든 날이 잘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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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방법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본 

기기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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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