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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RY SHAVER
When using your electrical appliance, basic precautions should always 
be followed, including the points listed below. Read the manual before 
using.

IMPORTANT SAFETY INSTRUCTIONS
When using electrical appliances, especially when children 
are present, basic safety precautions should always be 
followed, including the following:
Polythene bags over product or package may be dangerous. 
To avoid danger of suffocation, keep this wrapper away 
from babies and children. This bag is not a toy.

SAFETY PRECAUTIONS
WARNING: Do not use or leave the AC power adaptor in a position 
where it can become wet or there is a danger of it falling into a basin or 
other vessels containing water. Keep the adaptor dry, unless it otherwise 
specified. 

Washable appliance(exclude adaptor)

The above symbol means
“appliance can be cleaned under an open water tap”

Separate shaver from the power cord before cleaning shaver in water.

• Do not immerse appliance in water or other liquids.
• Do not reach for an appliance that has fallen into water. Unplug 

immediately.
• Take care to avoid contact between the moving blades of the unit 

and the skin,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ace, neck and 
hands.

•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use by persons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unless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appliance.

• Do not use any attachments other than those supplied.
• Use this appliance only for its intended use as described within this 

instruction booklet.
• Always unplug the appliance when fully charged.
•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commercial use.
• Never drop or insert any object into an opening.
• Do not use the appliance with damaged or broken attachment 

combs or with any teeth missing from the blades, as injury may 
occur.

• Do not place on any surface while it is operating.
• Keep the cord away from heated surfaces.
• Never twist or pull on the power cord.
• Do not use an extension cord with this appliance.
• After use do not wrap the cord around the appliance as in time this 

may cause the cord to fracture. Coil cord loosely by the side of the 
appliance in storage.

• Do not use outdoors or operate where aerosol (spray) products are 
being used or where oxygen is being administered.

• Do not use the appliance if it is damaged. In the event of damage, 
discontinue use immediately and contact your dealer for instructions 
on returning it for examination or exchange. If the supply cor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by the manufacturer, its service agent 
or similarly qualified person in order to avoid a hazard.

• Always ensure that the voltage to be used corresponds to the 
voltage marked on the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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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plug the unit after each use and before cleaning it.
• Keep unit dry.

CAUTION
1. Never operate the appliance unsupervised, and only in accordance 

with the information on the nameplate.
2. Use only the supplied adaptor.
3. To avoid warming, do not cover the adapter. The adapter is for 

indoor use only.

1.Protective cap 2.Individually floating heads

3. Shaving unit 4. Shaving unit release button

5. ON/OFF 6. LED display

7. Sideburn trimmer 8. Pop-up trimmer switch

9. Charging base

HOW TO USE

•  CHARGING YOUR SHAVER
WARNING: Only use the adaptor supplied with this appliance.
1. When the shaver is turned on, the LED display will light up and show 

the remaining operating time.
2.  If you hear a beep sound and find the charging icon starts to flash 

when using or after use, the battery is low and needs recharging.

3. Use the provided adaptor and charging stand to connect the 
appliance to main supply as picture, or connect shave with adaptor 
to main supply directly.

4. Once charging is started, the charging icon will flash, the LED 
display will still show the remaining operating time, and the 
remaining operating time will increase with charging time.

5. The charging icon will stay on when the appliance is fully charged, 
at the same time, the LED will show 99 and fully charged icon will 
be on. Please stop charge after fully charged.

6. It takes 3 hours for shaver to be fully charge(May vary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7. Store your adaptor and charging stand for next use.

NOTE:Do not charge the appliance for longer than the recommended time.

•  PRESERVING THE BATTERIES
In order to maintain the optimum capacity of the rechargeable batteries, 
the appliance has to be fully discharged every 6 months approximately. 
Then recharge the applicant to full capacity, again about 3 hours.

•  SHAVING

ATTENTION:DO NOT PRESS TOO HARD AGAINST THE SKIN. 
PLEASE NOTE THAT AFTER 8 SECONDS OF USE, THE LED 
DISPLAY WILL TURN OFF AUTOMATICALLY, WHILE THE 
PRODUCT WILL CONTINUE RUNNING.
1. Press the ON button to turn on the shaver. The LED display will light 

up as well.
2. Move the shaving heads over the skin using gentle circular 

movements to capture all the hairs.
3. Go against the direction of the facial hair growing, or shave in the 

same direction if your skin is sensitive.
4. For trimming the sideburns and moustache, push down the pop-up 

trimmer switch and move it downwards applying gentle pressure.

•  TRAVEL LOCK FUNCTION

1. To prevent the appliance from switching on unintentionally, you can 
press and hold down the ON/OFF button for 3 seconds until the lock 
icon appears and a beep sounds.

2. If you want to unlock your shaver again, press and hold down the 
ON/OFF button for 3 seconds, the lock icon apprears and starts to 
flash for approx 3 seconds while a beep sounds. Then the appliance 
can normally work when switch on.

•  LED DISPLAY

ATTENTION:When the battery does not have sufficient power and it 
is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al factors or temperature, the battery 
remaining time may not be precise.
1. When turned on, the LED display shows the battery remaining time.
2. After use, when pressing the OFF button, before turning off, the LED 

display will show the time just spent during shaving.
3. After a few times using the product, if any hair residues get stuck 

into the hair chamber, the LED display will show a small tap icon 
and start making a beeping sound, reminding that the shaving unit 
needs to be cleaned.

4. When the product needs regular daily cleaning, the LED display will show 
a small tap icon, reminding that the shaving unit needs to be washed.

•  CLEANING AND MAINTENANCE

ATTENTION:Make sure the product is completely switched off before 
cleaning.For convenience and better shaving results, it is recommended 
to clean the product regularly after use. Cleaning the product regularly 
will keep it in good condition, avoiding bad odors and bacteria, and 
maintaining good shaving results.

When the tap icon light up and a beep sounds, the shaver needs cleaning. 
Operate as below to clean your shaver.
1. Press the release button to open the shaving unit.
2. Rinse the shaving head and hair chamber directly with water.
3. For deep cleaning, remove the shaving unit by pulling it out.
4. Then turn the lock counterclockwise:  pulling it up  to unlock and 

remove the retaining frame.
5. Then remove and clean one set of blade assy at a time.
6. Separate the blade and ring blade, and clean both parts under water or 

by brush.
7. After cleaning the blade and ring blade, it is recommended to lubricate 

them with some lubricating oil. Then install them on the shaving unit and 
switch it on and off a few times.

ATTENTION:Do not clean more than one blade assy at a time, since 
they are all matching sets. If you accidentally interchange them, it could 
influence the shaving results.

DISPOSAL OF BATTERY
Remove the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before disposal of the shaver. 
Please make sure that the batteries are disposed of at an officially assigned 
location, it should not be mixed with general household waste.

Disconnect the adaptor from the shaver.Wait until the inner blades stop 
turning.Remove the screws and open the shaver.Take out the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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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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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면도기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아래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십시오. 

중요 안전 지침 
제품 사용 시 특히 어린이가 있을 경우, 아래 안전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제품 포장에 사용된 폴리에틸렌 재질의 포장재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위험 하오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유아 및 어린이 침대, 

유모차, 하이체어, 어린이 놀이 지역 안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얇은 막의 필름이 코나 

입에 붙어 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안전 주의사항 
경고: 절대로 AC전원 어댑터가 물에 젖거나 물과 같은 액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거나 놓지 마십시오. 전원 

어댑터는 반드시 건조한 상태로 유지/보관 하십시오. 

본체 부분만 물세척 가능(어댑터 제외)

위 기호의 의미는

“본 제품(본체)은 흐르는 물에 세척할 수 있다“ 입니다.

단, 반드시 전원코드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척하십시오.

• 절대로 물 또는 어느 액체에도 담그거나 빠뜨리지 마십시오. 

• 제품이 물에 빠졌다면 절대로 손을 넣어 빼지 마시고 

전원코드를 빼서 전류를 차단 하십시오.

• 칼날이 매우 날카로우니 얼굴, 목, 손 등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본 제품은 신체적, 감각적으로 불편한 사람 혹은 영유아/

어린이와 같이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다루기에 

위험하니 사용을 금합니다. 

• 어린이가 장난감으로 오인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함께 제공되는 액세서리 및 부품 이외의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설명서에 기술된 목적 및 방법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충전이 완전히 끝나면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 본 제품은 가정용입니다. 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

• 제품의 틈 사이에 이물질을 넣거나 제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 면도날 부분의 부품이 손상되거나 부서진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작동 중에는 절대로 어느 곳에도 올려 두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를 뜨거운 표면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 전원 코드를 강하게 꼬거나 당기지 마십시오.

• 전원 연장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 후 전원 코드를 제품에 말아서 보관하면 전원 

코드가 손상될 수 있으니 전원 코드를 느슨하게 정리하여 

보관하십시오. 

• 실외나 에어로졸 스프레이가 사용되는 중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기가 손상된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상이 발견된 경우 A/S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특히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반드시 제조업체 및 명시된 

A/S센터의 담당자에게 수리받으셔야 합니다. 

• 본 제품이 사용하는 국가의 전압에 맞는지 사용 전 반드시 

확인 하십시오. 

•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욕실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시기를 

권장하며 욕실의 잔류 전류 용량은 30MA 이하여야 

합니다. 욕실 등에서 사용시 위 사항을 참조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후 혹은 세척 전 반드시 전원 코드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세척 후에는 완전히 말리고 항상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주의 
1. 반드시 본 제품을 설명서 및 본체에 적힌 정보에 따라 

작동 및 사용하십시오. 

2. 제공된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3. 본 제품은 가정(실내)용이며, 어댑터의 과열을 막기위해 

절대로 어댑터 위를 덮거나 씌우지 마십시오. 

1. 보호캡 2. 3D스마트 플로팅 헤드 

3. 2중 구조 정밀 면도날 4. 헤드 분리 버튼

5. ON/OFF 전원 버튼 6. LED 디스플레이

7. 후면 정밀 트리머 8. 트리머 팝업 버튼

9. 충전 스탠드

사용법

•  전기 면도기 충전
경고: 반드시 제조사에서 제공된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1. 면도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LED디스플레이에 남은 작동 

시간이 표시되며 바로 작동이 시작됩니다.  

2. 사용 시 ‘빕＇소리가 나거나 LED디스플레이에 충전 

아이콘이 깜빡이면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므로 충전하십시오. 

3. 제조사에서 제공된 어댑터와 충전 스탠드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전원에 연결하거나 면도기 하단의 단자에 

직접 어댑터를 연결하십시오. 

4. 충전이 시작되면 LED디스플레이에 있는 충전 아이콘이 

깜빡거리고 남은 작동 시간이 표시됩니다. 남은 작동 시간은 

충전 시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5. 충전이 완료되면 LED디스플레이의 충전 아이콘이 깜빡임을 

멈추고 남은 시간에 ’99’가 표시됩니다. 완전히 충전 한 

후 전원 어댑터에서 분리하십시오. 

6. 본 제품은 완전히 충전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분리한 전원 어댑터와 충전스탠드를 정리하여 보관하십시오. 

주의:권장 시간보다 오래 제품을 충전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보관
충전식 배터리의 최적 용량을 유지하려면 약 6개월마다 완전히 

방전시킨 후, 다시 3시간 정도 완전히 재충전하십시오.

•  면도

주의: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면도날이 있는 헤드부분을 

강하게 눌러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작동을 시작하고 8초 후 

LED디스플레이의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제품은 계속 작동함)

1. 전원버튼을 누르면 LED디스플레이가 켜지고 면도기가 

작동됩니다. 

2.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며 면도 하십시오. 

3. 수염이나 모발이 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다 깨끗한 

면도가 됩니다. 단 피부가 민감한 경우 수염의 결에 따라 

면도하십시오.

4. 구레나룻과 콧수염 등은 후면 정밀 트리머를 사용하십시오. 

트리머를  사용하실 때는 모의 결을 따라 아래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이십시오. 

•  트래블 락 (TRAVEL LOCK) 기능 

1. 사용하지 않는 동안 기기가 실수로 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고음과 함께 LED디스플레이에 잠금 아이콘이 

나올 때까지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르십시오. (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3초가 카운트 됩니다.)

2. 면도기의 잠금을 다시 해제하려면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잠금 아이콘이 깜빡거리며 3

초가 카운트 됩니다.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숫자가 사라질 

때까지 전원버튼을 누르면 기기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LED 디스플레이

주의: 배터리의 잔여 사용 시간은 배터리의 잔량, 외부환경 혹은 

온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상황에 따라 남은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기의 전원을 켜면 LED디스플레이에 배터리의 잔여 사용 

시간이 표시됩니다.

2. 사용 후 전원 버튼을 누르면 LED디스플레이에 면도시 

사용한 시간이 표시됩니다.

3. 본 제품을 여러 차례 사용한 후, 면도날이 있는 헤드에 

모발과 같은 이물질이 있는 경우 LED디스플레이에 수도꼭지 

아이콘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이 경우 면도기를 

청소하십시오.

4. 혹은 정기적인 세척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도기 세척을 

위해 LED디스플레이에 수도꼭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세척 및 관리

주의: 제품의 세척 전 반드시 제품의 전원을 완전히 꺼주십시오. 

쾌적한 사용과 더 나은 면도 결과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제품을 

세척하십시오. 정기적인 제품 세척은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의 

감염을 줄이고 깨끗한 면도 결과를 유지해 줍니다. 

경고음과 함께 수도꼭지 아이콘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면 

면도기 청소가 필요합니다. 아래 설명에 따라 기기를 세척/

청소 하십시오. 

1. 면도기 헤드 전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 헤드를 열어주십시오. 

2. 면도기 헤드와 면도날부분을 흐르는 물에 헹궈 주십시오. 

3. 세밀한 세척을 위해 헤드의 뒷부분을 통째로 잡아 당겨 

본체에서 분리하십시오. 

4. 헤드 뒷면의 잠금 장치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풀어 

주십시오. . 

5. 3개의 날을 절대로 한번에 분리하지 마시고 한번에 한 

세트씩 헤드에서 떼어내십시오. 

6. 분리된 칼날 세트에서 링과 날을 분리하여 물이나 청소용 

브러시로 세척하십시오. 

7. 세척한 날과 링에 윤활유를 바르십시오.(윤활유를 바르면 

제품의 수명이 연장되고 부드러운 면도를 돕습니다.) 세척 

후 부품을 제자리에 다시 끼운 후 반드시 제대로 맞춰졌는지 

몇 차례 작동시켜 확인하십시오. 

주의: 절대로 면도기 헤드에 있는 칼날을 한번에 모두 빼서 

세척하지 마십시오. 각 부분에 맞춰 최적으로 조립된 면도날 

세트이므로 실수로 바뀌면 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에 한 세트씩 분리하여 정밀 세척하십시오. 

배터리 배출 및 폐기
본 제품에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버리거나 폐기 전에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분리한 배터리는 

환경을 위해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다른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지 마십시오. 배터리에서 수은이나 

납이 흘러나와 환경이 오염됩니다.

배터리 제거하기: 먼저 전원 어댑터에서 면도기를 분리하십시오. 

제품의 전원이 완전히 꺼져 있고 면도기 헤드의 칼날이 완전히 

멈춘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면도기 상단의 헤드를 연 후 

나사를 풀어 내장된 배터리를 빼내십시오.

경고
절대로 전원 코드를 강하게 당기거나, 꼬거나, 심하게 구부리지 

마십시오. 또한 절대로 전원 코드를 제품에 강하게 말아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장시간 꼬아진 채로 보관되거나 심하게 

구부러진 전원 코드는 제품의 손상 및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전원 코드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손상이 확인되거나 

제품의 작동이 간헐적으로 멈춘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보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보관 중 전원코드를 강하게 꼬거나 묶지 

마십시오.

제조일 표기
제조일은 본 제품에 WWYYXXX형태로 표기되며 W는 '주', Y는 

'년도'를 나타냅니다.

제품 및 A/S 문의 
콘에어코리아트레이딩주식회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66 서울숲드림타워 1304~1306호

소비자상담실:1899-0209

A/S센터:자사의 A/S대행업체인 필일렉 www.fillelec.co.kr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까운 A/S센터(전국 38개점)을 확인하세요.

수입 판매원 
콘에어코리아트레이딩주식회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66 서울숲드림타워 1304~1306호

소비자상담실: 1899-0209
A/S센터: 자사의 A/S대행업체인 필일렉 www.fillelec.co.kr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까운 A/S센터(전국 38개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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