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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소개
필립스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립스가 드리는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www.philips.com/welcome 에서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중요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위험
 - 본체는 절대로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8세 이상의 아이들과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성인이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린이가 
혼자 제품 청소나 정비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사용 중 칼날 보호대와 먼지 보관함을 열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 제품에 눈에 띄는 손상이 있거나 칼날부 또는 칼날 보호대가 손상된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 중에는 뾰족한 물건이 칼날과 회전축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충전이나 청소 및 유지관리를 할 때는 제품을 켜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 청소 및 유지관리할 때는 손가락 및 손이 칼날과 회전축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사항

 - 이 제품에는 교체할 수 없는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 이 제품은 USB 포트에만 연결하십시오. 제품을 5VDC USB 충전기에 

연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충전 중에는 제품을 끄십시오.
 - 제품이 완전히 충전되면 USB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이 제품은 옷감에만 사용하십시오.

EMF(전자기장)
이 필립스 제품은 EMF(전자기장)와 관련된 모든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품 사용
평평한 곳에서 옷감을 다림질하시기 바랍니다. 옷감 위에서 제품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장식, 지퍼, 단추 및 느슨한 실 부분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척 및 유지관리
안전을 위해 칼날 보호대를 분리하면 칼날이 자동으로 회전을 멈춥니다.

환경
 - 이 기호(그림 13)는 제품을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지정된 전자 제품 수거 장소에 버리십시오. 올바른 분리 
수거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WEEE Symbol(Crossed-out Wheeled Bin)(그림 14)은 제품에 일반 
가정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수 없는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품은 지정된 재활용 수거 장소에 버리거나 필립스 
서비스 센터로 가져와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배터리는 지정된 배터리 
분리 수거함에 버리십시오. 올바른 분리 수거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분리하는 방법

나사를 풀어 케이스를 열고, 인쇄 회로 기판을 제거한 다음 금속 탭을 잘라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보증 및 지원 
보다 자세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립스 웹사이트 
(www.philips.com/support) 를 방문하시거나 제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칼날부의 마모 및 손상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NGLISH

Introduc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urchase and welcome to Philips! To fully 
benefit from the support that Philips offers, register your product at  
www.philips.com/welcome.

Important
Read this user manual carefully before you use the appliance and save 
it for future reference.

Danger
 - Never immerse the appliance in water.
 - This appliance can be used by children aged from 8 years and above 

and persons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f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in a safe 
way and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Children shall not play 
with the appliance. Cleaning and user maintenance shall not be 
made by children without supervision.

 - Do not open and remove the blade guard and fluff compartment 
during use.

 - Do not use the appliance if it shows visible damage or if the blade 
unit or blade guard is broken.

 - Do not let pointed objects come into contact with the blades and 
the rotating shaft during use.

 - Do not switch on and use the appliance when charging or when 
performing cleaning and maintenance.

 - Keep your fingers and hand away from the blades and the 
rotating shaft during cleaning and maintenance.
Caution

 - This appliance contains batteries that are non-replaceable.
 - Only connect this appliance to a USB port. Make sure that you 

connect the appliance to a 5Vdc USB charger.
 - Switch off the appliance when it is charging.
 - Unplug the USB cable when the appliance is fully charged.
 - The appliance is intended for garments only.

Electromagnetic fields (EMF)
This Philips appliance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standards and 
regulations regarding exposure to electromagnetic fields.

Using the appliance
Make sure you smooth out the garment on a flat surface. Do not press 
the appliance onto the garment too hard. Do not use the appliance 
on embroideries, zips, buttons and loose threads.

Cleaning and maintenance
For extra safety, the blades stop rotating automatically when you 
remove the blade guard.

Environment
 - This symbol (Fig. 13) means that you must not throw away the 

appliance with normal household waste. Dispose of it at an official 
collection point for electrical appliances. Correct disposal help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 This crossed-out wheeled bin (Fig. 14) means that the appliance 
contains a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that cannot be disposed 
of with normal household waste. Take the appliance to an official 
collection point or a Philips service centre to have the battery 
removed. Dispose of the battery at an official collection point for 
batteries. Correct disposal of the battery help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Removing the rechargeable battery

Undo the screws, open the casing, take out the printed-circuit board 
and cut the metal tabs to detach the battery.

Guarantee and support 
If you need information or support, please visit www.philips.com/
support or read the separate worldwide guarantee leaflet. 
Note: The guarantee does not cover wear and tear of the blade 
un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