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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요 안전 정보
본 제품과 해당 액세서리를 사용하기 전에 이 중요 
정보를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제공되는 액세서리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 전원 공급 장치를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

그림 1).

경고
 -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제품과 함께 제공된 분리형 

전원 공급 장치(HQ8505)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전원 공급 장치에는 변압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른 플러그로 교체하기 위해 
전원 공급 장치를 잘라내지 마십시오.

 - 8세 이상 어린이와 신체적인 감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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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하에 있지 않은 어린이가 제품 청소 및 관리를 
하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 물로 세척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의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항상 확인하십시오. 제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상된 부품은 반드시 
정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십시오.

 - 본 제품에는 교체 불가형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품을 열어 충전식 배터리를 교체하지 마십시오.

주의
 - 충전대를 물에 담그거나 물로 헹구지 마십시오 (

그림 1).
 - 본체는 절대로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목욕이나 

샤워 중에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60°C보다 뜨거운 물로 제품을 세척하지 

마십시오.
 - 사용 설명서에 나온 본래 용도로만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 위생상 좋지 않으므로 이 제품을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전기 공기 청정제가 사용되고 있는 
벽면 콘센트를 통해 또는 그 근처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세척할 때 압축 공기, 수세미, 연마성 
세제나 휘발유, 아세톤과 같은 강력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MF(전자기장)
이 Philips 제품은 EMF(전자기장) 노출과 관련된 모든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일반
 - 이 제품은 안전하게 물 세척 (그림 2)이 

가능합니다.
 - 전원 공급 장치는 100 ~ 240V 범위의 전원에 

적합합니다.
 - 전원 공급 장치는 100-240V의 전압을 24V 

미만의 안전한 저전압으로 변환해 줍니다.

재활용
 - 수명이 다 된 제품은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재활용품 수거 장소에 
버리십시오. 이를 준수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에는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면 안 
되는 충전식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지정된 재활용 수거 장소 또는 필립스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 충전식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 및 전자 제품과 충전식 배터리의 분리 수거에 
대한 해당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제품을 
올바르게 폐기하면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분리하는 방법

제품을 폐기할 때에만 충전식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제품을 
벽면 콘센트에서 분리했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을 분해하고 충전식 배터리를 
폐기할 때 필요한 안전 주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1  제품 뒷면이나 앞면에 나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나사가 있을 경우 나사를 푸십시오.

2  일자형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제품의 후면 패널 
및/또는 전면 패널을 분리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충전식 배터리가 장착된 인쇄 회로 기판이 보일 
때까지 추가 나사 및/또는 부품을 분리하십시오.

3  충전식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품질 보증 및 지원
보다 자세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립스 
웹사이트(www.philips.com/support)를 방문하거나 
국제 보증 리플릿을 참조하십시오.

보증 제한
커팅 유닛은 소모품이므로 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Bij een gewoon leaflet,  
hier de cover plaatsen.

Wat hier boven staat is voor een 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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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커터 날에 윤활유가 고르게 

도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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