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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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description (Fig. 1)
A Cutting element
B Trimming head
C ^= ‘Open’ indication 
D Setting indicator
E Battery compartment cover
F Motor unit
G 0 = ‘Off ’ indication
H I = ‘On’ indication
I Sealing ring
J Protection cap
K Short eyebrow comb (3mm/0.12in)
L Long eyebrow comb (5mm/0.2in)
M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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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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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tion
This appliance can only be operated on a 
battery.
Do not use the appliance when the cutting 
element or the appliance itself is damaged or 
broken, as this may cause injury.
Use and store the appliance at a temperature 
between 15°C and 35°C.
This appliance is only intended for trimming 
nose hair, ear hair, eyebrows and neck hair. Do 
not use it for another purpose.
Remove the battery from the appliance if you 
are not going to use it for some time.
If the appliance is subjected to a major change 
in temperature, pressure or humidity, let the 
appliance acclimatise for 30 minutes before you 
use it.
For hygienic reasons, the appliance should only 
be used by one person.

Electromagnetic fields (EMF)
This Philips appliance complies with all standards 
regarding electromagnetic fields (EMF). If handled 
properly an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this 
user manual, the appliance is safe to us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today.

Preparing for use
	1	 	To	remove	the	battery	compartment	cover,	

turn	it	to	the	left	until	the	setting	indicator	
points	to	the	‘open’	(	^)	indication.	Then	pull	
the	battery	compartment	cover	off	the	motor	
unit.		(Fig.	2)

	2	 	Put	the	battery	in	the	battery	
compartment	(Fig.	3).

Make sure the + and - poles of the battery point in 
the right direction.

Note: The appliance runs on one R6 AA 1.5-volt 
battery (included). Preferably use Philips alkaline 
batteries. A new AA alkaline battery has an operating 
time of up to 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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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lide	the	battery	compartment	cover	back	
onto	the	motor	unit.	Turn	the	cover	to	the	
right	until	the	setting	indicator	points	to	the	
‘off ’	(0)	indication	(Fig.	4).
Make	sure	the	sealing	ring	is	properly	
placed	(Fig.	5).
To avoid damage due to battery leakage:
do not expose the appliance to direct sunlight.
do not expose the appliance to temperatures 
higher than 35°C.
remove the battery if you are not going to use 
the appliance for a month or more.
do not leave an empty battery in the appliance.

Using the appliance
	1	 	Remove	the	protection	cap	by	pulling	it	off	

the	appliance	(Fig.	6).
	2	 	To	switch	on	the	appliance,	turn	the	

battery	compartment	cover	to	the	right	
until	the	setting	indicator	points	to	the	‘I’	
indication	(Fig.	7).

	3	 	Before	you	use	the	trimmer	for	the	first	time,	
test	it	on	a	small	part	of	your	arm	or	leg.

If	any	irritation	or	allergic	reaction	occurs,	
discontinue	use	immediately.	Do	no	use	the	
trimmer	on	sensitive	or	irritated	skin.
	4	 	Trim	your	nose	hair,	ear	hair,	neck	hair	or	

eyebrows	as	described	in	the	rest	of	this	
chapter.

	5	 	To	switch	off	the	appliance,	turn	the	
battery	compartment	cover	to	the	left	
until	the	setting	indicator	points	to	the	‘0’	
indication	(Fig.	8).

	6	 	Put	the	protection	cap	back	onto	the	cutting	
element	after	use	to	prevent	damage.
Trimming nose hair

Make sure your nostrils are clean.

	1	 	Carefully	insert	the	cutting	element	into	one	
of	your	nostrils.

Do	not	insert	the	cutting	element	more	than	
0.5cm	into	your	nostrils.
	2	 	Slowly	move	the	appliance	around	to	remove	

all	unwanted	hairs	in	your	nostrils	(Fig.	9).
Trimming ear hair

Make sure your outer ear channels are clean and 
free from wax.

	1	 	Slowly	move	the	cutting	element	along	the	
rim	of	the	ear	to	remove	hairs	that	stick	out	
beyond	the	rim	(Fig.	10).

	2	 	Insert	the	cutting	element	into	the	outer	ear	
channel.

Do	not	insert	the	cutting	element	more	than	
0.5cm	into	your	ear	channel,	as	this	could	damage	
the	eardrum.
	3	 	Slowly	turn	the	appliance	around	to	remove	

all	unwanted	hairs	from	your	outer	ear	
channel	(Fig.	11).
Trimming neck hair

	1	 	Place	the	cutting	element	gently	on	the	skin	
and	move	the	appliance	slowly	over	the	skin	
against	the	direction	of	hair	growth.		(Fig.	12)
Trimming eyebrows

With the short and long eyebrow combs, you 
can use the appliance to trim your eyebrows to a 
uniform hair length.

	1	 	Comb	your	eyebrows	in	the	direction	of	hair	
growth	(Fig.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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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hoose	the	short	or	long	comb,	depending	
on	the	desired	hair	length.	The	indications	
‘short’	and	‘long’	are	on	the	combs.
short comb: 3mm/0.12in
long: 5mm/0.2in

Tip: We advise you to start trimming with the long 
comb. If you think your eyebrows are still too long 
after this, use the short comb.
	3	 	Slide	the	eyebrow	comb	onto	the	cutting	

element.
Make	sure	that	the	eyebrow	comb	has	
been	properly	slid	into	the	grooves	on	both	
sides	(Fig.	14).
	4	 	To	switch	on	the	appliance,	turn	the	

battery	compartment	cover	to	the	right	
until	the	setting	indicator	points	to	the	‘I’	
indication	(Fig.	7).

	5	 	Move	the	comb	over	the	eyebrow	from	the	
outer	tip	of	the	eyebrow	towards	the	base	
of	the	nose	(against	the	direction	of	hair	
growth)	(Fig.	15).

Never	try	to	trim	your	eyelashes.	Keep	the	
appliance	away	from	your	eyes.

Cleaning
Clean the appliance immediately after use and 
when a lot of hair or dirt has accumulated on the 
cutting unit.

Never	use	compressed	air,	scouring	pads,	abrasive	
cleaning	agents	or	aggressive	liquids	such	as	
petrol	or	acetone	to	clean	the	appliance.	
The	trimming	head	cannot	be	opened	or	
detached.
	1	 	Make	sure	the	appliance	is	switched	off.
	2	 	Clean	the	cutting	element	with	the	brush	

supplied.	Pay	extra	attention	to	the	edges	of	
the	cutting	element	(Fig.	16).

Tip: To remove all hairs, let the appliance run briefly 
and then clean the cutting element with the brush 
again.
	3	 	Clean	the	combs	under	the	tap.
	4	 	Switch	on	the	appliance.
	5	 	Rinse	the	cutting	element	under	the	tap	with	

hot	water	(Fig.	17).
	6	 	Switch	off	the	appliance	and	let	it	dry.
Do	not	tap	on	the	cutting	element.
Do	not	use	any	sharp	objects	to	clean	the	cutting	
element.

Note: The appliance does not need any lubrication.

Replacement
If the eyebrow combs are damaged or worn, 
always replace them with original Philips eyebrow 
combs, which are available from authorised Philips 
service centres.
The cutting element cannot be replaced. If 
the cutting element is damaged or worn, you 
must discard the whole appliance (see chapter 
‘Environment’) and replace it with a new one.

Environment
Batteries contain substances that may pollute 
the environment. Remove the battery when 
it is empty or when you discard the appliance. 
Do not throw away the battery with the 
normal household waste, but hand it in at an 
official collection point (Fig. 18).
Do not throw away the appliance with the 
normal household waste at the end of its life, 
but hand it in at an official collection point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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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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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ing. By doing this, you help to preserve 
the environment (Fig. 19).

Guarantee and service
If you need service or information or if you have 
a problem, please visit the Philips website at www.
philips.com or contact the Philips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you find its phone number 
in the worldwide guarantee leaflet). If there is no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go to your 
local Philips dealer.

Guarantee restrictions
The guarantee becomes invalid when the appliance 
is not used and/or not maintained properly or 
when it is damaged by dropping.

 Troubleshooting
This chapter summarises the most common 
problems you could encounter with the 
appliance. If you are unable to solve the problem 
with the information below, contact the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Problem Possible	
cause

Solution

The 
appliance 
becomes 
hot during 
use.

The cutting 
element is 
dirty.

Soak the 
cutting element of 
the nose trimmer 
in a bowl with 
water and some 
washing-up liquid 
for 2 minutes. Then 
rinse the cutting 
element with fresh 
water and let it dry. 
Clean the cutting 
element after every 
trimming session.

The 
appliance 
does not 
work.

The battery 
is empty.

Replace the battery 
by a new one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The cutting 
element is 
dirty.

Soak the 
cutting element of 
the nose trimmer in 
a bowl with water 
and some washing-
up liquid soap for 
2 minutes. Then 
rinse the cutting 
element with fresh 
water and let it dry. 
Clean the cutting 
element after every 
trimm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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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품 소개

필립스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
립스가 드리는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www.philips.co.kr에서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각 부의 명칭 (그림 1)

A 커팅 부품
B 트리머 헤드
C ^= ‘열기’ 표시 
D 설정 표시등
E 배터리함 덮개
F 본체
G 0 = ‘꺼짐’ 표시
H I = ‘켜짐’ 표시
I 봉합 링
J 보호 뚜껑
K 짧은 눈썹용 빗(3mm/0.12in)
L 긴 눈썹용 빗(5mm/0.2in)
M 브러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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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신체적인 감각 및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
거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용자
(어린이 포함)는 혼자 제품을 사용하지 말
고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에 책임 질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사람
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십시오.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지
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 제품은 배터리로만 작동됩니다.
커팅 부품 또는 제품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고장 난 제품은 다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
지 마십시오.
제품은 15°C - 35°C 사이의 온도에서 
사용 및 보관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본 제품은 코털, 귀털, 눈썹 및 목털 정리
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용도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에
서 배터리를 빼 두십시오.
온도, 압력 및 습도 차가 큰 곳에서는 제품
을 30분 정도 후에 사용하십시오.
위생상 좋지 않으므로 이 제품을 타인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기장(EMF)
이 필립스 제품은 전자기장(EMF)과 관련된 
모든 기준을 준수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할 경우 이 제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 준비

	1		배터리함	덮개를	분리하려면	설정	표시기
가	‘열림’(	^)	표시를	가리킬	때까지	왼
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런	다음	배터리함
을	본체에서	당겨	분리합니다.		(그림	2)

	2		건전지함에	건전지를	넣으십시오	(그
림	3).

배터리의 극성(+/-)에 맞게 끼우십시오.

참고:	이	제품은	1개의	R6	AA	1.5V	배터리로	
작동됩니다(함께	제공).	필립스	알카라인	배
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	AA	
알카라인	배터리를	넣으면	최대	2시간까지	제
품이	작동합니다.

	3		배터리함	덮개를	다시	본체에	밀어	넣습
니다.	설정	표시기가	‘꺼짐’(0)을	가리
킬	때까지	덮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십시
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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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	링의	위치가	올바른지	확인하십시
오	(그림	5).

배터리 누액에 의한 손상 방지:
제품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제품을 35°C 이상의 고온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한 달 이상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는 배터리를 꺼낸 후 보관하십시오.
수명이 다 된 배터리를 제품에 넣은 상태
로 두지 마십시오.

제품 사용

	1		제품에서	보호	캡을	당겨	분리하십시
오	(그림	6).

	2		제품의	전원을	켜려면	설정	표시기가	
‘I’	표시를	가리킬	때까지	덮개를	오른
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림	7).

	3		트리머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팔이나	다리
의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십시오.

자극이나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민감성	피부	또는	자극을	받은	
피부에	본	트리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이	장에서	설명하는	대로	코털,	귀털,	목
털	또는	눈썹을	정리하십시오.

	5		제품의	전원을	끄려면	설정	표시기가	
‘0’을	가리킬	때까지	덮개를	왼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림	8).

	6		손상	방지를	위해	사용	후에는	커팅	부품
에	보호	캡을	다시	씌우십시오.

코털 트리밍
콧속 상태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1		한쪽	콧구멍	속에	커팅	부품을	주의하여	
넣으십시오.

커팅	부품을	콧속으로	0.5cm	이상	넣지	마
십시오.

	2		제품을	천천히	돌려	코털을	정리하십시
오	(그림	9).

귀털 트리밍
바깥쪽 이도가 귀지 없이 청결한 상태인지 확
인하십시오.

	1		귀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커팅	부품을	움직
여	가장자리	안쪽에서	삐져	나온	귀털을	
제거합니다	(그림	10).

	2		커팅	부품을	바깥쪽	이도	속으로	넣으십시
오.

고막에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이도	속에	커
팅	부품을	0.5cm	이상	넣지	마십시오.

	3		천천히	제품을	돌려	바깥쪽	이도에서	귀털
을	정리하십시오	(그림	11).

목털 트리밍

	1		커팅	부품을	피부에	가볍게	올려	놓고	체
모가	자라는	반대	방향으로	트리머를	천천
히	미십시오.		(그림	12)

눈썹 트리밍
짧고 긴 눈썹 빗을 사용하여 제품으로 눈썹 
길이를 일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눈썹을	빗질하십시
오	(그림	13).

	2		눈썹	길이에	따라	짧은	빗	또는	긴	빗을	선
택하십시오.	‘짧음’	및	‘김’	표시는	
빗에	나와	있습니다.
짧은 빗: 3mm/0.12in
긴 빗: 5mm/0.2in

도움말:	처음	트리밍을	시작할	때에는	긴	빗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후에도	눈
썹이	길다고	생각되면	그	때	짧은	빗을	사용
하십시오.

	3		눈썹	빗을	커팅	부품	위에	밀어	끼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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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빗이	양쪽	홈에	제대로	끼워졌는지	확인
하십시오	(그림	14).

	4		제품의	전원을	켜려면	설정	표시기가	
‘I’	표시를	가리킬	때까지	덮개를	오른
쪽으로	돌리십시오	(그림	7).

	5		눈썹	끝에서	코	하단	방향(털이	자라는	반
대	방향)으로	빗을	눈썹	위에서	움직이십
시오	(그림	15).

속눈썹은	트리밍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눈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청소

사용 후 또는 커팅 유닛에 많은 털이 쌓이거
나, 더러울 경우 바로 제품을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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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밍	헤드는	열리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1		제품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2		제공된	브러시를	사용하여	커팅	부품을	
청소하십시오.	커팅	부품	가장지리는	청
소	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림	16).

도움말:	붙어있는	털을	모두	제거하려면	제
품을	가동시킨	후	브러시로	다시	한	번	청소
합니다.

	3		흐르는	수돗물로	빗을	세척하십시오.

	4		제품의	전원을	켜십시오.

	5		온수	상태로	흐르는	수돗물로	커팅	부품을	
세척하십시오	(그림	17).

	6		제품의	전원을	끄고	건조시키십시오.

커팅	부품을	톡톡	두드리지	마십시오.

커팅	부품	세척	시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이	이발기는	윤활유가	필요	없습니다.

교체

눈썹용 빗이 손상되거나 마모된 경우 필립
스 정품 눈썹용 빗으로 교체하십시오. 이 빗
은 필립스 서비스 센터에서 구입하실 수 있
습니다.
커팅 부품은 교체할 수 없습니다. 커팅 부품
이 손상되거나 마모된 경우에는 제품 자체를 
폐기(‘환경’ 부문 참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십시오.

환경

배터리에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경
우 또는 제품을 폐기하기 전에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배터리는 일반 가정용 쓰레
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지정된 배터리 
분리 수거함에 버리십시오 (그림 18).
수명이 다 된 제품은 일반 가정용 쓰레
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지정된 재활
용 수거 장소에 버리십시오. 이런 방법으
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림 19).

품질 보증 및 서비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사용상
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필립스전자 홈페이
지(www.philips.co.kr)를 방문하시거나 필립
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전국 서비
스센터 안내는 제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주)필립스전자: (02)709-1200 *고객 상담
실: (080)600-6600(수신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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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제한
제품이 바르게 사용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경
우 또는 제품을 떨어뜨려 손상된 경우에는 품
질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문제 해결

이 란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합
니다. 발생한 문제를 아래 정보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립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
십시오. 

문제점 가능한 
원인

해결책

사용하
는 동
안 제
품이 
뜨거워
집니
다.

커팅 
부품이 
더럽습
니다.

코털 트리머의 커팅 부
품을 세제를 푼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십시오. 그
런 다음 커팅 부품을 깨
끗한 물로 헹구고 말리십
시오. 매번 사용하고 난 
후 커팅 부품을 세척하
십시오.

제품이 
작동하
지 않
습니
다.

배터리
가 방
전되었
습니
다.

새 건전지로 교체하십시
오(‘사용 전 준비’란 
참조).

커팅 
부품이 
더럽습
니다.

코털 트리머의 커팅 부
품을 세제를 푼 물에 2분 
정도 담가 두십시오. 그
런 다음 커팅 부품을 깨
끗한 물로 헹구고 말리십
시오. 매번 사용하고 난 
후 커팅 부품을 세척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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