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내용(외관, 디자인 및 규격)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규격

제품명

모델명

정격전압

충전시간/사용시간

제품크기

제품중량

구성품

고객상담실

전자파적합등록번호

펫 클리퍼

NC-A10W

100-240 V~, 50/60 Hz, 0.2A (O/P : 5 Vdc, 1A)

충전시간 : 약 3시간 

사용시간 : 최대 4 시간(5000RPM으로 했을 때) 

185mm(L) X 46mm(W) X 42mm(H)

약 218g

빗살캡4EA(3, 6, 9, 12mm), 어댑터, 오일, 브러쉬, 거치대

1588-8899

R-R-cke-NC-A10 

청소 및 유지관리 사용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 사용 후 항상 이발기날을 깨끗이 보관해 주십시오.

이 때 물이나 수세미, 연마성 세제나 휘발유, 아세톤과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제공된 브러쉬로 털만 떨어 내십시오. 

※ 제품을 사용하기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 어댑터는 반드시 동봉된 정품을 사용하십시오.

1.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2. 제품을 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목욕이나 샤워 등의 습한 환경에서 충전하지 마십시오.

3. 제품을 40도 이상, 0도 이하 환경에서 충전하지 마십시오.

4. 충전 시 주변에 물기가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5. 반드시 제공된 어댑터로만 충전 하여 주십시오.

6. 어린이가 제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

7.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어댑터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해 주십시오.

8. 이발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다른 용도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9. 제품의 손상 혹은 사용 중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제품 작동 중
 눈, 피부, 옷, 실, 전선 등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10. 제품 사용 및 청소 시 절대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1. 사용 후에는 헤드를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12. 본 제품은 배터리형 제품으로 폐기시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 수거장소에 폐기하십시오.

13. 충전을 10시간 이상 하지 마십시오.

※ 제품 사용과정 또는 충전 중 약간 뜨거워 지는 현상은 정상입니다.

※ 충전시간은 약 3시간이며 완충 시, 최대 연속사용 가능 시간은 4시간입니다.
 (단, 5000RPM 으로 사용 했을 시)

[배터리 사용상 주의사항]

(1) 누액, 파열의 우려가 있으므로(+),(-)를 바르게 넣으십시오.

(2) 분해, 단락, 가열하지 마십시오.

(3) 다른 전지와 혼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정해진 어댑터에만 충전하십시오.

칼날 청소

1) 구성품 청소용 브러쉬로 날을

 청소하여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2) 날을 분리하여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여 줍니다.

세라믹 상날

티타늄날

지렛대

이발기날 청소방법

그림을 참고하여 세라믹 상날과 티타늄날 사이사이 털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십시오.

오일 주입

보관하실 때 제공된 오일을 칼날에(그림 빨간점 부분) 

한방울씩 뿌려 주십시오.

원활한 커팅 작업 및 사용시간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칼날에 오일을 주기적으로 뿌려주십시오.

※ 오일을 눈에 넣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수리를 의뢰할 때는 구입일자가 기재된 본 보증서를 제시해야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 랍니다.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 펫 클리퍼

모  델  명 : 

담  당  자 : 

구  입  일 : 년         월         일

고객성명 : 

고객주소 : 

판매점 상호 : 

연   락   처 : 

연   락   처 : 

넬로 펫클리퍼 사용설명서
PET CLIPPER USER MANUAL

본 제품은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없이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 주의사항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읽어 주십시오.
▶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잘 보관해 주십시오.



1. 티타늄&세라믹 듀얼 코팅 커팅날

    : 뛰어난 절삭력과 우수한 내마모성을 자랑합니다.

2. 4단계 길이조절&3단계 출력조절

    : 단모부터 장모까지 다양한 길이의 털 관리가 가능합니다.

3. 분리가능형 커팅날

    : 간편한 세척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4. 인체공학적 디자인

    : 뛰어난 그립감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대용량 배터리 탑재  

    : 최대 4시간동안 무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1. 컷팅 칼날 높이를 조절 하여 주십시오. (4단계 조절 가능)

2.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3. 컷팅 속도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속도로 조절 하여 주십시오.

4. 최대 충전 시 최대 사용시간은 약 4시간입니다. (5000RPM 으로 사용할 시)

※ 작동 중 간헐적으로 비프음이 들리거나 소음이 커지면 구성품에 제공된 오일을 뿌려 주십시오.

※ 제품 생산과정에서 버튼부의 윤활 작업으로 인해 소량의 오일이 묻어 있을 수 있으나 

 제품기능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구매 후 사용전 타올이나 마른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바랍니다.

1. 3단계 RPM속도 표시

 : 5000 / 5800 / 6500 RPM

2.배터리 잔량 표시(1~100%)

3. 사용한 지 매 2시간마다 왼쪽 표시부 부분에

 오일 표시등이 켜지면 오일 첨가를 잊지 말라는

 경고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시부

 부분에 충전 표시등이 켜지면(배터리가 15%

 미만으로 깜박이는 경우)즉시 충전하십시오.

제품구성 및 명칭 제품특징 사용방법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크기의 빗살 캡 장착

1. 충전 잭을 이발기 본체나 충전용 거치대에 꽂은 후 어댑터를 꽂아 주세요.

2. LCD 작동 표시부 우측 하단에 충전이 되고있다는 충전기 표시가 나타나며
 삐 소리가 나면 충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충전이 완료되면
 삐 소리가 나면서 충전기 표시가 사라집니다.

※ 최대 충전시간은 3시간이므로 3시간 이상 충전하여 사용하시고,
 10시간 이상 충전하지 마십시오.

※ 충전 중에도 작업 가능 / 충전하기 전에 기기를 끄십시오.

충전방법

칼날 높이 조절부
조절부 버튼을 눌러 위, 아래로 칼날 높이를

4단계로 조절합니다.(0.8mm~2.0mm)

컷팅 길이 조절 방법

LCD 표시부

그림처럼 빗살캡 양쪽을 잡고 아래로
누르면 탁 소리가 나면서 끼워 집니다.
뺄 때에는 양쪽 끝을 두손으로
잡고 위로 올려 줍니다.

※ 빗살캡이 벗겨지지 않도록 양쪽 끝이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빗살캡을 같이 사용하면
 3.8mm~14mm까지 컷트 길이 조절 가능

커팅날 분리방법

사진과 같이 날 밑부분을 받치고

엄지를 이용해 날을 강하게 밀어주세요.

커팅날이 분리되면서 땅에 떨어져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커팅날 분리방법

분리되 커팅날을 장착하기 전

반드시 조절부를 2.0mm로

조절하십시오.

칼날(B) 부분을 본체(A)부분

홈에 맞춥니다.

[딸칵]소리가 날때까지

안쪽으로 밀어서 장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