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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합니다

Master® 무선  
리튬 이온 클리퍼
•  오리지널 Master 팬들을 위한 아이코닉한 스타일링
•  고속 로터리 모터로 젖어 있거나 건조한 모발 이발 |  

7,200 SPM
•  수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견고한 

알루미늄 하우징
•  고정 속도 기술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지 않음
•  리튬 이온 배터리로 90분 이상 작동 시간 보장, 60분 만에  

충전 완료
•  유선 Master보다 35% 가벼운 중량
•  단일 레버로 정밀 블레이드 사이즈 000~1 조절
•  유/무선 디자인으로 유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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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0 MLC

Master® 무선 리튬 이온 클리퍼

등급:  100-240V, 50/60Hz
속도: 단일 속도
모터: 로터리 - 7,200 SPM
작동 시간: 90분 
충전 시간: 60분
중량: 13.1온스

조절식 블레이드 #74040(000~1)

구성:
• 프리미엄 충전 거치대
• 충전기 어댑터
• 블레이드 오일

액세서리: 
• 이중 자석 부착용 빗 세트 #01410

22날 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000~1 

74040

조절식 페이드 블레이드 
사이즈 00000~000  

74045

28날 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000~1 

01513

Phat Master®  
블레이드 

사이즈 1A-2 
01755

카본 스틸

22날 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000~1  

74070

조절식 페이드 블레이드 
사이즈 00000~000 

74075

크롬 도금

교체용 블레이드 교체용 블레이드



클래식한 정밀도, 현대적인 성능

정밀 커팅으로 이름 난 Master®의 신형 무선 
버전으로 흠결 없는 페이드와 깔끔한 테이퍼를 
만듭니다. 사이즈 000부터 1까지 조절되는 
카본 스틸 블레이드를 장착하여  아이코닉 
Master의 모양과 느낌은 그대로 간직한 채, 
 첨단 기술을 담았습니다.
 

강력한 성능

고성능 로터리 모터를 통해 강력한 파워를 
갖춘 무선 Master®는 젖은 모발과 건조한 
모발 등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모발을 커팅할 
수 있습니다. Andis의 고정 속도 기술을 
기반으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일 없이 
지속적인 고속 블레이드 성능(7,200 SPM)을 
구현합니다.
 

무선의 편리함

신형 무선 디자인으로 클리핑 도중 최적의 
제어력과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 기존  
Master의 밸런스와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고 
무게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강력한 리튬 이온 
배터리 덕분에 느려지는 현상 없이 90분 작동 
시간을 보장합니다. 유/무선 전환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을 보장합니다.

33



4

교체용 페이드 
블레이드
69130

22날 교체용 블레이드
01556

28날 교체용 블레이드
01513

교체용 페이드 
블레이드
01591

Phat Master® 
블레이드
01755

교체용 블레이드
69115

AAC-1 블레이드ML 블레이드

01557 ML 01690 ML 69100 AAC-1
Master® 클리퍼 Fade Master® 클리퍼 ProAlloy® 조절식 블레이드 클리퍼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모터: 마그네틱 - 14,000 SPM 마그네틱 - 14,000 SPM 마그네틱 - 7,200 SPM
무게: 20oz 20oz 22oz
조절식 블레이드 #01556
000~1

조절식 블레이드 #01591
00000~000

조절식 블레이드 #69115  
000~1

구성:
• 블레이드 오일
• 블레이드 가드

구성:
• 블레이드 오일
• 블레이드 가드

구성:
• 부착용 빗 11개 

1/16", 3/32",1/8", 3/16", 1/4", 3/8", 1/2", 5/8", 3/4", 7/8", 1"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오일

분당 14,000회 진동의 강력한 고속 마그네틱 모터. 견고한 작업, 올라운드 커팅 및 테이퍼링을 위한 디자인. 시원하게 소음 
없이 작동합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조작 가능한 사이드 스위치가 있어 간편하게 한 손으로 전원 온/오프 가능. 수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 하우징. 하나의 레버로 굵은 날에서 가는 날까지 클리퍼 
블레이드를 조절합니다. 블레이드 오일 및 블레이드 가드 포함.

극도의 온도 저감 기술(XTR Technology®)은 클리퍼의 
소음을 절감하면서 열발생이 적은 효율적인 전력을 
공급합니다. 튼튼한 알루미늄 하우징을 사용하여 그립이 
매끄럽고 단단한 동시에 클리퍼의 내구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파워의 고속 마그네틱 모터를 장착하여 많은 양의 
모발 커팅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레버로 굵은 날에서 가는 
날까지 클리퍼 블레이드를 조절합니다. 미국에서 설계 및 
생산된 고품질 제품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카본 스틸 
블레이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어떤 모발이든지 씹히는 일이 
없이 부드럽게 잘리고 손쉽게 밀립니다.

블레이드 조절식 클리퍼



73500 LCL-2 73095 LCL 73000 LCL
Supra Li 5 클리퍼 Cordless Envy® Li Andis NationTM 

조절식 블레이드 클리퍼
Cordless Envy® Li  조절식 블레이드 클리퍼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로터리 - 5,500 SPM 로터리 - 5,500 SPM 로터리 - 5,500 SPM
9.8oz 9.9oz 9.9oz
조절식 블레이드 #73510 
0000~1

조절식 페이드 블레이드 #69130 
00000~000

조절식 블레이드 #66240  
000~1

구성:
• 부착용 빗 6개 

1/8", 1/4", 3/8", 1/2", 3/4", 1"
• 충전기 어댑터
• 거치대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부착용 빗 5개 

1/16”, 3/32", 1/8", 3/16", 1/4”
• 충전기 어댑터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부착용 빗 11개 

1/16”, 3/32”,1/8”, 3/16”, 1/4”, 3/8”, 1/2”, 5/8”, 3/4”,  7/8”, 1” 
• 충전기 어댑터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오일

리튬 이온 배터리로 2시간의 끊임없는 작동 시간을 제공,  
90 분만에  충전 완료. 5단 위치 정밀 블레이드 0000~1까지 
조정 가능—테이퍼 및 페이드에 완벽히 적합. 유선/무선 
편리성을 갖춘 로터리 모터 전력. 편안함과 손쉬운 제어를 
위한 경량 및 인체공학적 외관. 손쉬운 세척 및 빠른 교체를 
위한 스냅오프 블레이드 디자인.

오래 가는 무선 전력: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2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고 90분 만에 충전됩니다. 초경량 – 유선 Envy® 
클리퍼 중량보다 25%, 무게로 따지면 10oz 이상 더 가볍습니다. 유/무선 작동 기능이 제공되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커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버로 클리퍼 블레이드를 조절합니다(000~1). 미국에서 설계 및 생산된 고품질 제품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카본 스틸 블레이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어떤 모발이든지 씹히는 일이 없이 부드럽게 잘리고 손쉽게 밀립니다.

조절식 블레이드 클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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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 페이드 블레이드
69130

교체용 블레이드
66240

교체용 블레이드
73510

LCL-2 블레이드 LCL 블레이드

교체용 블레이드 옵션
69115

Andis Nation 
Slimline® Pro Li와 
쌍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1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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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15 US-1 66360 US-1 18695 MC-2 18395 MC-2
Envy® 클리퍼 Beauty Master+ 클리퍼 EasyStyle 13-피스 클리퍼 키트 EasyStyle 7-피스 클리퍼 키트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모터: 마그네틱 - 7,200 SPM 마그네틱 - 7,200 SPM 마그네틱 - 7,200 SPM 마그네틱 - 7,200 SPM

무게: 17.0oz 17.0oz 15.0oz 15.0oz

조절식 블레이드 #66240
000~1

조절식 블레이드 #66240
000~1

조절식 블레이드 #63315 
000~1

조절식 블레이드 #63315 
000~1

구성:
• 부착용 빗 6개 

1/8", 1/4", 3/8", 1/2", 3/4", 1"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부착용 빗 11개 

1/16", 3/32", 1/8", 3/16", 1/4", 3/8", 1/2", 
5/8", 3/4", 7/8", 1"

• 커트보
• 빗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오일
• 견고한 하드 케이스

구성:
• 부착용 빗 6개 

1/16", 1/8", 1/4", 3/8", 1/2", 3/4"
• 커트보
• 빗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청소용 브러시
• 블레이드 오일
• 소프트 보관 케이스

구성:
• 부착용 빗 2개 

1/16", 3/8"
• 빗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청소용 브러시
• 블레이드 오일

분당 7,200회 진동의 강력한 고속 마그네틱 모터.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하는 모터로 온도가 
높아지지 않음. 손에 잡았을 때 더 작고 가볍게 느껴지는 균형 잡힌 인체공학적 디자인. 
하나의 레버로 굵은 날에서 가는 날까지 클리퍼 블레이드를 조절하는 고속 조절식 블레이드. 
젖은 모발이나 마른 모발, 두꺼운 모발이나 가는 모발 모두 쉽게 커트 가능. 행어 루프로 쉽고 
편리한 보관 가능.

가정용으로 설계된 전문가 품질의 제품입니다. 강력하고 빠르게 회전하는 마그네틱 모터가 
모든 종류의 모발을 빠르게 커팅합니다. 손에 편안하게 쥐어지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내구성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를 사용합니다.

조절식 블레이드 클리퍼

교체용 블레이드
63315

MC-2 블레이드US-1 블레이드

하드 케이스 포함 소프트 보관 케이스 
포함

교체용 페이드 블레이드
69130

교체용 블레이드
66240

교체용 블레이드 옵션
69115



75020 LCL/D-8 17195 GTO/TS-1
무선 Fade Combo Finishing Combo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로터리 - 5,500 SPM(클리퍼)
로터리 - 6,000 SPM(트리머)

마그네틱 - 7,200 SPM(트리머)
로터리 - 9,000 SPM(면도기)

9.9oz(클리퍼)
4.0oz(트리머)

11.2oz(트리머)
4.7oz(면도기)

조절식 페이드 블레이드 #69130, 00000~000(클리퍼)
밀착 커팅 T-브레이드 #32105(트리머)

미세 날 카본 스틸 T-블레이드 #04521(트리머)
골드 티타늄 저자극성 포일 #17160(면도기)

구성:
• 클리퍼 부착용 빗 11개  

1/16", 3/32", 1/8", 3/16", 1/4", 3/8", 1/2", 5/8", 3/4", 7/8", 1"
• 트리머 부착용 빗 4개  

1/16", 1/8", 1/4", 3/8"
• 클리퍼 충전기 어댑터
• 트리머 충전기 어댑터 및 거치대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청소용 브러시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면도기 전원 어댑터
• 면도기 포일 가드
• 소프트 보관 케이스
• 블레이드 청소용 브러시
• 블레이드 오일

CORDLESS ENVY® LI 클리퍼
오래 가는 무선 전력: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2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고 90분 만에 
충전됩니다. 초경량—유선 Envy® 클리퍼보다 25%, 무게로 따지면 10oz 이상 더 가볍습니다. 
유/무선 작동 기능이 제공되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커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버로 
클리퍼 블레이드를 조절합니다(00000~000). 
SLIMLINE® PRO LI 유/무선 트리머
가벼운 손질과 목 라인의 트리밍에 적합한 균형 잡힌 인체 공학적 트리머입니다. 매끄럽고 
가벼운 유선/무선 디자인으로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근접 커팅 T-블레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로 최장 2시간의 작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T-OUTLINER® 트리머 
올라운드 아웃라이닝, 건식 면도 및 페이딩을 위한 강력한 마그네틱 모터 트리머. 커팅 수명 
연장을 위해 특별히 경화 처리된 근접 커팅, 카본 스틸 블레이드 채택. 강력 고속 마그네틱 
모터로 열 발생이 적으며 조용하게 작동. 
PROFOIL® 리튬 티타늄 포일 면도기
마무리 페이드와 매끄러운 밀착 면도를 위한 짧은 수염 제거에 이상적입니다.  
엇갈려 있는 저자극성 포일 헤드가 완벽한 컷을 만들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연속 80분의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LCL 블레이드 GTO 블레이드 TS-1 포일 & 커터D-8 블레이드

교체용 페이드 블레이드
69130

교체용 블레이드
04521

교체용 블레이드
32105

콤보 키트

7

소프트 보관 케이스 
포함

교체형 포일 및 
커터 
7155

교체형 포일만
1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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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0 US-1/GTO 66325 US-1/GTO 74020 US-1/TC-2
Stylist Combo Barber Combo Envy® Combo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모터:  마그네틱 - 7,200SPM (클리퍼) 

마그네틱 - 7,200 SPM(트리머)
마그네틱 - 7,200 SPM(클리퍼)
마그네틱 - 7,200 SPM(트리머)

마그네틱 - 7,200 SPM(클리퍼)
로터리 - 8,000 SPM(트리머)

무게:   17.0oz(클리퍼) 
11.2oz(트리머)

17.0oz(클리퍼)
11.2oz(트리머)

17.0oz(클리퍼)
3.0oz(트리머)

조절식 블레이드 #66240, 000 ~ 1(클리퍼)
딥투스 T-블레이드 #04850(트리머)

조절식 블레이드 #66240, 000 ~ 1(클리퍼)
밀착 커팅 T-브레이드 #04521(트리머)

조절식 블레이드 #66240, 000 ~ 1(클리퍼)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 #74030(트리머)

구성:
• 클리퍼 부착용 빗 9개 

1/16", 3/32", 1/8", 3/16", 1/4", 3/8", 1/2", 3/4", 1"
• 트리머 부착용 빗 4개 

1/16", 1/8", 1/4", 3/8"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클리퍼 부착용 빗 9개 

1/16", 3/32", 1/8", 3/16", 1/4", 3/8", 1/2", 3/4", 1"
• 트리머 부착용 빗 4개 

1/16", 1/8", 1/4", 3/8"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클리퍼 부착용 빗 9개  

1/16", 1/8", 1/4", 3/8", 1/2", 5/8", 3/4", 7/8", 1"
• 트리머 부착용 빗 4개  

1/8", 1/4", 3/8", 1/2" 
• 소프트 보관 케이스
• 트리머 행어 루프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오일

US-1 PROFESSIONAL ENVY® 클리퍼
분당 7,200회 진동의 강력한 고속 마그네틱 모터.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하는 모터로 온도가 높아지지 않음. 손에 잡았을 때 더 작고 가볍게 느껴지는 균형 잡힌 인체공학적 디자인. 하나의 
레버로 굵은 날에서 가는 날까지 클리퍼 블레이드를 조절하는 고속 조절식 블레이드. 젖은 모발이나 마른 모발, 두꺼운 모발이나 가는 모발 모두 쉽게 커트 가능.

GTX PROFESSIONAL T-OUTLINER® 트리머
딥투스 T-Outliner® 블레이드가 장착된 전문 마그네틱 모터 
트리머 GTX T-Outliner® 딥 투스 블레이드 덕분에 긴 머리가 
블레이드로 더욱 빠르게 피드될 수 있습니다. 건조 셰이빙과 
올어라운드 아웃라이닝 및 레이딩에 이상적입니다.

GTO PROFESSIONAL T-OUTLINER® 트리머
근접 커팅 T-Outliner® 블레이드를 장착한 전문 마그네틱 
모터 트리머. 미세한 커팅날은 매우 정밀한 커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건조 셰이빙과 올어라운드 아웃라이닝 및 레이딩에 
이상적입니다.

CTX 유선 클리퍼/트리머
강력한 올인원 클리퍼/트리머입니다. 가볍고 편안합니다. 
스냅온 정밀 블레이드는 청소가 쉽습니다. 이중 전압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콤보 키트

US-1 블레이드 US-1 블레이드 US-1 블레이드GTX 블레이드 GTO 블레이드 TC-2 블레이드

교체용 블레이드
66240

교체용 블레이드
66240

교체용 블레이드
66240

교체용 블레이드
04850

교체용 블레이드
04521

교체용 블레이드
74030

소프트 보관     
 케이스 포함



콤보 키트

24075 PM-1/PMT-1 23965 PM-1/PMT-1
Pivot Motor Combo - 검정 Pivot Motor Combo - 플래티넘
단일 속도 단일 속도
피봇 - 3,600 SPM(클리퍼)
피봇 - 3,600 SPM(트리머)

피봇 - 3,600 SPM(클리퍼)
피봇 - 3,600 SPM(트리머)

13.0oz(클리퍼)
9.5oz(트리머)

13.0oz(클리퍼)
9.5oz(트리머)

조절식 블레이드 000~1(클리퍼)
근접 커팅 스테인레스 스틸 T-블레이드 #23570(트리머)

조절식 블레이드 000~1(클리퍼)
근접 커팅 스테인레스 스틸 T-블레이드 #23570(트리머)

구성:
• 클리퍼 부착용 빗 9개 

1/16", 1/8", 1/4", 3/8", 1/2", 5/8", 3/4", 7/8", 1"
• 트리머 부착용 빗 4개 

1/16", 1/8", 1/4", 3/8"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청소용 브러시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클리퍼 부착용 빗 9개 

1/16", 1/8", 1/4", 3/8", 1/2", 5/8", 3/4", 7/8", 1"
• 트리머 부착용 빗 4개 

1/16", 1/8", 1/4", 3/8"
• 소프트 보관 케이스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청소용 브러시
• 블레이드 오일

피봇 모터는 모든 종류의 모발을 커팅하기 위한 컨트롤 능력과 파워를 제공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와 액세서리가 포함된 이 키트는 스타일리스트와 미용사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Pivot Motor Combo는 낮은 커팅 속도와 모든 헤어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미용 및 이발을 배우는 학생에게도 이상적입니다.

9

andis.com에서 제품 동영상을 보고  
master-barberschool.com에서 단계별 커팅  
튜토리얼을 참고하세요.

온라인에서 더 보기 PM-1 블레이드 PMT-1 블레이드

교체용 블레이드
23435

교체용 블레이드
23570

소프트 보관     
 케이스 포함

소프트 보관 케이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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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합니다 

Excel® 무선 
탈착식 블레이드 클리퍼 
브러시리스 모터 장착

67800 SBLC

Excel® 무선 탈착식 블레이드 클리퍼

등급:  100-240V, 50-60Hz
속도: 2단 속도
모터: 로터리 - 3,000/3,800 SPM
작동 시간: 90분 
충전 시간: 60분
무게: 12.5oz

CeramicEdge® 사이즈 000 블레이드 #64480

구성:
• 충전기 어댑터
• 블레이드 오일
• 추가 쿼드 웹 드라이브
• 보너스 헤어 그립 액세서리

액세서리: 
• 교체용 코드 #67810

•  유/무선 디자인 견고한 탈착식 블레이드 클리퍼
•  브러시리스 로터리 모터가 최적의 회전력과 파워를 제공하며, 건조한 

모발이나 젖은 모발 등 어떠한 모발에도 사용 가능
•  60분 충전 시 90분간 작동하는 강력한 리튬 이온 배터리
•  탈착식 블레이드 디자인이 스타일링 요구에 있어 가장 적합한 커트 

길이를 얻기 위한 블레이드 옵션의 장점을 제공
• 2단 속도: 3,000부터 3,800까지의 분당 스트로크 수
•  모든 Andis UltraEdge® 및 CeramicEdge® 블레이드와 호환



충전 거치대 
#79073

충전 어댑터 
#7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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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R+ & BGRC  
코드 팩 
63070 (단일 속도)

충전 거치대
79073

분리 가능  
배터리 팩
79025

충전기 어댑터
79072

BGR® 시리즈 액세서리DBLC-2 액세서리

BGR+, BGRC & BGRV 
코드 팩
63370 (5단 속도)

79005 DBLC-2 63965 BGRC 63700 BGRC 22315 BGC
Supra ZR® II 탈착식 블레이드 클리퍼 Ceramic BGR®c 탈착식 블레이드 클리퍼 UltraEdge® BGR®c Professional 

탈착식 블레이드 클리퍼
Excel 2단 속도 조절 클리퍼

속도: 5단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2단 속도
모터: 로터리 - 1,800-3,800 SPM 로터리 - 2,900 SPM 로터리 - 2,900 SPM 로터리 - 2,800/3,400 SPM
무게: 16.5oz 14.5oz 14.5oz 17.0oz
CeramicEdge® 사이즈 000 블레이드 
#64480

CeramicEdge® 사이즈 000 & 사이즈 1 
블레이드

UltraEdge® 사이즈 000 블레이드 UltraEdge® 사이즈 000 블레이드

모든 ULTRAEDGE® 및 CERAMICEDGE® 블레이드
구성:
• 충전 거치대
• 충전기 어댑터
• 추가 블레이드 드라이브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부착용 빗 7개 

1/16", 1/8", 1/4", 3/8", 1/2", 3/4", 1"
• 블레이드 오일

탈착식 배터리 팩이 탑재된 가장 강력한 무선 
탈착식 블레이드 클리퍼. 강력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치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충전 
가능. 향상된 배터리 덕분에 2시간 충전으로 
더 긴 시간(최대 3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단 속도: 1,800부터 3,800까지 분당 
스트로크 수 조절 가능. 건조한 모발이나 젖은 
모발이나 어떠한 모발도 이발 가능. 

강력한 로터리 모터가 탑재된 BGRC는 기존 
클리퍼보다 20% 더 가볍고, 10% 더 작고 
15% 더 빠릅니다. 튼튼하게 설계된 이 
강력하고 작동 시 열 발생이 적은 클리퍼는 
온도 상승이 적고 더 오래 날카로움을 
유지하는 세라믹 블레이드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블레이드를 몇 초 만에 분리하여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BGR+ 배터리 
팩과 충전기를 사용하면 무선 클리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로터리 모터가 탑재된 BGR® 시리즈는 
기존 클리퍼보다 20% 더 가볍고, 10% 더 
작고, 15% 더 빠릅니다. 튼튼하게 설계된 이 
강력하고 작동 시 열 발생이 적은 클리퍼는 
BGR+ 배터리 팩과 충전기를 사용하여 무선 
클리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를 몇 
초 만에 분리하여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2-속도 로터리 모터 클리퍼가 젖은 
모발이나 마른 모발을 쉽게 커팅합니다. 
블레이드를 몇 초 만에 분리하여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작동 시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므로 팬이나 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탈착식 블레이드 클리퍼

분리 가능 
배터리 포함



Outliner®

64160
1/150"(.1mm)

00000
64740
1/125"(.2mm)

0000
64074
1/100"(.3mm)

000
64073
1/50"(.5mm)

1
64070
3/32"(2.4mm)

1-1/4
65690
7/64"(2.8mm)

1A
64205
1/8"(3.2mm)

1-1/2
64077
 5/32"(4mm)

1-3/4
65685
3/16"(4.8mm)

3-3/4 FC
64135
1/2"(13mm)

2-3/4 
63165
5/16"(7.9mm)

상고컷
21641
3/32"(2.4mm)

2
64078
1/4"(6.3mm)

이의 간격이 큰 
3-3/4
64133
1/2"(13mm)

5/8" HT
64930
5/8"(16mm)

3-1/2
64089
3/8"(9.5mm)

3/4" HT  
63980
3/4"(19mm)

이의 간격이 큰 7날
64080
1/8"(3.2mm)

이의 간격이 큰 5날
64079
1/4"(6.3mm)

0A
64210
3/64"(1.2mm)

이의 간격이 큰 4날
64090
3/8"(9.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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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원한다면 Andis® UltraEdge® 블레이드가 정답입니다. 당사만의 경화 공정이 
적용된 블레이드는 날카로움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부식을 방지하는 특수 크롬 마감이 되어 있어 커팅 솔루션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



타원형 액세서리 백 12430
Andis®기기와 모든 것을 담아 휴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블레이드 운반 백 12425
블레이드 9개 수납.

블레이드 운반 케이스 
12370
블레이드 12개 수납. 
(블레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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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64730
1/125"(.2mm)

1A
63055
1/8"(3.2mm)

1-1/2
63015
5/32"(4mm)

2
63030
1/4"(6.3mm)

중간 날 커터
64445
적합한 블레이드 크기: 
00000, 0000, 000

1
64465
3/32"(2.4mm)

000
64480
1/50"(.5mm)

0A
64470
3/64"(1.2mm)

3-1/2
63040
3/8"(9.5mm)

굵은 날 커터
64440
적합한 블레이드 사이즈 
0A, 1, 1A, 1-1/2, 2, 
3-1/2, 3-3/4, 3-3/4 FC, 
5/8"HT, 3/4"HT

하루 종일 사용하는 클리퍼라면 Andis® CeramicEdge® 블레이드를 고려하십시오. 첨단 공법의 당사 세라믹 커터는 
스틸보다 75% 더 발열이 적고 향상된 내구성과 오래 가는 엣지를 제공합니다.

블레이드

기기 토트 백 66555
튼튼한 다용도 토트 백은 숄더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방 
위에는 지퍼가 부착되어 있고 전면 칸막이가 있으며 사용 중에 
정리하기 위해 내부에 주머니가 더 있습니다. 

보관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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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03 GO 04710 GTO 04775 GTO
Outliner® II T-Outliner® GTX T-Outliner®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모터: 마그네틱 - 7,200SPM 마그네틱 - 7,200SPM 마그네틱 - 7,200 SPM
무게: 11.2oz 11.2oz 11.2oz
사각 블레이드 
#04604

T-블레이드 
04521

딥투스 T-블레이드 
#04850

간격을 없앨 수 있음
구성: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부착용 빗 4개 

1/16", 1/8", 1/4", 3/8"
• 블레이드 오일

올라운드 아웃라이닝, 건식 면도 및 페이딩을 위한 강력한 마그네틱 모터 트리머. 커팅 수명 연장을 위해 특별히 경화 처리된 근접 커팅, 카본 스틸 블레이드 채택. 강력한 고속 마그네틱 
모터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으며 조용히 작동합니다. 손에 편안하게 맞는 골이 파진 하우징 간편한 사용을 위한 인체공학적 스위치 행어 루프가 있는 견고한 8피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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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브레이드 
04604

T-블레이드 
04521

딥투스 T-블레이드
04850

스테인리스 스틸 
T-블레이드
04565

스테인리스 스틸 딥투스 
T-블레이드
04945

OUTLINER® 시리즈 블레이드

유선 트리머 T-Outliner® 블레이드 GTX T-Outliner® 딥투스 블레이드



04890 RT-1 23475 PMT-1 74015 TC-2
보너스 면도기 헤드가 포함된 SuperLiner 트리머 Pivot Pro® 트리머 CTX 유선 클리퍼/트리머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로터리 - 5,500 SPM 피봇 - 3,600SPM 로터리 - 8,000SPM
8.0oz 9.5oz 3.0oz
근접 커팅 탈착식 T-블레이드
#04120

스테인리스 스틸 T-블레이드 
#23570

스냅온 정밀 블레이드 
#74030

구성:
• 면도기 헤드 
• 블레이드 오일
• 옵션 액세서리(아래 참조)

구성:
• 부착용 빗 4개 

1/16", 1/8", 1/4", 3/8"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부착용 빗 4개 

1/8", 1/4", 3/8", 1/2"
• 행어 루프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오일

보너스 면도기 헤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크롬 광택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트리밍이 필요하고 클리핑 사용량이 적을 때 
적합한 강력한 피봇 모터입니다. 미세 커팅 날이 장착된  
T-블레이드는 목, 턱수염, 콧수염의 트리밍과 귀 주변을 
다듬기에 적합합니다. 빠른 손질과 헤어 디자이닝에 
이상적입니다.

강력한 올인원 클리퍼/트리머입니다. 가볍고 편안합니다. 
스냅온 정밀 블레이드는 청소가 쉽습니다. 이중 전압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dis® Blade Zero 
Gapper 04880
Zero Gap Andis 
Outliner®, T-Outliner® 
및 Styliner® 블레이드 
간격을 쉽게 없애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선 트리머

T-블레이드 
04120

미세 날 T-블레이드
04895

면도기 헤드 
77120

RT-1 탈착식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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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2 블레이드

교체용 블레이드
74030



자유로운 로밍.
오래 가는 작동.

•  리튬 이온 배터리를 통한 유/무선 작동(사용 시간 100분 
이상). 

•  극도로 강력한 로터리 모터가 분당 스트로크 수 7,200번 
이상의 블레이드 속도를 제공합니다. 

•  모든 모발 타입을 통과하는 극강의 블레이드 성능을 위해 
고정 속도 모터 기술을 포함합니다.

•  틈이 없는 성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Andis® T-Outliner® 
카본 스틸 블레이드

•  전력 수준을 표시하는 LED 조명을 포함합니다

프리미엄 충전 거치대 포함

16

ORL T-Outliner  
블레이드 

04535

ORL 
사각 블레이드 

04545

ORL GTX  
블레이드 

04555

ORL T-Outliner® 
블레이드 

04570

카본 스틸

교체용 블레이드
스테인리스 스틸

GTX  
딥투스 블레이드 

04575

74000 ORL
새로운 무선 T-Outliner® Li 트리머 경험하기
속도: 단일 속도
모터: 로터리 - 7,200 SPM
무게: 7.8oz
클래식 T-Outliner® 근접 커팅, 카본 스틸 T-블레이드
(#04535)

간격을 없앨 수 있음
구성:
• 부착용 빗 4개 

#0 (1/16"), #1 (1/8"), #2 (1/4"), #3 (3/8")
• 프리미엄 충전 거치대
• 충전기 어댑터
• 블레이드 오일

액세서리:
• 교체용 브래킷/요크 #20657

 



32475, 32400, 32680 D-8 23885  BTF-2
Slimline® Pro Li 유/무선 충전식 트리머—
32475(검정) 32400(크롬) 32680(Andis Nation) 

Slimline® 2 유/무선 트리머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모터: 로터리 - 6,000 SPM 로터리 - 6,000 SPM
무게: 4.0oz 4.5oz
근접 커팅 카본 스틸 T-블레이드
#32105

스테인리스 스틸 T-블레이드
#22945

간격을 없앨 수 있음
구성:
• 부착용 빗 4개 

1/16", 1/8", 1/4", 3/8"
• 충전기 어댑터 및 거치대
• 블레이드 청소용 브러시
• 블레이드 오일

구성:
• 부착용 빗 8개 

#1, #2, #3, 1/4", 3/8", 1/2", 5/8", 3/4"
• 트리머 거치대
• 이중 전압 충전기
• 블레이드 가드
• 블레이드 청소용 브러시
• 블레이드 오일

액세서리:
• 교체용 스테인리스 스틸 T-블레이드 #32225

가벼운 손질과 목 라인의 트리밍에 적합한 균형 잡힌 인체 공학적 트리머입니다. 매끄럽고 가벼운 유선/무선 디자인으로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근접 커팅 T-블레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용 시간 2시간, 충전 시간 2시간 15분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향상된 모터로 속도, 파워, 수명이 모두 뛰어납니다.

턱수염, 콧수염, 목선 트리밍과 귀 주변 아웃라이닝 및 
다듬기에 이상적입니다. 상단 하우징에 편안한 소프트 그립이 
채용되었습니다. 미세한 커팅날은 매우 정밀한 커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하룻밤이면 
완충할 수 있습니다. 유선 또는 무선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트리머 거치대충전 거치대

무선 트리머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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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0 TS-2 17150 TS-1 24870 PS1 13540 NT-2
ProFoil® 리튬 플러스 티타늄 포일 면도기 ProFoil® 리튬 티타늄 포일 면도기 Trim 'N Go 트리머 FastTrim 개인용 트리머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단일 속도
모터: 로터리 - 9,000SPM 로터리 - 9,000SPM 로터리 - 7,000SPM 로터리 - 7,000SPM
무게: 4.7oz 4.7oz 4.0oz 2.0oz
티타늄 포일 어셈블리 및 이너 커터 
#17155
티타늄 포일 어셈블리 #17160

티타늄 포일 어셈블리 및 이너 커터 
#17155
티타늄 포일 어셈블리 #17160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 의료용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

구성:
• 프리미엄 충전 거치대
• 충전기 어댑터 
• 청소용 브러시
• 포일 가드

구성:
• 충전기 어댑터 
• 청소용 브러시
• 포일 가드

구성:
• 부착용 빗 6개 

#1, #2, #3, 1/4", 3/8", 1/2"
• AA 배터리 1개
• 보관/휴대용 파우치

구성:
• AA 배터리 1개
• 블레이드 캡

마무리 페이드와 매끄러운 밀착 면도를 위한 
짧은 수염 제거에 이상적입니다. 엇갈려 있는 
저자극성 포일 헤드가 완벽한 컷을 만들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연속  
80분의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그립으로 사용이 편안합니다. 유선/무선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처 충전을 못했어도 
언제든지 면도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충전 
거치대가 포함됩니다.

마무리 페이드와 매끄러운 밀착 면도를 위한 
짧은 수염 제거에 이상적입니다. 엇갈려 있는 
저자극성 포일 헤드가 완벽한 컷을 만들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연속  
80분의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유선/무선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처 충전을 못했어도 
언제든지 면도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조용한 개인용 무선 트리머입니다. 
콧수염, 턱수염 및 목선을 정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완벽한 휴대용 크기입니다. 
소프트 그립 디자인이 채용되었습니다. 1개의 
AA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코털, 눈썹 및 귀털용 
트리머입니다. 녹슬지 않는 의료용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블레이드는 청소가 
용이하고, 털을 가깝게 커팅할 수 있으며, 
가위보다 안전합니다. 보호용 캡은 여행이나 
보관 시 블레이드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1개의 AA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교체용 포일 및 
커터 
17155

교체형 포일만
17160

교체용 코드
17165

교체용 충전 거치대
(TS-2 전용)
17210

TS-1, TS-2 액세서리

면도 및 개인용 트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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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퍼 교체용 블레이드

US-1/LCL/AAC-1
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000~1 
69115

US-1/LCL/AAC-1
조절식 페이드 블레이드
사이즈 00000~000 
69130

LCL-2
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0000~1 
73510

ML
카본 스틸, 22날 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000~1 
01556

ML
카본 스틸 조절식 페이드 
블레이드
사이즈 00000~000 
01591

MLC
카본 스틸, 22날 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000~1 
74040

MLC
카본 스틸 조절식 페이드 
블레이드
사이즈 00000~000 
74045 

ML
카본 스틸, 28날 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000~1 
01513

ML
카본 스틸 Phat Master® 
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1A~2 
01755

MLC
크롬 도금, 22날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000~1 
74070

MLC
크롬 도금 조절식 페이드 
블레이드
사이즈 00000~000 
74075

US-1, LCL
카본 스틸 조절식 블레이드
사이즈 000~1 
66240

스타일링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Andis Master Barber School에서 성공에 필요한 필수 도구와 
자원을 알아보세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고 프로들의  
팁을 전수받을 수 있는 master-barberschool.com에서 스타일
링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LEARN 동영상 강의로 배우세요
CONNECT 마스터 바버들과 교류하세요
GROW 현장 기술 발표회를 통해 성장하세요

master-barber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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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머 교체용 블레이드

BTF
스테인리스 스틸 T-블레이드
22945

SL II, SL3
카본 스틸 T-블레이드
26704

SL II, SL3
스테인리스 스틸 T-블레이드
32859

D-8
카본 스틸 T-블레이드
32105

D-8
스테인리스 스틸 T-블레이드
32225

GTO, GTX, GO
카본 스틸 T-블레이드
04521

GTO, GTX, GO
스테인리스 스틸 T-블레이드
04565

GTO, GTX, GO
스테인리스 스틸 딥투스  
T-블레이드
04945

GTO, GTX, GO
카본 스틸 딥투스 T-블레이
04850

GTO, GTX, GO
카본 스틸 사각 블레이드
04604

ORL
카본 스틸 T-블레이드 및 
브래킷
04535

ORL
카본 스틸 딥투스 T-블레이드 
및 브래킷
04555

ORL
카본 스틸 사각 블레이드 및 
브래킷
04545

PMT-1
스테인리스 스틸 T-블레이드
23570

RT-1
카본 스틸 딥투스 T-블레이드
04120

RT-1
카본 스틸 T-블레이드
 04895

RT-1
부착형 전문가용 면도기
77120

TC-2
스테인리스 스틸 교체용 
블레이드
 74030

TS-1, TS-2
티타늄 포일 어셈블리 및 이너 
커터
 17155

TS-1, TS-2
티타늄 포일 어셈블리
17160

ORL
스테인리스 스틸 T-블레이드  
및 브래킷
04570

ORL
스테인리스 스틸 딥투스  
T-블레이드 및 브래킷
04575

ORL
교체용 브래킷
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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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용 빗 세트

스냅온 블레이드 부착용 빗, 빗 11개  
사이즈 0, 0.5, 1, 1.5, 2, 3, 4, 5, 6, 7, 8 – 1/16" (1.55mm), 3/32" (2.25mm), 1/8" (3mm), 
3/16" (4.5mm), 1/4" (6mm), 3/8" (10mm), 1/2" (13mm), 5/8" (16mm), 3/4" (19mm),  
7/8" (22mm), 1" (25mm)
적합한 모델: AAC-1, LCL, US-1
66565

스냅온 블레이드 부착용 빗, 빗 2개 
사이즈 0.5, 1.5 – 3/32" (2.25mm), 3/16" (4.5mm)
적합한 모델: AAC-1, LCL, US-1 
66590

BG 시리즈 프리미엄 메탈 클립 빗, 7개
사이즈 0, 1, 2, 3, 4, 6, 8 – 1/16" (1.55mm), 1/8" (3mm), 1/4" (6mm), 3/8" (10mm),  
1/2" (13mm), 3/4" (19mm), 1" (25mm)
모든 Andis 탈착식 블레이드 모델에 적합 
33640

스냅온 블레이드 부착용 빗 T-블레이드용, 빗 4개   
사이즈 0, 1, 2, 3 – 1/16" (1.55mm), 1/8" (3mm), 1/4" (6mm), 3/8" (10mm)
적합한 모델: GTO, GTX, RT-1, ORL 
23575

스냅온 블레이드 부착용 빗 T-블레이드용, 빗 4개   
사이즈 0, 1, 2, 3 – 1/16" (1.55mm), 1/8" (3mm), 1/4" (6mm), 3/8" (10mm)
적합한 모델: D-7, D-8 
32196

Master® 
프리미엄 메탈 클립 빗, 빗 7개
사이즈 0, 1, 2, 3, 4, 6, 8 – 1/16" (1.55mm), 1/8" (3mm), 1/4" (6mm), 3/8" (10mm),  
1/2" (13mm), 3/4" (19mm), 1" (25mm)
적합한 모델:: AAC-1, LCL, ML, MLC, US-1
33645

Master®

프리미엄 메탈 클립 빗
적합한 모델: AAC-1, LCL, ML, MLC, US-1 
사이즈 1 – 1/8" (3mm)
33665

Master® 
이중 자석 부착용 빗 소형 세트, 빗 5개
사이즈 0, 1, 2, 3, 4 – 1/16" (1.55mm), 1/8" (3mm), 1/4" (6mm), 3/8" (10mm), 1/2" (13mm)
적합한 모델: ML, MLC 
01410

Master®

이중 자석 부착용 빗 대형 세트, 빗 4개
사이즈 5, 6, 7, 8 – 5/8" (16mm), 3/4" (19mm), 7/8" (22mm), 1" (25mm)
적합한 모델: ML, MLC 
01415

Master® 이중 자석 부착용 빗 듀얼 팩, 빗 2개
사이즈 0, 1 – 1/16" (1.55mm), 1/8" (3mm)
적합한 모델: ML, MLC 
01900

Master® 이중 자석 부착용 빗 듀얼 팩, 빗 2개
사이즈 0.5, 1.5 – 3/32" (2.25mm), 3/16" (4.5mm)
적합한 모델: ML, MLC 
01420

Master® 
스냅온 블레이드 부착용 빗, 빗 7개
사이즈 0, 1, 2, 3, 4, 6, 8 – 1/16" (1.55mm), 1/8" (3mm), 1/4" (6mm), 3/8" (10mm),  
1/2" (13mm), 3/4" (19mm), 1" (25mm)
적합한 모델: ML, MLC 
01380

단일 자석 부착용 빗 소형 세트, 빗 5개  
사이즈 0, 1, 2, 3, 4 – 1/16" (1.55mm), 1/8" (3mm), 1/4" (6mm), 3/8" (10mm), 1/2" (13mm)
적합한 모델 : AAC-1, LCL, US-1, PM 패밀리
66345

단일 자석 부착용 빗 대형 세트, 빗 4개 
사이즈 5, 6, 7, 8 – 5/8" (16mm), 3/4" (19mm), 7/8" (22mm), 1" (25mm)
적합한 모델: AAC-1, LCL, US-1, PM 패밀리 
66320

단일 자석 부착용 빗 듀얼 팩, 빗 2개 
사이즈 0.5, 1.5 – 3/32" (2.25mm), 3/16" (4.5mm)
적합한 모델: AAC-1, LCL, US-1, PM 패밀리 
66560

Master® 
프리미엄 메탈 클립 빗
사이즈 0 – 1/16" (1.55mm)
적합한 모델: AAC-1, LCL, ML, MLC, US-1 
3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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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모터 

피봇 모터

로터리 모터

높은 파워와 낮은 블레이드 속도
피봇 모터는 블레이드 속도가 마그네틱 모터보다 낮지만 두 배 더 
강력합니다. 커팅 파워가 높아서 많은 커팅에 적합합니다. 작동 시 
조용하고, 열 발생이 적으며, 내구성이 높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한 모터. 
Andis® 제품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커팅, 가장 부드러운 작동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제품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고 전문적으로 개발된 모터가 
채택되므로 최대의 성능이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모터를 선택해야 할까요? 
마그네틱, 피봇 또는 로터리 모터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Andis® 제품은 적절한 모터를 적절한 
용도로 이용할 때 기대하는 높은 품질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파워와 높은 속도의 블레이드 
마그네틱 모터는 고속으로 회전하므로 매끄러운 커팅이 
가능합니다. 마그네틱 모터 클리퍼를 사용하면 가벼운 질감의 
모발을 쉽게 커팅할 수 있습니다. 모터의 구동부가 적기 때문에 
단순하며,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높습니다. 

높은 파워와 낮은 블레이드 속도
로터리 모터는 파워와 블레이드 속도가 모두 높습니다. 또한 여러 
속도로 작동할 수 있는 유일한 모터이기도 합니다. 파워, 속도, 
크기 및 무게의 균형 때문에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많은 커팅에 
적합합니다. 

브러시리스 로터리
브러시리스 모터는 표준 디자인보다 파워와 회전이 더 
강력합니다. 더 오래 지속되며 가볍습니다.



클리퍼 빗
12109, 12499, 12455

클리퍼컷과 상고컷에 적합합니다. 
검정 - (12109) 밝은색의 머리카락에 사용합니다.
흰색 - (12499) 어두운색의 머리카락에 사용합니다.
분홍 - (12455) 모든 색의 머리카락에 사용합니다.

스타일링 및 커팅 빗 
12410
간격이 넓은 부분은 당기는 
힘이 적은 커팅에 사용하고 
간격이 좁은 부분은 세밀한 
조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식 테이퍼 빗입니다.

테이퍼 빗
12405
간격이 넓은 부분은 당기는 
힘이 적은 커팅에 사용하고 
간격이 좁은 부분은 세밀한 
조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식 테이퍼 빗입니다.

Andis 스프레이 병
12820 (검정), 12830 (투명)

연속 분사되는 프리미엄 미스트 
스프레이 병은 스타일리스트가 
사용하기 완벽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Andis® x 어퍼컷 디럭스 포마드
12285
3.5oz. 틴 - 6개 들이 
초강력 고정력과 강한 광택의 수성 포마드. 물로 쉽게 씻을 수 있음. 
기존 포마드의 무게감 없이 분명한 스타일 관리 가능. 다양한 
스타일에 적합.

검은색 Andis® 케이프 
12766
간편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루프에 벨크로 탭이 있습니다. 
찬물로 세탁기 세탁 가능하며 
건조기 찬바람으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하나입니다.

Cool Care Plus®

12750
Andis® 클리퍼 오일
12501

Blade Care Plus®

12570(유리병) & 12590(스프레이 병)
블레이드 브러시
12415

스프레이 캔, 15.5oz - 12개 케이스
Cool Care Plus®는 냉각, 윤활, 청소, 녹 
방지 및 소독(바이러스 제거, 살균, 박테리아 
살균)의 5가지 기능을 하며 향이 신선합니다. 
클리퍼에서 블레이드를 제거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고압 팁 노즐로 블레이드 날 사이에서 
머리카락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4oz 병 - 48개 케이스
블레이드를 윤활하고 청소하는 Andis® 
클리퍼 오일입니다. 블레이드에서 
머리카락을 털어내고, 다섯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깨끗한 천으로 과다하게 나온 오일을 
닦아냅니다. 블레이드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Andis® 클리퍼를 보관하거나 걸어두면 
과다하게 바른 오일이 클리퍼 본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병, 16.5oz - 12개 케이스
스프레이, 16oz - 12개 케이스 
Blade Care Plus®를 사용하면 10초 만에  
블레이드를 청소하고, 윤활하고, 냉각하여 최적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헤어 스타일리스트, 이발사, 동물 
미용사 및 수의사의 사용을 위해 제작된 이 비타민 E 
강화 포뮬러는 냉각, 탈취, 윤활, 세척, 녹 및 오염 
방지의 7가지 기능을 한 번에 해냅니다. 탈착식 
블레이드를 병에 담그거나 간편하게 스프레이를 
뿌려서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블레이드 브러시는 클리퍼와 
트리머 블레이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편리하고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넓은 털 디자인은 
블레이드 세척을 몇 번의 
스트로크만으로도 가능하게 
합니다.

유지 관리 제품

액세서리

헤어 그리퍼 액세서리
12800

Andis 헤어 그리퍼 액세서리는 모발을 깎고 
다듬는 동안 긴 모발을 고정해줍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발의 손상 없이 쉽게 
붙이고 뗄 수 있습니다. 2개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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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절 식  블 레 이 드  클 리 퍼
항목 설명 무게 모터 SPM 제조 국가 블레이드 페이지 번호

69100 AAC-1 ProAlloy® 조절식 블레이드 클리퍼 22.0oz 마그네틱 7,200 미국* 69115 4
73095 LCL Cordless Envy® Li Andis Nation 조절식 블레이드 클리퍼 9.9oz 로터리 5,500 미국* 69130 5
73000 LCL Cordless Envy® Li 클리퍼 9.9oz 로터리 5,500 미국* 66240 5
73500 LCL-2 Supra Li 5 클리퍼 9.8oz 로터리 5,500 미국* 73510 5
18395 MC-2 EasyStyle 7-피스 클리퍼 키트 20.0oz 마그네틱 7,200 중국 63315 6
18695 MC-2 EasyStyle 13-피스 클리퍼 키트 15.0oz 마그네틱 7,200 중국 63315 6
01557 ML Master® 클리퍼 20.0oz 마그네틱 14,000 미국* 01556 4
01690 ML Fade Master® 클리퍼(페이드 블레이드) 20.0oz 마그네틱 14,000 미국* 01591 4
12470 MLC Master® 무선 리튬 이온 클리퍼 13.1 oz 로터리 7,200 미국* 74040 2-3
66215 US-1 Envy® 클리퍼 17.0oz 마그네틱 7,200 미국* 66240 6
66360 US-1 Beauty Master+ 클리퍼 17.0oz 마그네틱 7,200 미국* 66240 6

콤 보  키 트
항목 설명 무게 모터 SPM 제조 국가 블레이드 페이지 번호

17195 GTO/TS-1 Finishing Combo 11.2oz 마그네틱/로터리 7,200/9,000 미국*/중국 04521/17160 7
75020 LCL/D-8 무선 Fade Combo 9.9oz 로터리 5,500/6,000 미국* 69130/32105 7
24075 PM-1/PMT-1 Pivot Motor Combo(검정) 13.0oz 피봇 3,600 중국 23435/23570 9
23965 PM-1/PMT-1 Pivot Motor Combo(플래티늄) 13.0oz 피봇 3,600 중국 23435/23570 9
66325 US-1/GTO Barber Combo 키트 17.0oz 마그네틱 7,200 미국* 66240/04521 8
66280 US-1/GTO Stylist Combo 키트 17.0oz 마그네틱 7,200 미국* 66240/04850 8
74020 US-1/TC-2 Envy® Combo 키트 17.0oz 마그네틱/로터리 7,200/18,000 미국*/중국 66240/74030 8

탈 착 식  블 레 이 드  클 리 퍼
항목 설명 무게 모터 SPM 제조 국가 블레이드 페이지 번호

22315 BGC Excel 2-Speed 클리퍼 17.0oz 로터리 2,800/3,400 미국* 64073 11
63965 BGR®c CeramicEdge® 전문가용 클리퍼 14.5oz 로터리 2,900 미국* 64480/64465 11
63700 BGR®c UltraEdge® 전문가용 클리퍼 14.5oz 로터리 2,900 미국* 64073 11
79005 DBLC-2 Supra ZR® II 탈착식 블레이드 클리퍼 16.5oz 로터리 1,800-3,800 미국* 64480 11
67800 SBLC Excel® 무선 탈착식 블레이드 클리퍼 12.5oz 브러시리스 로터리 3,000/3,800 미국* 64480 10

유 선  트 리 머
항목 설명 무게 모터 SPM 제조 국가 블레이드 페이지 번호

04603 GO Outliner® II 트리머 11.5oz 마그네틱 7,200 미국* 04604 14
04710 GTO T-Outliner® 트리머 11.5oz 마그네틱 7,200 미국* 04521 14
04775 GTX T-Outliner® 트리머 11.5oz 마그네틱 7,200 미국* 04850 14
23475 PMT-1 Pivot Pro® 트리머(검정) 9.5oz 피봇 3,600 중국 23570 15
04890 보너스 면도기 헤드가 포함된 RT-1 SuperLiner 트리머 8.0oz 로터리 5,500 미국* 04120 15
74015 TC-2 CTX 트리머/클리퍼 3.0oz 로터리 8,000 중국 74030 15

무 선  트 리 머
항목 설명 무게 모터 SPM 제조 국가 블레이드 페이지 번호

23885 BTF-2 Slimline® 2 유/무선 트리머 4.5oz 로터리 6,000 중국 22945 17
32680 D-8 Slimline® Pro Li 유/무선 충전식 트리머(Andis Nation) 4.5oz 로터리 6,000 미국* 32105 17
32475 D-8 Slimline® Pro Li 유/무선 충전식 트리머(검정) 4.0oz 로터리 6,000 미국* 32105 17
32400 D-8 Slimline® Pro Li 유/무선 충전식 트리머(크롬) 4.0oz 로터리 6,000 미국* 32105 17
74000 ORL 무선 T-Outliner® Li 충전식 트리머 7.8oz 로터리 7,200 미국* 04535 16

면 도  및  개 인 용  트 리 머 
품목 설명 무게 모터 SPM 제조 국가 블레이드 페이지 번호

13540 NT-2 FastTrim 개인용 트리머 2.0oz 로터리 7,000 중국 – 18
24870 PS1 Trim ‘N Go 트리머 4.0oz 로터리 7,000 중국 – 18
17150 TS-1 ProFoil® 리튬 티타늄 포일 면도기 4.7oz 로터리 9,000 중국 17160 18
17200 TS-2 ProFoil® 플러스 리튬 티타늄 포일 면도기 4.7oz 로터리 9,000 중국 17160 18

* 미국 부품 및 수입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제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