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슈어 LED 광원 마사지기 - miniBL

LED Color Therapy

미용기기 전문기업의 디자이너와 개발팀이 만든 클렌슈어 LED
광원 마사지기는 최상의 기술력과 설계 및 품질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파장
의 빛으로 피부세포와 반응하는 화장품의 효능성분을 활성화해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 속 깊이 침투시키고 피부를 생기있게
해줍니다.

. 특정 파장의 빛으로 피부세포를 활성화
.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속 깊이 침투
. 볼 어플리케이터를 결합한 효과적인 마사지

제품구성
클렌슈어 LED 광원 마사지기 - miniBL

. 특정 파장의 빛으로 피부세포를 활성화하고

mini

BL

* 반드시 사용전 설명서를 읽으신 후 사용해 주십시오.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 속 깊이 침투시키며
피부를 생기있게 해주는 초소형 LED 광원
마사지기 입니다.
. 스테인레스 소재의 볼이 삽입된 볼 어플리케이터
. miniBL 본체 거치용 거치대
. 메뉴얼1부, 배터리 LR44x2e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LED 컬러(파장)에 따른 효능
. RED LED (660nm)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부세포의 성장을 자극하며, 주름 감소와 탄력
및 피부 톤을 회복, 콜라겐의 생성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EJECT

. YELLOW LED (590nm)
Step 1

Step 2

Step 3

그림과 같이 손잡이를 돌려
스위치를
EJECT 위치에
놓으세요.

그림과 같이 스위치를 분리
해 주세요.

배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하고 돌출된 부위를 홈
에 맞게 결합해 주세요.

주의

. 스위치 표시홈과 EJECT위치를 바르게 맞춰주세요.
. 잘못된 방향으로 결합하지 마십시오.
. 결합 후 스위치를 OFF위치에 놓으세요

피부의 멍이 난 부위의 멍자국을 개선시키고, 혈관성 치료에 대한 도움
을 주며, 기미, 잡티, 여드름의 붉은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BLUE LED (425nm)
여드름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모공을 축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감소시켜 피부의 활력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Blue
425nm

사용법

Step 1

Step 2

화장품의 내용물을 일정량
덜어 얼굴(피부)에 펴 발라
줍니다.

손잡이를 돌려 스위치를 ON LED 광원이 피부 밖으로 빠져
위치에 놓으면 LED가 점등 나가지 않도록 헤드를 피부에
됩니다.
밀착하여 피부결에 따라 부드
럽게 롤링해 줍니다.

Red
660nm

Step 3

. LED 광원을 눈에 직접 조사하지 마십시오.
주의

Yellow
590nm

[LED 파장이 피부에 도달하는 깊이]

볼 마사지 사용 및 세척

사용시의 주의사항
.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신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피부에 부상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볼

(피부트러블, 통증을 느낄 우려)

. 고장, 손상 상태인 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 트러블, 통증 을 느낄 우려)

볼 마사지 사용시

분해

Ball 세척

볼 어플리케이터를 그림과 볼을 화살표 방향으로 눌러 볼 어플리케이터를 분해 후
같이 miniBL 본체헤드부분에 볼 어플리케이터를 분해하여 볼을 세척하여 줍니다.
결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 줍니다.
니다.

주의

. 볼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립시 조립방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볼 세척 후 조립시 돌출 된 홈에 맞게 결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질 및 보관
[손질 방법]
본체의 헤드부분은 사용 후 물기가 없는 수건(또는 물기가 없도록
짜낸 화장솜 등)으로 가볍게 더러워진 곳을 닦아 내십시오.
본체는 절대 물로 씻어내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볼 어플리케이터는 분해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닦거나 물에 씻은 후
물기를 닦아낸 후 조립하여 줍니다.
신나, 벤젠, 염소계, 알칼리성, 산성 세제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관 방법]
본체를 스탠드에 세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고 습한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날카로운 물건과는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 LED 광원을 눈에 직접 조사하지 마십시오.
. 자극, 어지러움, 전기충격이나 열감을 느낄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사용 중 피부나 신체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전문의와 상담 후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 진동이 약하게 느껴질 경우 새 배터리로 교환하십시오.
. 배터리의 , 를 확인하시고 AAA배터리를 올바르게 넣으십시오.
. 반드시 정해진 규격의 배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래된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 가급적 건조,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주시고 직사광선은 피해주십시오.
. 기기를 장시간 사용 할 경우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타사의 소모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소비자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구입 후 1년(보증기간)내에 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 불포함)

소비자 과실
. 사용자의 잘못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낙하, 침수, 충격, 파손, 무리한 동작 등)
. 당사의 서비스 기사 및 지정협력사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정품 이외의 부품이나 부속물 사용에 의한 고장이나 제품 파손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