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 Facial Cleansing

클렌슈어 프로페셔널 페이셜 클렌져 - RC
미용기기 전문기업의 디자이너와 개발팀이 만든 클렌슈어
프로페셔널 페이셜 클렌져는 최상의 기술력과 설계 및 품질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문적인
피부 클렌징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2단계 스피드 회전 시스템으로 4배 강한 클렌징
. 프로페셔널 페이셜 클렌져와 미세 항균 브러시,클렌징
스폰지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각질 제거, 블랙헤드,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전문적인 클렌징 시스템

RC
* 반드시 사용전 설명서를 읽으신 후 사용해 주십시오.

제품구성

작동법

프로페셔널 페이셜 클렌져 기기
2단계 스피드 회전 시스템으로 부드러운 데일리 클렌징과 강력한
딥 클렌징 효과를 제공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방수 설계로 샤워 시 사용 가능합니다.
디자인과 사이즈를 최적화하여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페이셜 딥클렌징 브러시
미세 항균브러시가 각질 제거는 물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집중
케어하여 완벽한 딥클렌징 효과를 제공해 줍니다.

프로페셔널 페이셜 클렌져 ON / OFF, 속도 선택

ON/OFF
SPEED

1. 전원 버튼을 눌러 제품을 작동 시킵니다.
한번 더 누르면 작동이 정지됩니다.
2.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SPEED버튼을
눌러 클렌징 속도를 선택하고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브러시 체결 방법

프로페셔널 페이셜 데일리 클렌징 스폰지
피부에 자극이 없는 부드러운 항균 스폰지가 손이 닿지않는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1. 기기의 고정축과 브러시의 고정홈을 맞춰
고정축의 끝까지 수직으로 가볍게 밀어
장착합니다.
* 브러시를 기기에서 빼낼 경우 기기와 브러시를 각각
잡고 1번과 반대방향으로 수직으로 당겨 빼냅니다.

클렌져 사용법

Step 1 : 얼굴과 브러시에 물을 살짝 적시고, 클렌져를 적당량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 줍니다.

Step 2 : 프로페셔널 페이셜 클렌져의 전원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고
약 60초간 이마와 볼에 부드럽게 돌려 마사지해 줍니다.
* 피부에 세게 문지를 경우 피부보호를 위해 헤더가 멈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볍게 잡고 사용하십시오.
* 눈 가까이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교체법
1. 본체아래의 배터리 캡을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 열어줍니다.
2. 본체하단 내부에 표시된 건전지 삽입 방향에 맞추어 AA사이즈
건전지를 넣어 주십시오.
3. 본체아래의 배터리 캡을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 닫아줍니다.

Step 3 : 클렌징이 끝난 후 얼굴을 세안하시고, 브러시헤드를
흐르는 물로 헹궈 줍니다.

_
+
+
_

* 위생을 위하여 보관 시 브러시에 캡을 닫아 아래로 향하게 두시면 좋습니다.
* 딥클렌징 브러시와 데일리 클렌징 스폰지가 변형이나 손상이 있을 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교체 주기 : 딥클렌징 브러쉬-약 3개월, 데일리 클렌징 스폰지-약 2개월)

사용시의 주의사항

기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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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에 부상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트러블, 통증을 느낄 우려)

- Deep Cleansing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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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ush

. 자극, 어지러움, 전기충격이나 열감을 느낄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사용 중 피부나 신체에 이상을 느끼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Brush Cap

(전문의와 상담 후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 회전 속도가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새 배터리로 교환하십시오.
. 배터리의 , 를 확인하시고 AA배터리를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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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캡을 완전히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실 경우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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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ily Cleansing Sponge

Sponge

Sponge Cap

- Professional Facial Cleanser

(소비자 과실 불포함)

Power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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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 Button
Battery c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