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슈어 이온 마사지기 - SNOWY

Professional Ion Massager

미용기기 전문기업의 디자이너와 개발팀이 만든 클렌슈어
이온 마사지기는 최상의 기술력과 품질로 설계되었습니다.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온 방출과 진동 기능이 화장
품의 유효성분을 피부 속 깊이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 이온이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
. 이온이 피부속 노폐물을 딥 클렌징
.
이온이 주름개선 및 피부 탄력을 강화
. 1초에 200번의 미세진동으로 피부탄력을 강화

제품구성
클렌슈어 이온 마사지기 - SNOWY

. 전문 피부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이온 마사지

SNOWY
* 반드시 사용전 설명서를 읽으신 후 사용해 주십시오.

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홈 에스테틱
미용기기입니다.
. 피부 상태에 따라 3단계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쉽게 마사지 할 수 있습니다.
. 무게를 최소화하여 휴대가 용이하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얼1부, 배터리 AAAx2ea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Step 1

단계별 이온 기능

Step 2

Step 3

그림과 같이 배터리 커버를 알카라인 AAA배터리를 올바 배터리 커버를 닫아줍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서 열어 른 방향으로 삽입합니다.
줍니다.

주의

. 배터리의
를 확인하시고 AAA배터리를 올바르게 넣으십시오.
. 잘못된 방향으로 결합하지 마십시오.

[ Nutrient Absorption ]
1step ( 이온 )

[ Cleansing ]
2step ( 이온 )

[ Lifting ]
3step (

이온교차 )

이온으로 피부속 노폐물을
이온을 교차하여 탄력
이온으로 비타민C를 비롯
한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피부 피부밖으로 당겨 딥 클렌징 있는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하여 줍니다.
속 깊이 침투 시켜줍니다.
(2분동안 프로그램 진행 후
전원 Off됩니다.)

(2분동안 프로그램 진행 후
전원 Off됩니다.)

(1분동안 프로그램 진행 후
전원 Off됩니다.)

손질 및 보관

사용법

[손질 방법]
본체의 헤드부분은 사용 후 물기가 없는 수건(또는 물기가 없도록
짜낸 화장솜 등)으로 가볍게 더러워진 곳을 닦아 내십시오.
물로 절대 씻어내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신나, 벤젠, 염소계, 알칼리성, 산성 세제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단계
1단계

3단계

Step 1

Step 2

Step 3

[보관 방법]

화장품의 내용물을 일정량
덜어 얼굴(피부)에 펴 발라
줍니다.

이온 마사지기의 전원 버튼을
눌러 줍니다.
(1단계/2단계/3단계 중 원하
는 프로그램 단계를 선택하여
줍니다.)

얼굴의 안쪽에서 바깥방향
으로 기기를 이용하여 펴 발라
줍니다. (전원버튼을 길게 누
르시면 off됩니다.)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고 습한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날카로운 물건과는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사용시의 주의사항

기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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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질환이나 급성질환이 있으실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생리, 임신기간 및 출산 후 1개월 동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피부에 부상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트러블, 통증을 느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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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귀금속 류 등을 빼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피부 트러블, 통증을 느낄 우려)
. 기기 본체에 금속류, 전도체를 대지 마십시오. (오작동의 원인)
. 방수제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에 담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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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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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동작시킬 경우, 헤드부위에 미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기의
고장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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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indicating LED
Power button

Deco
Battery c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