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사양

제품명: 스킨 스크로버                                                                                                                                                                                                                                                        
브랜드: 애니미    　                                                                                                                                                                                                                                                    
무게: 170g                                                                                                                                                                                                                                                         
전원: AC 100~240V, 50/60Hz 

                                                                                       
경고

다음에 경우에는 기기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12세 이하의 어린이, 　 　 　                                                                                                                                                                                                                                                     
안면 흑피증이나 피부염이 있는 경우, 　                                                                                                                                                                                                                                                     
스킨케어 제품을 이용할 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거나 피부가 붉게                                                                                                                                                                                                                                                     
혈우병이 있는 경우,                                                                                                                                                                                                                                                        
간과 관련한 병이 있거나, 간에 기인한 피부병이 있는 경우,                                                                                                                                                                                                                                                     
페이스 메이커나 기타 다른 종류의 이식된 전자 의료 기기가 있는 경우,                                                                                                                                                                                                                                                    
체내에 의료기, 전자기기, 기타 금속류 등을 착용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현재 심장병이 있거나 심장병의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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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MI Skin Scrubber



1. 구성품

2. 각부의 명칭
                                                                                  

3. 기능
  1) SONIC : 초음파에 의한 피부 각질층 제거
  2) 음이온(-) : 피부 속 깊은 곳까지 화장품의 유용한 성분이 잘 흡입되도록 시킴(이온도입)
  3) 양이온(+) : 모공속의 이물질을 뽑아내어 피부톤을 맑게 보이도록 시킴(이온도출/클렌징)
  4) 리프팅(SONIC 동시작동) :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킴
  5) LOW/ HIGH) : 출력 에너지세기 약하게(LOW), 강하게(HI) 선택
  6) 자동전원 OFF : 전원을 켠채로 동작을 안하면 1분 후 자동 전원이 OFF 됨.
  7) 안전장치 : 전원을 켠채로 12분 사용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OFF 됨.(과용 방지)

4. 용도
  1) SONIC에 의한 피부 각질층 제거(얼굴, 신체) 단, 발의 뒷굼치의 각질 등 굳은살은 제외.
  2) 모공속의 이물질을 뽑아내어 클렌징(얼굴 따위)
  3) 화장품의 유용한 성분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잘 흡입되도록 시킴
  4) 피부의 탄력을 개선시킴

Device                                         Charger                                       Manual

5. 사용법 
사용 전 피부를 깨끗이 씻고 촉촉하게 만드세요 (건조한 피부에 바로 사용하지 마세요)
세안 후, 따뜻한 스팀 또는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여 피부에 맛사지를 해서 모공을 열어 놓으세요.

1. 초음파 ; 피부의 각질층 제거(헤드모서리가 각진 면을 이용하세요)
  1) 클린징 화장품을 사용하여 얼굴의 세안을 깨끗이 한 후 사용하세요.                                                                                               
  2) 기기를 켜기 위해 “소닉” 버튼을 한 번 누르세요.                               
  3) 레벨을 선택하세요 (강/약)                                                                                                                                                                                                                                                       
  4) 엄지와 손가락들을 접지에 최대한 면적을 넓게 많이 붙잡고, 기기의 헤드를 피부에 
     놓으세요.                                                                                                                                                                                                                                                     
  5) 기기의 헤드끝단의 90도로 각이진 모서리를 피부에 접촉하고, 피부표면과 기기의 
      경사각이 45도 정도로 위치하세요. 기기가 피부에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 경우, 
      빨간 LED 등이 켜지면서 기기가 진동하는 것을 듣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기기가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기기를 사용할 준비가 끝난 것 입니다. 　 　                                                                                                                                                                                                                                                    
  6) 기기를 귀하가 원하는 신체 부위에 따라 피부와 헤드면이 떨어지지않을 정도로 접촉한 
      상태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기기를 1분간 그냥 놓아둘 경우,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7) “소닉” 버튼을 길게 눌러 기기를 끄세요.  
  8) 박피 후 피부주위를 씻으세요. 그리고, 기기의 헤드면을 알코올로 깨끗이 청소하세요. 

2. 양이온 마사지: 세안 후, 모공속의 이물질 등을 클렌징 (이온 도출)
  1) 원하는 부위에 클렌징용 화장품 또는 정수된 깨끗한 물을 적당히 바르세요.                                                                                                                                                                                                                                                    
  2) 기기를 켜기 위해 “소닉” 버튼을 한 번 누르세요. 　                                                                                                                                                                                                                                                    
  3) “이온” 버튼에서 한번 누르면 +이온이 세팅됩니다.                                                                                                                                                                                                                                                    
  4) 레벨을 선택하세요 (강/약) 　 　 　                                                                                                                                                                                                                                                    
  5) 엄지와 손가락들을 접지에 최대한 면적을 넓게 많이 붙잡고, 기기의 헤드를 피부에 
      놓으세요.                                                                                                                                                                                                                                                     
  6) 기기의 헤드끝단의 C cutting된 면이 피부에 닿게한 후, 피부와 기기간의 경사각이                                                                                                                                                                                                                                                     
      20도 정도로 기울게 하고, 얼굴의 안쪽(코기준으로)에서 밖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기기가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 경우, 빨간 LED 등이 껴집니다. 　                                                                                                                                                                                                                                                    
  7) 기기를 귀하가 원하는 신체 부위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세요. 기기를 1분간 그냥 놓아둘 
      경우,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8) “소닉” 버튼을 눌러 기기를 끄세요 　 　                                                                                                                                                                                                                                                    

  9) 신체 부위를 티슈나 면 패드로 닦아 내세요. 　

3. 음이온 마사지:  화장품의 유용한 성분 및 비타민 C 등을 
    피부에 흡수가 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온도입) 
  1) 세안(클렌징 포함)이 된 후, 원하는 피부 부위에 화장품 또는 비타민 C를 적당하게 
      바르세요.  　                                                                                                                                                                                                                                                   
  2) 기기를 켜기 위해 “소닉” 버튼을 한 번 누르세요.                                                                                                                                                                                                                                                      
  3) “이온” 버튼에서 한번 누르면 -이온이 세팅됩니다.                                                                                                                                                                                                                                                      
  4) 레벨을 선택하세요 (강/약)                                                                                                                                                                                                                                                       
  5) 엄지와 손가락들을 접지에 최대한 면적을 넓게 많이 붙잡고, 헤드를 피부에 놓으세요.                                                                                                                                                                                                                                                     
  6) 기기의 해드끝단의 C cutting된 면이 피부에 닿게한 후, 피부와 기기간의 경사각이                                                                                                                                                                                                                                                     
      20도 정도로 기울게 하고, 얼굴의 안쪽(코기준으로)에서 밖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기기가 피부에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 경우, 빨간 LED 등이 켜집니다.                                                                                                                                                                                                                                                    
  7) 기기를 한 곳에 10초간 정지하면, 화장품 또는 비타민 C가 피부속으로 침투가 됩니다.                                                                                                                                                                                                                                                    
      원하는 피부부위에 계속해서 기기를 반복 사용하세요. 기기를 1분간 그냥 놓아둘 경우,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8) “소닉” 버튼을 눌러 기기를 끄세요. 

4. 초음파 및 리프팅(음이온 및 양이온 반복동작) 
    동시동작 : 피부의 탄력을 복원해주는 기능
  1) 원하는 부위에 영양크림(탄력)이나 에센스를 적당량으로 바르세요.                                                                                                                                                                                                                                                    
  2) 기기를 켜기 위해 “소닉” 버튼을 한 번 누르세요. 　                                                                                                                                                                                                                                                    
  3) “리프팅” 버튼을 누르면, 소닉버튼도 자동으로 켜집니다. 　                                                                                                                                                                                                                                                    
  4) 레벨을 선택하세요 (강/약) 　 　 　                                                                                                                                                                                                                                                    
  5) 엄지와 손가락들을 접지에 최대한 면적을 넓게 많이 붙잡고, 기기의 헤드를 피부에 
      놓으세요.                                                                                                                                                                                                                                                     
  6) 기기의 헤드끝단의 C cutting된 면이 피부에 닿게한 후, 피부와 기기간의 경사각이 20도                                                                                                                                                                                                                                                    
      정도로 기울게 하고, 얼굴의 안쪽(코기준으로)에서 밖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기기가 피부에 올바르게 놓여져 있는 경우, 빨간 LED 등이 켜집니다.                                                                                                                                                                                                                                                    
  7) 기기를 귀하가 원하는 신체 부위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세요. 기기를 1분간 그냥 놓아둘 경우,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8) “소닉” 버튼을 눌러 기기를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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