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의 명칭

페이셜핸드피스

AGE system
(Age Erasing System)

사용설명서

제어패널

갈바닉 봉

LTV
접지봉

에어건(스프레이)

페이셜용기함
더스트 용기(뒤)

구성품
제품개봉시 아래의 구성품을 확인하고 사용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구성품
본체, LTV, 갈바닉봉, 접지봉, 에어브러쉬, 전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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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적용기능

갈바닉이온기

모델명

적용기능

AGE SYSTEM

SCALP(두피관리), FACIAL(피부관리)

AGE SYSTEM-S

SCALP(두피관리), FACIAL기능 제외

AGE SCALP

SCALP(두피관리)

AGE FACIAL

FACIAL(피부관리)

출력조절단계 : 5단계
기능 : 스켈링, 마사지, 토닝
작동시간 : 5분
Scaling(세정 작용) : 스켈링제를 두피에 바른 후 사용
① 시술자는 갈바닉 봉을 잡고 피시술자는 접지봉을 잡도록 한다.
② Scaling 버튼을 누른다
③ 피술자의 두피의 맞게 LEVEL 버튼을 눌러 전류량을 조절한다.
④ 기본적으로 2,3 단계로 맞추어 사용한다.
(오토 타이머기능:5분 후 자동 종료)

Massage(마사지 작용) : 좌식 샴푸 시 사용
① 시술자는 갈바닉 봉을 잡고 피시술자는 접지봉을 잡도록 한다.
② Massage 버튼을 누른다.
③ 피술자의 두피의 맞게 LEVEL 버튼을 눌러 전류량을 조절한다.
④ 기본적으로 2,3 단계로 맞추어 사용한다.
(오토 타이머기능:5분 후 자동 종료)

페이셜스파 모드 버튼

LTV,페이셜 강도 조절버튼

Tonic(영양공급 작용): 토닉용 제제를 바른 후 사용

에어브러쉬,LTV 작동버튼
갈바닉헤드스파 모드 버튼

① 시술자는 갈바닉 봉을 잡고 피시술자는 접지봉을 잡도록 한다.
② Massage 버튼을 누른다.
③ 피술자의 두피의 맞게 LEVEL 버튼을 눌러 전류량을 조절한다.
④ 기본적으로 2,3 단계로 맞추어 사용한다.
(오토 타이머기능:5분 후 자동 종료)
※주의사항
피시술자가 자극을 느낄 경우 LEVEL를 낮추어 느껴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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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Light Therapy Vibrator

거품기
① 거품기 통에 샴푸와 물을 적당량 혼합하여 채워놓는다.
② 거품기의 위쪽에 있는 구멍(Hole)을 검지 손가락으로 막아서 사용한다.
③ 거품의 농도가 높을 경우 샴푸와 물의 비율을 묽게 하여 사용한다.

사용 후 관리방법
강도조절단계 : 3단계
기능 : 근적외선(940nm), RED광선(628nm)
작동시간 : 5분

사용 후 헤드부분만 세척 후 거치대에 거치시킨다.

① LTV 버튼을 누른다.
② INTENSITY를 조절한다.
(LOW: 두피용 MID:,HIGH : 경추및 승모근을 이완용)
③ 두피 전체 혈점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 한다.
④ 근적외선을 두피에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한다.
사용 후 관리방법
사용 후 헤드부분만 세척 후 거치대에 걸어서 건조시킨다.

스프레이(SPRAY)
① 원하는 타입의 솔류션을 스프레이 건 용기에 담는다.
② SPRAY 버튼을 누른다.
③ 스프레이건의 레버를 당겨서 분사한다.
④ 스프레이건 뒤쪽의 다이얼을 돌려 분사량을 조절한다.
사용 후 관리방법
정제수를 에어브러쉬의 용기에 담아 장착한 후 분사시켜 호스안에 토너를
깨끗히비워낸 후 거치대에 걸어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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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및 안전사항

제품규격

본 제품은 전기기기이므로 습기나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전열기구 및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입력전원

AC220V, 60Hz

소비전력

200VA

규격
SPA(옵션)
갈바닉

○ 갈바닉 사용 금기 피부:
피부염, 과 예민성 피부, 심한 모세혈관 확장피부, 고혈압, 당뇨병, 인공
심장기 착용자, 임산부, 금속이식 수술자, 수술환자, 상처가 있는 부위, 간질

스프레이
거품기(옵션)

350(W) x 400(D) x 980(H) mm
AG,BG,AO / 진공압력 : 640mmHg
출력 : 15V
분출압력 : 3kg/cm2
공기압에 의한 강제 분출방식

환자등.
출

○ 갈바닉 시술 시 주의사항:

LTV

RED광선 : 628nm

① 시술자의 한 손은 봉을 잡고 한 손은 피 시술자를 잡아 한 개의 회로를
만들 듯이 시술한다
②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다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극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③ 갈바닉 사용시 모세혈관이 많이 파괴된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력 : 3W

근적외선 : 940nm

동작

온도 : 15~40℃ 습도 : 30~75%

저장

온도 : 0~50℃ 습도 : 30~80%

환경조건

④ 신체의 안전한 미세 전류량 이지만 개인에 따라 느껴지는 자극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기를 조절해 가며 적용한다.

○ LTV 사용시 안전사항:
① LTV마사지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② 만일 마사지시 통증을 느끼시거나,불편함을 느끼실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관리사나,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5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④ 중성세제나 젖은 헝겊을 사용하여 제품의 본체를 닦으십시요. 본체가 물에
담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⑤ 헤드 부분은 물로 헹구어 내신 후 말려서 사용 하십시요.
⑥ 염증부위나 발진, 충혈된 곳은 사용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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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보 증 서 ∞∞
◎ 저희 (주)엠아이테크에서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서비스 요청 시 (주)엠아이테크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 제품 보증기간은 12개월입니다.
제 품

명

구 입

일

두피관리기
년

월

모
일

구입대리점

델

명

AgE system

SERIAL NO.
판 매 금 액

무상서비스
보

소비자 피해유형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
기능상의 하자로
고장 발생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상

내

용

보증기간이내

보증기간이후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해당 없음

무상수리

유상수리

수리가능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수리

당사 기준에 한함
유상수리

유상서비스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요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세요
① 소비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수리로 고장발생시
ㆍ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ㆍ 설치 후 이동시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시
ㆍ 당사에서 미지정한 소모품, 옵션품 사용으로 고장 발생시
ㆍ 당사 및 당사 협력업체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발생시
② 그밖의 경우
ㆍ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시
ㆍ 사용부주의로 도자컵, 도자케이블 등이 파손된 경우

(주)엠아이테크
이 보증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며 다시 발행하지 않으므로 사용설명서와 함께 잘 보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