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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 안에 완성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는 매끄러움
SatinPerfect의 더 넓은 헤드와 부드러운 세라믹 디스크로 한 번에 더 많은 체모를 제거하

여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제모할 수 있습니다! 최대 4주까지 지속되는 매끈함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몇 분 안에 완성되어 오랫동안 지속되는 매끄러움을 느껴보세요!

오래 매끄러움이 지속되는 효과적인 제모

더 넓은 헤드로 한 번에 더 많은 체모 제거

미세한 체모까지도 부드럽게 제거하는 고성능 디스크

평평하게 피부에 붙은 체모까지도 들어올려 제거하는 액티브 체모 리프터

회전하여 피부 표면 접촉을 최대화하는 고성능 캡

잔털까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옵티 라이트

편안한 제모

자극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진동 마사지 바

위생적인 물 세척 가능 제모 헤드

최대 40분간 무선 제모, 1시간 급속 재충전

민감한 신체 부위를 위한 섬세한 솔루션

최상의 결과 위한 보다 밀착된 면도, 트리밍 및 윤곽 정리

조명과 거울이 있는 고급 휴대용 케이스와 족집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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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무선

무선 제모기로 어디서나 제모 가능. 최대 40분간

무선 제모, 1시간 급속 재충전

더 넓은 헤드

더 넓은 제모 헤드는 한 번에 더 많은 체모와 접촉

하여 제거되므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최상의 매끄

러운 피부를 몇 분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시스템

부드럽게 진동하는 마사지 바는 상쾌한 제모를 위

해 자극된 피부를 효과적으로 진정시킵니다.

옵티라이트

내장된 옵티 라이트가 짧고 가는 체모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고성능 캡

고성능 캡의 회전식 이동을 통해 최상의 제모 효과

를 위한 최적의 각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멋진 스타일을 위한 면도와 체모 정리

최상의 결과 위한 보다 밀착된 면도, 트리밍 및 윤

곽 정리

스마트 족집게

눈썹 정리에 적합하도록 조명과 거울이 함께 탑재

된 세련된 케이스에 담긴 족집게

독특한 체모 들어 올리기 및 진동 시스템

독특한 체모 리프트 및 진동 시스템은 미묘한 진동

을 사용하여 미세한 체모를 들어 올리고 쉽게 제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 세척 가능한 제모 헤드

헤드를 분리할 수 있으며 흐르는 물에 세척할 수 있

어 더욱 위생적

고성능 디스크

부드러운 고성능 세라믹 디스크는 미세한 체모조

차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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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빠른 제모, 오래 지속되는 효과

더 넓은 헤드

부드러운 세라믹 디스크

액티브 체모 리프터

옵티라이트

고성능 캡

체모 프라이머

신체 밀착 헤드

압력 제어

편리함 및 위생

청소용 브러시

고급 파우치

물 세척 가능한 제모 헤드

편안한 제모

무선

부드러운 시스템

2단계 속도 설정

특별한 고급형 솔루션

면도, 트리밍 및 윤곽 정리

고급 족집게 세트

기술 사양

색상: 골드 샴페인

족집게 개수: 32

분당 회전 수: 2550

분당 제모 동작 회수: 81.600

전기식 제모기

무선/충전식 제모기

충전 시간: 1 시간

전기 제모기 작동 시간: 40 min

전압: 100-240 V

전력: 16

진동 횟수: 50-6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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