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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력이 향상되어 더욱 확실해진 스킨케어 효과

개선된 초음파와 진동의 싱크로

새로워진 필립스 VisaBoost 초음파 페이셜 모이스쳐라이저로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가

빠르고 확실해 집니다. 그 결과 스킨케어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안팎으로 촉촉해진 피부

에서 생기가 되살아 납니다.

듀얼 액션으로 향상되는 흡수력

개선된 초음파와 진동의 싱크로

피부의 자연스러운 세포 재생 과정을 촉진해 주는 초음파

피부의 혈류를 자극하는 부드러운 진동

즉각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스킨케어 효과

케어 후 곧바로 생기있고 부드러워진 피부

6주 케어 후 부드럽고 촉촉해진 피부

안전한 사용

인공지능형 온도 감지 조절기

모든 피부에 적합

편리한 사용

1회 충전으로 2주 사용 가능

흐르는 물에 세척 가능한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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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듀얼 액션 시스템

특수하게 설계된 초음파와 진동이 결합된 듀얼 액

션 시스템 덕분에 스킨케어 제품이 피부 속 깊은 층

까지 흡수되므로 언제나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가꿀 수 있습니다.

5MHz 초음파

초음파가 닿으면 스킨케어 제품은 미세분자로 즉

시 용해되어 피부의 표피로 쉽게 전달되고 피부의

신진대사를 자극해 피부의 자연스러운 세포 재생

과정을 촉진합니다.

초당 300회 진동

초당 300회의 부드러운 진동이 피부를 마사지하

고 피부의 혈류를 자극해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율

을 더욱 높여주므로 언제나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

로 가꾸어줍니다.

짧은 시간에도 눈에 띄는 결과

테스트에 참여한 93% 이상의 여성들이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 효과가 손으로 직접 발랐을 때보다 개

선되고 흡수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

다. 테스트에 참여한 94%의 여성은 피부가 즉시 부

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96% 여성이 제품 사용

후 곧바로 피부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다고 응답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효과

6주 케어 후, 테스트에 참여한 93%의 여성이 피부

의 보습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했고, 94%의 여성이

이전보다 건조함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90%의 여성이 피부 재생을 경험했습니다.

온도 조절기

기기가 최상의 상태에서 작동하고 피부의 보습력

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에서 온도를 자동으로 감

지하고 조절합니다.

모든 피부에 적합

이 기기는 현재 사용하는 스킨케어 방식을 보완하

고 피부 유형에 관계 없이 모든 피부에서 스킨케어

효과를 극대화하여 보습, 브라이트닝, 안티에이징

제품의 효과를 향상시켜 줍니다.

전문적이면서 유연한 솔루션

일반 케어 시 3분, 집중 케어 시 7분으로 세럼, 로

션, 크림 등 원하는 스킨케어 제품과 함께 1회 충전

시 연속해서 2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

스킨케어 후 매번 흐르는 물에 프로브를 세척한 후

보호캡을 씌워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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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효과

흡수력: 93%의 사용자가 경험한 흡수 개선 효과

피부 재생 과정 촉진: 초음파의 효과

혈액 순환 촉진: 초당 300회 진동

편리한 사용

배터리 표시등: 고급스러운 아이콘

무선: 충전 없이 최대 4~6회 사용

쉬운 조작: 인체공학적인 세련된 디자인

편리한 전용 거치대: 충전 겸 보관 받침대

방수: 흐르는 물에 세척할 수 있는 헤드

사용 부위

얼굴: 볼, 턱, 이마, 코

구성품

사용 방법: 퀵 스타트 가이드, 사용 설명서

전원 어댑터: 100 - 240V 어댑터

받침대: 충전 겸 보관 받침대

보호캡: 프로브를 청결하게 유지

소비전력

자동 전압: 100-240V

충전 시간: 2 hr

전원 시스템: 충전식 배터리

가동 시간: 4~6회 사용(각 3/7분)

서비스

보증:: 구입 후 2년

디자인

색상: 펄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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