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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매끄럽게 광채나는 피부
10배 더 효과적인 클렌징*

필립스 진동클렌저 비자퓨어(VisaPure)는 일상적인 세안 과정을 쉽게 한 단계 업그레이

드할 수 있는 새로운 스킨 케어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피부를 깨끗하며 매끄럽고 광채

나게 만들 수 있는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딥 클렌징

10배 더 효과적인 클렌징으로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 표현

회전과 진동의 특별한 결합_듀얼모션

얼굴 전체 세안을 위한 1분 완성 프로그램(타이머)

손처럼 부드러운 세안

2단계 강도 설정: 부드러운 클렌징과 딥 클렌징

편리한 사용 및 일상적인 스킨케어에 적용

샤워 중 사용 가능한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

충전 기능의 받침대가 있는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

스킨케어 제품의 흡수 촉진

온수와 비누를 이용해 손쉽게 헤드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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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10배 더 효과적인 클렌징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은

일상적인 세안 과정을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한 차원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스킨 케어 기술을 도입하였

습니다. 피부를 깨끗하고 매끄럽게 빛낼 수 있는 부

드러운 방법입니다.

듀얼모션 기술

브러시가 회전하면서 진동합니다. 수직 진동 방식

으로 피부 표면에서 각질, 때, 메이크업 잔여물 등

의 불순물을 부드럽게 분리합니다. 회전 방식으로

불순물을 말끔히 제거하고 더욱 꼼꼼한 딥 클렌징

이 가능합니다. 또한 브러시 솔이 같이 움직이면서

완벽하고 편안한 클렌징 경험을 선사합니다.

인공지능형 스킨 존 타이머

얼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형

스킨 존 타이머에서 제공하는 잠시 멈춤 기능을 통

해 다음 스킨 존으로 이동할 시간을 알 수 있습니

다. 전체 얼굴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타이머가 자동

으로 정지됩니다. 클렌징 프로그램 시간은 1분입니

다.

2단계 강도 설정

사용하는 각 브러쉬 헤드에서 개인 취향에 따라 두

가지 강도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가

벼운 클렌징을 원하면 설정 1을, 딥 클렌징을 원하

면 설정 2를 선택합니다.

방수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은

방수 기능이 있어 샤워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충전대 30분 사용

충전대는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의 독특한 디자인을 우아하게 살려 줍니

다. 브러쉬도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은 덜 차지하면서

사용했던 젖은 브러쉬를 자연스럽게 건조시킵니다.

방전 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하면 6시간 후에 완전히

충전됩니다.

크림의 흡수 개선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을 사용한

클렌징은 메이크업 잔여물과 각질을 더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딥 클렌징 효과를 통해 크림, 세럼, 에

센스와 같은 스킨케어 제품이 피부에 잘 흡수됩니

다.

세척이 편리한 헤드

헤드는 손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에서 온

수와 비누로 간편하게 세척하세요.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

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필립스는 친환경

을 위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

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의 개선함

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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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기술 사양

듀얼모션

한방향 회전

효과

클렌징: 손 세안보다 10배 더 효과적*

흡수 개선: 사용하는 스킨 케어 제품의 흡수력 향상

미세혈류량 개선: 더욱 광채나는 피부를 위한 피부

혈류량 향상

편리한 사용

배터리 표시등: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는 아이콘

타이머: 스킨 존 타이머

방수: 샤워 중에도 사용 가능

LED 표시등: 강도 설정, 배터리 부족

2단계 속도 설정: 부드러운 클렌징과 딥클렌징

무선: 충전 없이 최대 30회 사용

받침대: 충전 겸 보관 받침대

손잡이: 슬림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사용 부위

얼굴 및 목: 볼, 가슴, 턱, 이마, 목, 코

구성품

브러쉬 헤드: 일반 피부용 브러쉬 헤드, 민감성 피

부용 브러쉬 헤드

여행용 파우치

사용 방법: 퀵 스타트 가이드, 사용 설명서

받침대: 충전 겸 보관 받침대

전원 어댑터: 100 - 240V 어댑터

소비전력

충전 시간: 6시간

전원 시스템: 충전식 배터리

가동 시간: 매회 1분씩 30회 사용

전압: 100-240V

서비스

보증: 구입 후 2년

* 손 세안보다 10배 더 효과적인 부드러운 클렌징(메이크업 손

세안 결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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