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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블레미시 브러쉬 헤드 2개

2단계 강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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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 잦은 피부를 위한 효과적이고 부드러운 클렌

징

손 세안보다 효과적인 유분 제거

비자퓨어(VisaPure) 안티 블레미시는 잡티가 생성되기 전의 두 단계를 대상으로 하며, 손

세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납니다. 유분을 줄여주고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각질도 제거해 줍

니다.

잡티가 쉽게 생기는 피부를 위한 클렌징 브러쉬 헤드

손 세안보다 모공에 더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가늘고 긴 브러쉬 모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 나일론 브러쉬 모

잡티가 쉽게 생기는 피부를 위한 저자극성 제품

손 세안과 같이 자극이 없어 하루 2회(아침/저녁) 사용 가능

마일드 클렌징 및 딥 클렌징 설정

얼굴 전체 세안을 위한 1분 완성 프로그램(타이머)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가꿔줌

필립스 VisaPure에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브러시가 있습니다.

최적의 위생을 위한 완벽한 설계

현재 세안 방식에 쉽게 적용 가능

샤워 중 사용 가능한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

충전 기능의 받침대가 있는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

6시간 충전 후 30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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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효과적이고 부드러운 클렌징

비자퓨어(VisaPure) 안티 블레미시 브러쉬의 가늘

고 긴 브러쉬 모로 모공을 막을 수도 있는 유분과

묵은 각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건조되는 위생적인 브러쉬 모

안티 블레미시 브러쉬는 해로운 박테리아의 발현

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피부과 전문

의와 박테리아 전문가의 참여로 개발된 이 브러쉬

는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더욱 빠르게 건조되므

로 박테리아가 생장하기 어렵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의견

안티 블레미시 브러쉬는 잡티가 쉽게 생기는 피부

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개발 단계

에 의사와 피부과 전문의들이 참여했습니다.

2단계 속도 설정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은 2

단계로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속도인

'마일드 클렌징'은 부드러운 평상시 클렌징에 사용

합니다. 2단계 속도인 '딥 클렌징'은 편안하면서도

강력한 클렌징 효과를 원할 때 사용합니다.

인공지능형 스킨 존 타이머

얼굴은 3부위, 즉 T존, 왼쪽 볼, 오른쪽 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을 사용할 때 스킨 존 타이머가 알려주

는 부위별 적정 사용 시간 알람(일시정지)에 따라,

각 부위마다 각 20초씩 세안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전체 프로그램 시간은 1분이며 과도한 클렌징

(overtreatment)을 방지하기 위해 1분 후에는 전원

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추가 브러시

필립스 비자퓨어(VisaPure) 안티 블레미시 팩에는

안티 블레미시 브러쉬 헤드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일반 피부용, 민감성 피부용, 엑스트라 센서티

브, 각질 제거, 모공 딥 브러쉬 헤드는 별도로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방수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은

방수 기능이 있어 샤워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충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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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식

완전히 충전된 필립스 비자퓨어 에센셜(VisaPure

Essential)은 30회 사용 가능합니다. 아침 저녁으

로 하루에 2회 사용할 경우 15일 동안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최적의 위생을 위한 설계

당사의 모든 비자퓨어 브러시 헤드에 사용되는 실

크처럼 부드러운 모의 소재는 신중하게 선택된 섬

세한 나일론입니다. 덕분에 브러시 헤드를 매우 간

편하게 세척하고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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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개선함

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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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사용 부위

얼굴 및 목: 볼, 가슴, 턱, 이마, 목, 코

편리한 사용

2단계 속도 설정: 부드러운 클렌징과 딥 클렌징

배터리 표시등: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는 표시등

무선: 충전 없이 최대 30회 사용

손잡이: 슬림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타이머: 스킨 존 타이머

받침대: 충전 겸 보관 받침대

방수: 샤워 중에도 사용 가능

구성품

브러시 헤드: 안티 블레미시 브러쉬 헤드 2개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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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사양

듀얼모션

한방향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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