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Introduction
The Precision Brush is uniquely
designed to cleanse hard-to-reach
areas on your face, such as your
nose and chin. Because of its smaller
shape, it removes impurities which,
if not removed, accumulate in the
pores, making them more visible.
Over time, if pores stay clean, there
is a smaller chance that they will
become enlarged.
Note: Please read all instructions for
VisaPure Advanced before you use
the Precision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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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 The Precision Brush
is intended to
cleanse hard-toreach areas, only
around the nose and
mouth.
-- Do not use the
Precision Brush if it is
damaged or broken,
to avoid injuries.
-- Do not use the
Precision Brush
around the eyes.
-- Do not use the
Precision Brush on
the lips, on or inside
the ears, or inside the
nose.
-- To treat the cheeks
and forehead,
always use a regular
sized cleansing brush
before you use the
Precision Brush.

-- Only treat the
nose area with the
Precision Brush once
per treatment. If you
use the Precision
Brush, do not
cleanse your nose
with the Regular
brush beforehand.
-- Wear a headband
or tie all your hair
securely away from
your face, to make
sure that no loose
hair gets trapped
in the the Precision
Brush during use.
-- Do not use the
Precision Brush on
dry skin or on open
wounds.
-- Take out your (nose)
piercing and take off
your glasses before
you use the Precision
Brush.
-- Do not overtreat
your nose area;
15 seconds for each
side of your nose is
enough to clean both
sides properly.
-- Do not push too hard
on your nose, let the
brush do its work.
-- Do not put the
Precision Brush in
the dishwasher.

Precision Brush
The Precision Brush is suitable for all
skin types. We advise you to use it
once a day.
The ideal sequence consists of the
following steps:
1	Use the Deep Pore cleansing
brush to cleanse your cheeks and
forehead.
2	After step 1, ensure your make-up
is removed and continue to use
the Precision Brush to clean
harder to reach areas such as
your nose and chin area.
Note: Do not cleanse the nose and
area around the mouth with the
Deep Pore cleansing brush, if you
intend to use the the Precision Brush
afterwards.
3	Finalize with a massage treatment
using the Revitalizing Massage
attachment.

The 30-second Precision
Brush program
Thanks to Intelligent brush head
recognition, the VisaPure Advanced
handle recognizes the brush head
and will run the customized program.
The program consists of 2 treatment
periods of 15 seconds. Start on the
right side of your nose or mouth.
When the appliance pauses after
15 seconds, move to the left side of
your nose or mouth. (fig. 1)
Note: cleansing the area around
the mouth is optional. If you have
hard to reach areas, you can use the
Precision Brush there as well.
The Precision Brush has 2 intensity
settings: intensity setting 1 for a
gentle treatment and intensity setting
2 for a more intense treatment.
Note: If you attach the Precision
Brush to a VisaPure Essential or a
Basic VisaPure, the Intelligent brush
is not recognized. The three times
20 seconds program will activate.
Please stop using the brush after
two times 20 seconds.
Note: It is normal for your nose to
feel slightly tender after the first
treatment. If you want to, you can
reduce the treatment intensity and
duration.

Using the Precision Brush
Make sure you only use the Precision
Brush on wet skin. You can use it in
combination with a cleanser.
1	First cleanse your face with a
(Deep Pore) cleansing brush.
Only cleanse the cheeks and the
forehead. Consult the user manual
of your VisaPure for general usage
instructions for the cleansing
brush head. You can leave the
cleanser and water on your face,
while you use the Precision Brush.
2	Put the Precision Brush onto the
VisaPure Advanced, until it locks
into position with a click (fig. 2).
3	Moisten the brush head and
your face with water. Do not use
the appliance with a dry brush
head, as this can irritate the skin.
If preferred, you can put a bit of
cleanser onto the brush head.
Push the cleanser slightly down
in between the bristles, so it does
not fall off.
4 Switch on the appliance.
5	Place the Precision Brush on the
right side of your nose. Gently
move the brush head up and
down across the right side of your
nose, and if preferred, also in the
mouth area. (fig. 3)
Important: Make sure that you
avoid the delicate skin around the
eyes. Make sure you do not treat
your lips, the inside of the nose
and areas around your eyes with
the brush head.
Note: Do not push the brush head
too hard onto the skin, to make
sure that the treatment remains
comfortable.
6	After 15 seconds, the appliance
pauses briefly to let you know
that you have to move it to the
other side of your nose. (fig. 4)
7	When the program is finished,
clean the brush head with water
(max. 40°C) and mild soap.
Make sure you rinse the soap off
properly.
8	Make sure you dry the clean
brush afterwards. First shake the
water off. Then dry it with a clean
towel. Let the brush head dry
on the appliance in the charging
stand (without the protection cap),
or on the storage pallet. Make
sure you press the bristles back
into shape, so they can dry
properly and remain straight.

9	Once the brush head is dry,
you can use the protection cap
to protect the bristles (during
traveling or for storage). Do not
cover the brush head with other
materials. Make sure the brush
head is dry before traveling.
Note: When you attach a different
brush head, the appliance recognizes
it. You will hear a beep and the
intensity setting indications flash
alternately. (fig. 5)

Precision Brush
replacement
We advise you to replace the
Precision Brush after 3 months
of use, or earlier if it is damaged.
Replacement brush heads are
available from www.shop.philps.com
or from the shop where you
purchased your Philips VisaPure
Advanced.

日本語
はじめに

この度は「インテリジェントブラシ 小鼻用」
をお買い上げ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
います。
長い間ご愛用いただくために、ご使用前に
この取扱説明書をよくお読みのうえ、正しく
お使いください。
「インテリジェントブラシ 小鼻用」は、
「ビザピュア アドバンス」シリーズに対応して
います。「ビザピュア アドバンス」本体の
取扱説明書も併せてお読みください。

ご使用上の注意

-	目の周りの敏感な部分や、唇、耳の中や鼻
の中には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	ブラシ毛が破損した場合は使用しないでく
ださい。ケガの原因となります。
-	刺激の強い化学物質や粗い粒子を含んだ洗
顔料、スクラブ入りまたはピーリング
-	作用のある洗顔料などを使用しないでくだ
さい。
-	ブラシを肌に強く押し付けすぎないように
気を付けてください。
-	毛穴ディープクレンジングブラシと同じ部
分に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洗顔プログラム

-	「インテリジェントブラシ 小鼻用」は、
ヘッド自動認識機能搭載の家庭用美顔器
/ 洗顔ブラシ「 ビザピュア アドバンス」専
用です。「ビザピュア アドバンス」本体
に取り付けるだけで、デリケートな肌に合
わせて開発されたプログラムを自動的に選
択します。
-	ジェントルモード（低速設定）を選択する
と、従来モデル* に比べてブラシ
の回転数や振動数を抑え、繊細な肌も
よりやさしく洗顔することができます。
* 「ビザピュア」および「ビザピュア アドバ
ンス」でノ ーマル肌用ブラシを使用した場合
の回転数
・振動数との比較。

ブラシの使用方法について

詳細はフィリップス「 ビザピュア アドバンス」
本体の取扱説明書またはフィリップス
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ホームページアドレス
http: //www.philips.com/

ブラシの交換

ブラシが磨耗した状態で使用すると肌に
ダメージを与える恐れがあります。
ブラシの洗浄力を保つため、また衛生上の理
由から、ブラシは定期的に交換してください。
「インテリジェントブラシ 小鼻用」の推奨さ
れる交換目安は、３ヶ月ごとです。
万が一ブラシが破損した場合は、交換目安
期間内でも新品を購入の上、交換してくださ
い。
株式会社フィリップス エレクトロニクス ジ
ャパンフィリップスサポー
トセンター 0120 -944-859
日本販売代理店：小泉成器株式会社

한국의

소개
프리시젼 브러쉬는 코, 턱 주변의 닿기
힘든 부위까지 세안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더 작아진 브러쉬
형태로, 꼼꼼히 제거하지 않으면 모공에
누적되어 더 잘 보이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해 모공이 확장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프리시젼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 비자퓨어 어드밴스드(VisaPure
Advanced)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주의
-- 프리시젼 브러쉬는 클렌징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리시젼 브러쉬가 손상되거나 고장
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눈가 주변에는 프리시젼 브러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입술, 귀, 귀 안 또는 코 안은
프리시젼 브러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볼과 이마는 프리시젼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일반 크기의
클렌징 브러쉬로 먼저 세안하십시오.
-- 클렌징 시 프리시젼 브러쉬는
한번만 사용해 코 주변을
클렌징하십시오. 프리시젼 브러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브러쉬로
코를 먼저 클렌징하지 마십시오.
-- 세안 시 머리카락이 프리시젼
브러쉬에 걸리지 않도록 머리띠를
착용하거나 머리를 묶으십시오.
-- 건조한 피부나 상처 부위에는
프리시젼 브러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프리시젼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피어싱
(코)을 제거하고 안경을 벗으십시오.
-- 코 주변을 과도하게 클렌징하지
마십시오. 코 양쪽을 15초만
사용해도 클렌징 할
수 있습니다.
-- 코에 대고 너무 꽉 누르지 말고
브러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십시오.
-- 프리시젼 브러쉬를 식기세척기에
넣지 마십시오.

프리시젼 브러쉬
프리시젼 브러쉬는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합니다. 하루에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순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볼과 이마 클렌징 시에는 딥 포어
클렌징 브러쉬를 사용하십시오.
2 단계 후에는 메이크업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프리시젼
브러쉬를 계속 사용하여 코, 턱 등
브러쉬가 닿기 힘든 부위를 철저히
클렌징 하십시오.
참고: 만약 프리시젼 브러쉬를 사용할
시에는 딥 포어 클렌징 브러쉬로 코와
입 주변을 클렌징하지 마십시오.
3 생기 회복 마사지 헤드를 사용하여
마사지 후 클렌징을 마무리하십시오.

마십시오. 원하는 경우, 약간의
클렌저를 브러쉬 헤드에 묻혀도
됩니다. 클렌저가 브러쉬 모 사이
안쪽으로 묻어나게끔 하십시오.
4 제품의 전원을 켜십시오.
5 프리시젼 브러쉬를 코 우측에 댄
후, 브러쉬 헤드를 우측 전체에서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십시오.
원하는 경우 입 주변에도
사용하십시오 (3).
중요 사항: 눈 주변같이 섬세한
부위는 피하십시오. 브러쉬 헤드로
입술, 코 안, 눈 주변을 클렌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30초 프리시젼 브러쉬
프로그램

참고: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브러시 헤드를 피부에 대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6 15초 후가 지나면 제품이 잠깐
멈추며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알려줍니다 (4).
7 프로그램 작동이 끝나면 물(최대
40°C)과 중성 비누로 브러쉬
헤드를 세척합니다. 비누를
깨끗하게 헹궈냈는지 확인합니다.
8 다 씻은 브러쉬를 말리십시오.
먼저 흔들어 물기를 털어낸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닦습니다. 제품은
충전대 또는 보관거치대에 놓은
상태에서 보호 캡을 벗긴 상태로
말리십시오. 브러쉬 모가 올바르게
마르고 원래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브러쉬 모를 눌러 모양을
잡아주십시오.
9 브러쉬 헤드가 마르면 보호 캡을
사용하여 브러쉬 모를 보호합니다
(여행 또는 보관). 브러쉬 헤드를
다른 것으로 덮지 마십시오.
여행하기 전에 브러쉬 헤드가 마른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다른 브러쉬 헤드를 부착하면
제품이 이를 인식합니다. 신호음이
들리고 세기 설정 표시등이 번갈아
깜박입니다 (5).

VisaPure Advanced는 지능형 브러쉬
헤드 인식 기능으로 헤드를 인식하고
맞춤프로그램을 작동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5초씩 두 번의
클렌징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나 입의
우측부터 클렌징을 시작하시고, 15초
후 제품이 작동을 멈추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십시오 (1).
참고: 입 주변 클렌징은 선택
사항입니다. 닿기 힘든 부위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도 프리시젼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시젼 브러쉬는 2가지 세기 설정,
즉 부드러운 클렌징 세기 설정 1과 강한
클렌징 세기 설정 2가 있습니다.
참고: 프리시젼 브러쉬를 VisaPure
Essential 또는 Basic VisaPure에
연결하면 지능형 브러시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20초씩 세 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20초씩 두 번 사용 후 멈추십시오.
참고: 첫 번째 클렌징 후 코가 약간
따가울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클렌징
세기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시젼 브러쉬 사용
프리시젼 브러쉬는 젖은 피부에만
사용해야 하며, 클렌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딥 포어) 클렌징 브러쉬로
얼굴을 클렌징하십시오. 볼과
이마만 클렌징하십시오.
클렌징브러쉬 헤드의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지침은 VisaPur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리시젼
브러시를 사용하는 동안 얼굴에
클렌저와 물이 묻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2 프리시젼 브러쉬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VisaPure Advanced 위에
끼우십시오 (2).
3 브러시 헤드와 얼굴을 물에 적셔
주십시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브러시 헤드가마른
상태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교체용 프리시젼 브러쉬
프리시젼 브러쉬는 3개월마다
교체해야하며, 손상된 경우에는 이보다
일찍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용
브러시 헤드는 www.shop.philps.com
또는 필립스 VisaPure Advanced를
구입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