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퓨어 어드밴스드(VisaPure
Advanced)용 액세서리 헤드

프레시 아이
인공지능 헤드
SC6040/00

눈가의 피로 회복
지친 눈가를 풀어주는 상쾌함
프레시 아이 헤드로 아침에 지친 눈을 상쾌하게 풀어 보세요. 시원한 고급 소재와 맞춤형
듀얼 모션 프로그램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30초의 상쾌함으로 하
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상쾌한 기분 선사
아침에 지친 눈가를 풀어주는 상쾌함 선사
눈 주위의 얇고 민감한 피부에 부드럽게 사용 가능
눈 주위의 얇고 민감한 피부에 부드럽게 사용 가능
둥근 형태와 특수 코팅으로 원활한 활주
맞춤형 듀얼모션 기술 프로그램
부드러운 마사지 프로그램(초당 120회 나노 진동)
편리한 사용 및 일상적인 스킨케어에 적용
온수와 비누를 이용한 손쉬운 헤드 세척
크림, 세럼, 로션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사용 가능
인공지능형 헤드 인식, 맞춤형 듀얼모션
30초 프로그램, 2가지 강도 설정, 양방향 회전

비자퓨어 어드밴스드(VisaPure Advanced)용 액세서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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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사양

상쾌한 기분 선사
프레시 아이 헤드는 프리미엄 세라믹 코팅된 차가
운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 밑 피부를
몇 초 안에 차갑게 식혀주므로 지친 눈이 상쾌하게
풀어집니다.

일상에 편리하게 적용
일상적인 스킨케어에 손쉽게 통합시킬 수 있습니
다. 크림, 세럼, 오일, 에센스 등 현재 사용하는 스
킨케어 제품과 헤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원하
는 경우 헤드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에 부드럽게 작용
프레시 아이 헤드는 매끄러운 재질과 부드러운 듀
얼 모션 프로그램을 통해 눈가의 얇고 민감한 피부
에 꼭 맞는 마사지 경험을 제공합니다.

손쉬운 세척
헤드 세척이 무척 쉽습니다. 세면대에서 온수와 비
누로 간편하게 씻으면 됩니다.
30초 만에 경험하는 눈가의 상쾌함
프레시 아이용 맞춤형 듀얼모션 프로그램은 30초
만에 빠르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므로 아침에 간편
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2가지 강도 설정을 선택
할 수 있는데, 설정 1은 진동만을 이용한 가벼운 마
사지, 설정 2는 회전과 진동을 동시에 적용하는 좀
더 높은 강도의 마사지 프로그램입니다. 프레시 아
이 프로그램에서는 양방향 회전을 사용하여 피부
의 림프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초당 120회 나노진동

프레시 아이용 맞춤형 듀얼모션 프로그램은 초당
120회의 마이크로 진동을 통해 눈 주위를 부드럽
게 마사지하여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특수 설계
덕분에 눈 주위의 얇고 민감한 피부도 부드럽게 관
리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 아이 프로그램은 30초의
짧은 프로그램이므로 바쁜 아침에도 빠르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형 헤드 인식
인공지능 헤드
기술 사양
맞춤형 듀얼모션
전용 회전 및 진동
강도 설정: 2
프로그램 지속 시간: 30초
양방향 회전
좌우 회전

특별한 형태와 재질
프레시 아이 헤드는 둥근 형태로, 눈 주위를 부드럽
게 마사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고려한 특수 코팅으로 피부 위에서도 원활
하게 움직입니다. 300명 이상의 유럽 및 아시아 여
성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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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사용
전용 기기: 비자퓨어 어드밴스드(VisaPure
Advanced)
손쉬운 세척

필립스 친환경 로고
필립스 친환경 제품은 비용, 에너지 소비 및 이산
화탄소(CO2) 배출을 절감해 줍니다. 필립스는 친
환경을 위한 에너지 효율, 포장, 유해 물질, 무게,
재활용 및 폐기, 수명 안전성 중 한 가지 이상을 개
선함으로써 의미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