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니크 소닉 시스템
퓨리파잉 클렌징 브러쉬
사용자 가이드

주요 안전 가이드
 리니크 소닉 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사용법을 숙지해
•크
주세요. 어린이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기능의 장애로 올바르고
안전한 작동 방법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는 반드시 작동법과 안전 가
이드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인의 도움 하에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습기가 없고, 평평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충전하십시오.
•	제품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 한 후 사용해 주세요. 사용자 가이드를
따르지 않은 제품 오작동, 지정된 전문 수리 업체가 아닌 곳에서의
제품 수리, 또는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 방법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반드시 AC 전압(100-240V)의 USB 포트를 어답터에 직접 연결하
여 충전하세요. 충전기와 연결된 USB 플러그는 어댑터를 통해서 직
접, 또는 다른 기기의 USB 포트를 통해 충전 할 수 있습니다. 크리
니크는 귀하께서 본 기기를 충전하실 때 제품과 함께 제공된 USB
어댑터를 사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많은 컴퓨터에 USB 포
트가 있지만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USB 포트를 통해
클렌징 브러쉬(Cleansing Brush)를 충전하실 때 그 외 다른 기기
는 USB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USB의 손상 또는 균열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USB 케이
블은 교체 할 수 없습니다.
•	물기가 있는 곳에서 충전기와 어댑터를 사용 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 케이블과 어댑터에 액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어댑터는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 케이블과 충전기를 분리할 때 무
리하게 당기지 마세요.
•	제품 가까이에 날카롭거나 뜨거운 물체를 두지 마시고, 제품 둘레를
케이블로 감지 마세요.
•	어댑터, 본체 또는 클렌징 브러쉬가 물 속이나 바닥에 떨어져 손상되
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세요.
•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충전식 배터리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 제조자가 공급한 부속품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졸음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 제품 본래 구성품 이외에 연장코드(선)을 사용하지 마세요
•	충전기의 자리를 옮길 때는 케이블 선이 아닌 본체를 들어 올려 안전
하게 이동시켜 주세요.

사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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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존, 이마, 턱 세안을
위해 디자인 된 그린
브러쉬

브러쉬 헤드

클렌징 브러쉬

볼 세안을 위해
디자인 된 화이트
브러쉬
충전 표시등

온/오프 버튼

인체 공학적 핸들

충전기

3

크리니크 소닉 시스템
퓨리파잉 클렌징 브러쉬
클렌징 전문가 크리니크가 개발한 클렌징 브러쉬 크리니크 소닉
시스템. 피부 전문가가 개발한 클렌징 브러쉬가 기존 클렌징 제품과
함께 한 차원 더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드립니다. 한 번에
1분씩, 하루에 2 번 클렌징 브러쉬를 사용해 보세요. 피부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하여 피부 톤이 더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고, 모공은 더
작아 보입니다. 클렌징 브러쉬가 T 존의 국소 부위에 쌓이기 쉬운
외부 먼지와 과잉 피지를 깨끗이 닦아내 줍니다. 손 세안 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제품의 효능을 높일 수
있도록 피부를 준비시켜 줍니다. 지속적인 사용으로 당신의 피부는
더욱 부드럽고 빛나며 건강해 보일 것 입니다.
•	스위스에서 개발된 미세 브러쉬가 피부 국소 부위를 섬세하게 세안해
줍니다.
•	크리니크만의 독자적인 브러쉬 각도와 소닉 음파 기술이 이마와 턱,
코 등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부위를 집중적으로 세안해 줍니다.
•	두 가지 형태의 브러쉬 모가 얼굴의 모든 부위를 꼼꼼히 세안해 줍니다.
• 사용후에는 항상 브러쉬를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하세요.
• 손잡이가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 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	클렌징 브러쉬는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샤워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 충전기 본체는 물 속에 담그거나 샤워 중에 사용하지
마세요.
• 배터리는 충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제품 정보는 www.cliniquekorea.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경고
피부 트러블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혹은 피부 트러블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경우 피부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마친 후 크리니크 소닉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브러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 알레르기나 갈라짐, 심각한 피부 트러블 등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마세요. 알갱이나 작은 입자를 함유하고 있는
클렌징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눈 주변을 피해 사용하세요.
크리니크 소닉 시스템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교한 클렌징 기기이므로
사용자 임의로 제품을 분해 또는 수리하지 마십시오. 본품의 케이블은
교체 불가능 하며 케이블이 손상되었을 경우 충전기와 분리해주세요.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가까운 크리니크 매장으로 방문해주세요.
반드시 크리니크 소닉 시스템 전용 충전기와 정품 브러쉬를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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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사용 준비
개봉 후 첫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 24시간 이상 충전해야 합니다.
상품 구입 후, 제품 포장을 주의하여 풀고 모든 포장재를
제거해주세요. 제품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는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브러쉬 헤드와 본체 상단의 원형 팁과 각도를 맞춰 주세요.
‘딸깍’
소리가 들릴 때까지 브러쉬를 조심스럽게 눌러 연결합니다.

충전을 위하여, 적절한 전압 등급이 작동하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물기가 없고, 안정되며 평평한 바닥에 충전기를 설치합니다. USB
케이블을 포트에 직접 꽂아서 어댑터를 통해 연결할 수 있고 또는
다른 전자 장치의 USB포트에 연결하여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댑터의 플러그를 작동 가능한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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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버튼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충전기에 꽂습니다. 클렌징
브러쉬를 충전하는 동안 제품의 워밍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작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충전기를 오래 꽂아 두어도
과열되지 않습니다.

사용 중 주황색 불이 켜지면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세요.
충전 표시등
주황색 불

배터리 상태
충전 요망

충전이 완료되면 불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충전 표시등

배터리 상태

깜빡거리는 주황색 불

충전중

초록색 불

충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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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이드
클렌징 시간은 1분이 적당합니다. 눈 주변을 피해 사용하세요.
클렌징 브러쉬 사용 빈도는 피부 타입과 클렌징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30초 가량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클렌징 후 보습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 클렌징 브러쉬가
편안해 지면 클렌징 시간을 1분으로 늘려주세요. 본인의 피부에
가장 알맞은 시간과 횟수를 적용해 주세요.
•	클렌징 브러쉬 사용 전, 눈 주변의 메이크업은 별도로 지워 주세요.
•	피부타입에 맞는 클렌저를 젖은 얼굴 또는 브러쉬 헤드에 직접 발라
주세요. 마른 상태의 브러쉬로 클렌징 할 경우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브러쉬 모를 활용한 효과적인 클렌징 방법 : 볼 부위는 흰색
브러쉬 모가 닿도록 하여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며 세안합니다.
T존 부위는 브러쉬 헤드를 기울여 녹색모가 닿도록 하여 위 아래로
브러쉬를 움직여 줍니다. 눈 주변을 피해 사용하고, 힘을 주지 않고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마, 코 턱 부위를5초간 마사지 한 후, 양 볼을 15초간 클렌징 하여
총 30초 간 클렌징 합니다. 세안 시간을 1분으로 할 경우 각 부위 시
간을 2배로 늘려 주세요.

•	사용 중 단추를 누르면 브러쉬의 작동이 멈춥니다. 또는 30초가
지나면 브러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브러쉬 작동을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단추를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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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징이 끝나면 브러쉬를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브러쉬에서 물기를
털어내고 공기 중에서 건조 시켜 주세요. 일주일에 한번, 브러쉬
헤드 뒷면과 손잡이를 세척해 주세요.

충전기 청소
청소 전에는 항상 충전기와 USB 포트를 분리해주세요. 물이나 다른
액체에 담거나, 흐르는 물에 충전기를 닦지 마세요. 청소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간단히 닦아주세요.

브러쉬 헤드 교체
더러워진 브러쉬는 교체해주세요. 가장 효과적인 세안을 위해,
적어도 3개월에 한번 브러쉬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러쉬는
크리니크 매장이나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클렌징으로 인해 브러쉬에 얼룩이 생겼더라도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얼룩진 브러쉬는 순한 비누와 물로 세척해 주세요.

보관 방법
제품을 보관할 때에는 충전기와 플러그를 분리시키고, 모든 구성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케이블 선을
감아서 보관할 경우, 선이 엉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여행 중 크리니크 소닉 시스템 사용 법
크리니크 소닉 시스템은 휴대가 간편합니다.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을 경우, 최대 3시간 (180분)동안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중 실수로 버튼이 눌려 작동이 시작되었더라도, 30초
후에 자동으로 멈춥니다. 브러쉬 헤드 커버를 씌워 보관하면 브러쉬
모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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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운 클렌징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크리니크 클렌저

포밍 페이셜 솝
스킨 타입 1,2,3

리퀴드 페이셜 솝 마일드
스킨 타입 2

크리미한 포밍 클렌저가
부드럽지만 완벽하게
더러움, 과잉피지와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리퀴드 페이셜 솝 오일리 스킨
포뮬러
스킨 타입 3, 4
크리니크 피부전문가가 개발한
부드럽고 효과적인 클렌징 입니다.
사용 시 피부는 더 산뜻하고 깨끗하며
편안합니다.

제품의 물리적, 전기적 사양
•배
 터리는 완전히 충전 후 약 3시간 (180분) 동안 연속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완전한 충전을 위해서는 24시간이 소요됩니다.
• 이 제품에는 적용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 충전 베이스 하단에 있는 Clinique Sonic System은 III등급
전자제품으로서 안전 초저전압(SELV) 전원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류 5볼트로 제한된 SELV는 전압이 아주 낮아서
사용자는 감전 위험 없이 안전하게 III등급 전자제품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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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밤새 충전을 했는데도 클렌징 브러쉬가 작동하지 않아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한 아래 사항의 확인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해주세요.
•	본체의 브러쉬 헤드와 온/오프 버튼이 앞쪽 방향을 향하여 올바르게
충전기에 꽂혀 있습니까?
•	최소 24시간 동안 충전을 유지 하였습니까?
•	본체 온/오프 버튼의 상단에 충전완료를 알려주는 초록색 불 빛을
확인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충전기에서 완전히 분리 후 온/오프
버튼을 눌러 작동하였습니까?
•	어댑터를 사용하여 충전한다면,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하게 꽂힌
것을 확인하였습니까?
• 다른 콘센트를 사용해보세요.
권유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클렌징 브러쉬를 사용해도 될까요?
더 오랜시간 사용으로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클렌징 브러쉬의 효과가 전 보다 덜 한 것 같아요.
브러쉬 헤드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므로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브러쉬 헤드가 본체에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 브러쉬 헤드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클렌징 브러쉬가 작동하는 힘의 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클렌징 브러쉬를 재 충전 해주세요. 계속 충전하여 사용 할수록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을 최대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용 전 24시간 이상 완충하여 사용하고,
6개월마다 완전히 배터리를 소진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자 기기는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상점
또는 수집 센터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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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시스템과 폐기에 대한 정보
•	충전식 배터리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폐기 전, 배터리를 완전히
소진해주세요.
•	일반 쓰레기통에 폐기하지 마시고 재활용함에 넣어주세요. 일반으로
처리될 경우 환경이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제품 폐기를 위하여, 가까운 재활용 센터나 물품 수집 시설에
문의해주세요.
•	배터리를 직접 제거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에
맡겨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재활용 관련 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폐기에 대한 정보
•	해당 기기에는 니켈 메탈 하이드라이드 충전용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의 이유로, 배터리를 분리수거
하여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품질 보증
크리니크는 항상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며, 소닉 시스템 퓨리파잉
클렌징 브러쉬 역시 정밀한 검사와 검증을 통해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불만족이나 불편을 느낄 경우 크리니크 연구소
(이하 ‘크리니크’) 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품질 보증 내용을
제공하며 이는 다른 법적 권리에 추가적으로 유효합니다.
제조 업체의 보증 정보를 활용하거나, 크리니크 소닉 시스템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 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이 설명서의 마지막 페이지 또는 www.cliniquekorea.
co.kr / 사용자 가이드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크리니크 소닉 시스템 퓨리파잉 크렌징 브러쉬의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크리니크 공식 매장으로부터 구입하신 정식 제품에 한하여, 정상적인
사용(하단의 설명 참고) 중에 발생한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 2년
동안 무상 수리를 보증해드립니다.
•	보증 내용에 적용되는 제품의 결함이 있는 경우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크리니크가 제공하는
유일한 보증내용 입니다.
“정상적인 사용”은 제품에 포함 된 설명서에 따라 소비자가 일반
개인이나 가정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어답터에 한
개 제품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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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적용 가능 사항
•	보증사항은 제품의 원 구매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며, 크리니크를
정식 제품으로 제조 및 공인된 유통 업체를 통해 판매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보증사항에 대한 청구를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제공된 모든 부속품
및 구성품 전체와 함께 구입 날짜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보증사항은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이외의 경우나, 오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증 적용 제외 사항
제품사용 이외에 발생하는 간접적, 부수적인 문제사항, 전기 관련 문
제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보증사항은 제
품을 구입한 국가에 명시된 현지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일부 국가에
서는 부수적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증 사항은 개인 소비자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상업적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구
두 또는 서면으로도 어떠한 보증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또는
가정용 목적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정도에 한하여, 크리니크는 특
정 목적에 대한 모든 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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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Care Contact Information:
North America/Latin America Region
COUNTRY

PHONE NUMBER

EMAIL ADDRESS

Brazil

0800-892-1694

consumercare-br@gcc.clinique.com

Canada

888-378-3301

consumercare-ca@gcc.clinique.com

United States
All other countries
in this region

866-707-2100

consumercare-us@gcc.clinique.com
consumercare-us@gcc.clinique.com

UK/Europe/Middle East/Africa Region
COUNTRY

PHONE NUMBER

Austria
Belgium

31(346)586585

Denmark/Sweden

consumercommunications@dk.clinique.com

France
Germany

EMAIL ADDRESS
consumercare@at.clinique.com
consumerrelations@be.clinique.com

consumercare-fr@gcc.clinique.com
8006647805

Middle East/India

consumercare-de@gcc.clinique.com
consumercare@ae.clinique.com

Russia

8 (800) 200-81-89

customerservice@cs.clinique.ru

South Africa

800390014

info@za.clinique.com

Spain

consumercare-es@gcc.clinique.com

Switzerland
United Kingdom/Ireland
All other countries
in this region

info@ch.clinique.com
8000746905

consumercare-uk@gcc.clinique.com
consumercare-uk@gcc.clinique.com

Asia Pacific Region
COUNTRY

PHONE NUMBER

EMAIL ADDRESS

Australia

1800556948

consumercare-au@gcc.clinique.com

China

400-670-1212

service@clinique.com.cn

Hong Kong

23780641

enquiry@hk.clinique.com

Japan

0120-032821

usersupport@clinique.co.jp

Korea

82-23440-2773

user_support@kr.clinique.com

Malaysia

info@clinique.com.my

New Zealand

consumercare-au@gcc.clinique.com

Taiwan

886-800-668-800

cl-service@tw.estee.com

Thailand
All other countries
in this region

(66)26246161

customerservices@clinique.co.th
enquiry@hk.cliniq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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