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품

ㆍGERE

ㆍ충전기

각 부분 명칭

버튼/램프

충전선
연결부

제품의 특징

GERE의 Laser는 파장이 808nm이며 출력은 200mW입니다.

ㆍUSB 케이블

ㆍ사용설명서

[ GERE ]



기능설명

ㆍ버튼/램프

GERE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ㆍ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집니다. 

ㆍ동작중

오렌지 : 1회 (30분)

청  색  : 2회 (20분)

적  색  : 고장

버튼을 누르면 램프가 켜지고 GERE가 동작합니다.

동작시간은 배터리의 충전량에 따라 자동설정되며, 

오렌지색램프    는 30분, 청색램프    는 20분간 동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적색램프    가 깜빡이면 고장이오니 서비스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램프가 꺼지고, GERE의 동작이 중지됩니다.



ㆍ충전선 연결부

보관방법

ㆍ사용 후 GERE를 지정된 케이스에 보관 합니다.

지정된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녹색램프    가 깜빡이면, 충전선 연결부에 USB케이블과 충전기를 접속하여 

충전합니다. 충전 중 일때에는 녹색램프    가 켜지며, 완료되면 램프가 

꺼집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분리하십시오. 

장시간 접속되면 배터리의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GERE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6개월에 한 번이상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는 못쓰게 됩니다. 



사용방법

ㆍ사용전에 충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 버튼을 누르면, 알람소리가 나면서 램프가 켜집니다.

   오렌지색    은 30분, 녹색    은 20분 작동 후 알람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꺼집니다. 사용온도는 42℃ 입니다.

2. 사용 중에 버튼을 누르면, 알람소리가 나면서 램프가 꺼지고 작동이 중지됩니다.

3. 녹색램프    가 깜빡이면 충전을 하셔야 합니다.

ㆍ충전 중에 사용할 경우 

     

1. 버튼을 누르면, 알람소리가 나고 작동되며, 10분 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사용온도는 35℃ 입니다.

2. 연속으로 3회까지 사용가능하며,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 중에 버튼을 누르면 알람소리가 나면서 작동이 정지됩니다.

( GERE 안전인증번호 : JJ07025-17001  l  충전기 안전인증번호 : JU10168-16004A )

충전기에 접속하고 10분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ㆍGERE를 분해, 개조, 수리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되며,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불이나 직사광선이 강하게 비치는 곳이나, 차내등 고온에 두지 마십시오. 

   변형, 고장, 화상의 원인의 우려가 있습니다

ㆍGERE를 젖은 손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ㆍGERE에 강한 충격을 주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으면 고장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ㆍ어떠한 경우에도 적외선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면 안됩니다.

ㆍ목 아래의 신체에만 사용 하십시오.

ㆍ연속 사용시 50분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ㆍ제품사용 전, 당뇨환자, 피부질환 환자, 어린이, 노약자, 열에 민감한 

   사용자는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ㆍ주위 온도가 20℃ ~ 35℃인 곳에서 사용 하십시오.

ㆍ완전방전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횟수는 약 300회입니다.

   이 횟수는 제품의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ㆍ배터리는 소모품이며 서비스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 규격

ㆍ제품명 : 전기찜질기/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ㆍ모델명 : GERE

ㆍ크기 : Ø60mm*19mm

ㆍ중량 : 60g이내

ㆍ사용온도 : 

ㆍLaser 성능 : 808nm_ 200mW

배터리 전용사용 : 42±2℃

충전기 연결사용 : 35±2℃



* 본 제품은 사전에 예고없이 색상이나 모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