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 사용 전 설명서에 기재된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읽으신 후 내용에 따라 사용하세요
■ 사용방법
사용전 준비사항

• 지정된 건전지 (알카라인 AA 사이즈 / 1.5V) LR6 x 2pcs를 삽입합니다.

조작방법

• 조사하고자 하는 피부 면에서 5mm ~15mm이내에 최대한 가까이 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시간은 1일 20분 이내로 조사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① 버튼을 첫 번째 누르면 프로그램 동작이 시작되며 Display Green LED가 표시되면서
Green Light가 5분간 점등된 후 종료되고 Sleep Mode로 진입합니다.
② 버튼을 두 번째 누르면 Display Red LED가 표시되면서 Red Light가 5분간 점등된 후
종료되며 Sleep Mode로 진입합니다.
③ 버튼을 세 번째 누르면 Display Blue LED가 표시되면서 Green Light가 5분간 점등 후
Green Off되고 Red Light가 2분간 점등된 후 종료되며 Sleep Mode로 진입합니다.
④ 버튼을 네 번째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Sleep Mode로 진입합니다.
⑤ 제품 동작 중 버튼을 누르면 다음단계 Mode로 전환됩니다.

■ 보관 및 관리 방법
①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장소에 보관하세요.
② 충격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상태로 보관하세요.
③ 화학약품 보관 장소 또는 가스 발생 장소를 피하여 보관하세요.
④ 제품 사용 후 Light 출력부분을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아 보관하세요.
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세요.

■ 배터리 교환방법
① 제품 뒷면 배터리 커버의 홈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힘을 주어 열어 주세요.
② 새 배터리를 홀더에 표시된 극성에 맞추어 삽입하세요.
③ 배터리 커버를 홀에 맞춘 다음 위로 힘을 주어 닫아 주세요.

■ 사용시 주의사항
①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과 조작방법을 확인 후 사용 하세요.
② 피부 조사부분 이외의 곳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③ 간질환자 또는 광 과민증에 경험이 있는 환자는 사용하지 마세요.
④ 피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피부과 의사의 상담을 받은 후 사용 하세요.
⑤ 정맥 또는 심장장애에 경험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상담을 받은 후 사용 하세요.
⑥ 임신중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⑦ 인공 심장 박동기 등 장애를 받을 수 있거나 생명유지 장치 등 전자장치 이식받은 자 또는
착용자는 사용하지 마세요.
⑧ 제품 사용시 환부 한 곳에 집중 조사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⑨ 다른 약품 등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⑩ 외부로부터 충격을 가 할 경우 일정 강도 및 압력에 의해 제품의 손상 및 파손의 우려가
있으니 안전한 곳에 보관 하세요.

■ 고장 시 주의사항 및 기타 주의사항
① 고장발생시 임의로 분해하지 말고 판매처 또는 본사 소비자상담실에 연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 분해시 사고의 위험 및 수리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② 제품 사용 중 노이즈, 냄새 또는 연기가 발생 할 경우 판매처 또는 제조회사로
연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높은 습도 또는 진동, 유해가스 환경을 피해 주세요.
④ 본 제품은 의료기기제품으로 임의로 분해, 개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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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디테(Aphrodite) LED SKIN THERAPY
손상된 피부 및 주름개선, 미백효과, 여드름 등의 피부트러블로 인한 피부질환
치료를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안전하면서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를 원하는분들에게 추천 합니다.

■ LED LIGHT SKIN THERAPY
LED Light Skin Therapy가 무엇인가요?

LED Light Skin Tehrapy는 얼굴과 몸의 노화 및 손상된 피부를 되돌려주는 치료로써 미국
NASA에서 LED빛이 식물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근거로 인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개발하여 NASA 및 해군특수부대에서 근육재생 및 상처치유를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미(美)의 아름다움을 추구 하면서 미학(美學)의 분야로 까지 광범위해지면서 주변 환
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질환을 치료합니다.

■ 아프로디테(Aphrodite) LED Skin Therapy
고광도 LED를 통해 전달되는 빛의 파장 중에 특정 파장 Red Light, Green Light 각각의
작용 및 조화를 통하여 콜라겐 및 엘라스틴의 생성을 도와주며 멜라닌 색소의 양을 조절하여
피부트러블 개선 및 미백효과, 주름개선, 여드름, 주근깨, 검은 피부의 색조치료, 피부보습
등의 치료에 도움을 주므로 피부의 젊음을 되돌려 주는 홈 케어(Home Care) 제품입니다.

■ 작용원리
아프로디테(Aphrodite) Skin Therapy는 피부 박피 등의 시술이 아닌 자연스러운 방식으
로 LED Light 테라피의 광원은 피부세포에 작용하므로 세포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콜라겐
(Collagen)과 엘라스틴(Elastin)을 생성하여 주며, 또한 멜라닌 색소의 양을 조절하여 안티
에이징(Anti-Aging), 피부 트러블 등의 피부 질환을 치료 합니다.

■효과
• 여드름 및 피부트러블 개선
• 햇빛에 의해 손상된 피부 및 노화된 피부 개선
• 피부 탄력 개선
•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
• 검버섯 및 피부의 어두운 색조 치료
• 혈관병변성 치료

■효능
1) RED Light 테라피 (620~635nm)

LED 광 Red Light는 장파장으로(RED 630nm) 피부 깊숙히 침투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
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세포를 자극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향상시켜 줍
니다. 안티 에이징(Anti-aging)효과에서 중요한 콜라겐은 피부의 미세라인과 주름을 감소
시켜 손상된 피부의 탄력을 복원해 줍니다.

2) Green Light 테라피 (515~535nm)

LED 광 Green Light는 태양 자외선의 빛에 의해 손상된 피부색을 되돌려 줍니다.
색소병변 치료에 있어서 멜라닌 색소의 성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Green Light는 멜라닌 색
소를감소시켜 기미, 주근깨 등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줄여주며, 피부의 미백효과를 증진
시킵니다. 또한 피부 표면을 진정시켜 주며, 항 염증제(Anti-Inflammatory)성분의 효과가
있어 여드름 염증을 일으키는 색소를 감소시켜 주는 치료효과도 있습니다.

■성능
1) 정격전원 : 3V (Battery AA Size x 2pcs)
2) LED출력 :
Red LED : 1개당 출력 - 3.2mW / 전체 16개 - 51.2mW
Green LED : 1개당 출력 - 2.0mW / 전체 25개 - 50mW
3) LED 출력형태 : Red LED - 630nm / Green LED - 535nm
4) LED 조사면적 : 70mm × 40mm ± 10%
5)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의 형식 및 정도 : 내부전원형기기, BF형장착부

■장점
1) 간편한 사용

• 누구나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버튼으로 조작이 가능 합니다.
• Power on/off 및 Mode변환이 간단합니다.

2) 편리한 휴대성

• 손으로 느껴지는 편안한 감각, 감촉의 그립감
• 사용 중 이동이 용이하며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 합니다.

3) Simple한 디자인

• 사용자를 생각하는 인체 공학적 설계 디자인 구현.
• 진주 펄을 사용하여 색상의 고급스러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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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구성
외관 및 구성

Green Ligth 출력
Red Ligth 출력

Display LED
베터리 커버
Power ON/OFF 및
Mode 변환버튼

Aphrodite 본체

파우치 1pcs

건전지 2pcs

■ 제품규격
제품명 및 형명 : 개인용 광선 조사기 (AVL-LED-THERAPY)
제조허가번호 : 제2233호
제조품목 허가번호 : 제허10-867호
제조원 : 엠앤에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436-16 2층
작성년월 : 2012년 08월
제조번호 : 별도표기 (배터리 커버 내부표기)
제조년월 : 별도표기 (배터리 커버 내부표기)
중 량 : 120g
제품의 사용목적 : 광선(자외선 및 적외선 제외)을 이용하여 피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기구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표시

품명: 개인용 광선조사기 / 재질: ABS, PC외
제조국: 대한민국 / 제조원: 엠앤에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436-16 2층
A/S문의: 구입처 및 본사

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B052R715- 9122
공산품 및 모델명: 건전지/LR6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자율안전확인신고일: 2009년 05월 28일

제품보증서
■ 제 품 명 : 개인용 광선조사기
■ 모 델 명 : AVL - LED - THERAPY
■ 구입일자 :
년
월
일
■ 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 부품보유기간 : 3년
■ 고객성명 :
■ 고객주소 :
■구입처:
■ 반 품 처 : 구입처 및 본사
■ 제품보증규약
1. 본 제품은 정밀한 부품을 사용, 엄격한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취급하실 때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하실때는 설명서를 잘 읽어보신 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해 주세요
3. 수리를 요할 때는 반드시 본 보증서를 구입처에 제시해 주세요
보증서가 없는 제품은 보증기간 내에도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본 보증서는 재발급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해 주세요

■ 무상서비스 안내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택배비 본인 부담)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비의 수리비와 부품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함)
1. 제품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품 보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사용설명서상의 설명과 주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고장인 경우
4. 취급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고장인 경우
5. 임의분해나 개조, 부당한 수리에 따른 고장인 경우
6. 화재, 공해, 풍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인 경우

(주)엠앤에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436-16
Tel.031-452-1495 Fax.031-452-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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