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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度は「インテリジェントブラシ 敏感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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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敏感肌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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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じめに

ご使用上の注意
目の周りの敏感な部分には使用しない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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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洗顔プログラム
「インテリジェントブラシ 敏感肌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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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敏感肌用」の推奨
される交換時期は、３ヶ月ごとです。
万が一ブラシが破損した場合は、３ヶ月以内
でもすぐに交換してください。

株式会社フィリップス エレクトロニクス ジャパ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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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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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Intelligent Cleansing Brush head 
is designed together with European 
and Asian experts in skincare to best 
fit the needs of your skin type. 
This Intelligent Cleansing brush head  
is equipped with an NFC tag. Thanks 
to this tag, the brush is programmed 
with dedicated levels of rotation, 
vibration and program duration that 
have been customized to offer the 
ideal cleansing routine for each 
skin type. Enjoy the benefits of a 
customized brush head that is adapted 
to your needs, with the intensity levels 
that are right for your skin. 
 
You can recognize the Intelligent 
Cleansing brush head by looking 
at its transparent back, where 
the NFC tag is visible. Thanks to 
the Intelligent Head Recognition, 
VisaPure Advanced recognizes when 
you attach an intelligent attachment 
and starts the dedicated program of 
Customized DualMotion technology, 
specific for every attachment.  

The customized DualMotion 
program gently stimulates the skin to 
encourage the blood flow and relax 
te muscles. 

Note: Please read all instructions for 
VisaPure Advanced before using the 
Intelligent cleansing brush head. 

The Intelligent Sensitive 
cleansing program
The Intelligent Sensitive brush head 
is suitable for sensitive skin types. 
 - The brush has dedicated sensitive 

skin settings with lower levels of 
rotation, vibration and treatment 
times that are tailored to your 
delicate skin.

 - The Sensitive cleansing program 
consists of 3 treatment periods 
(two of 16 seconds and one of 
18 seconds) customized for the 
U-zone and T-zone, for an even 
gentler treatment.

Note: Do not use the Intelligent 
Cleansing brush head on the 
sensitive area around the eyes. 

Using the intelligent  
brush head
For optimal results, we advise you 
to use it 2 times a day. For detailed 
instructions on how to use the device 
with the cleansing brush consult the 
device user manual. 

Replacing Intelligent  
Brush Heads
To ensure a hygienic skincare routine, 
we advise you to replace the brush 
head every 3 months, or earlier if the 
filaments are deformed or damaged. 
Replacement brush heads are 
available from our website  
www.shop.philips.com or from  
the shop where you purchased  
your Philips VisaPure Advanced.  
If you have any difficulties obtaining 
replacement brush heads, please 
contact the Philips Consumer Care 
Center in your country. You find its 
contact details in the worldwide 
guarantee leaflet. You can also visit 
www.philips.com/support.  

한국의

소개
인공지능형 클렌징 브러시 헤드는 
본인의 피부 타입에 가장 알맞도록 
유럽 및 아시아의 스킨케어 전문가와 
공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인공지능형 클렌징 브러시 헤드에는 
NFC 태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태그를 통해 브러시에는 각 피부 
타입에 대해 이상적인 클렌징 과정을 
제공하도록 맞춤화하기 위해 회전, 
진동 및 사용 시간이 적합한 수준으로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피부에 알맞은 
강도 조절을 통해 맞춤형 브러시 헤드의 
혜택을 즐기세요.  
 
인공지능형 클렌징 브러시 헤드는 
NFC 태그가 보이는 투명한 뒷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형 
헤드 인식을 통해 비자퓨어 어드밴스드
(VisaPure Advanced)는 인공지능형 
어태치먼트를 연결하고 맞춤형 
듀얼모션 기술 전용 프로그램, 
특정한 모든 어태치먼트를 시작할 
때 인식합니다. 맞춤형 듀얼모션 
프로그램은 피부를 부드럽게 자극하여 
혈액 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참고: 인공지능형 클렌징 브러시 헤드를 
사용하기 전 비자퓨어 어드밴스드
(VisaPure Advanced)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인공지능형 민감성 클렌징 
프로그램
인공지능형 민감성 브러시 헤드는 
민감한 피부 타입에 적합합니다. 
 - 브러시에는 민감한 피부에 맞도록 

회전, 진동 및 사용 시간을 낮은 
수준으로 맞춘 민감성 피부 전용 
설정이 있습니다.

 - 민감성 클렌징 프로그램은 U존,  
T존 및 한층 더 부드러운 클렌징에 
맞춰진 3가지 사용 시간(16초 두 번, 
18초 한 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눈가와 같이 민감한 부위에는 
인공지능형 클렌징 브러시 헤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형 브러시 헤드 사용
최적의 효과를 위해 하루 두 번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클렌징 브러시가 있는 
장치의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장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인공지능형 브러시 헤드 교체
위생적인 스킨케어를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브러시 모가 변형되거나 
손상되기 전에 브러시 헤드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용 브러시 헤드는 
웹 사이트 www.shop.philips.com 또는 
필립스 비자퓨어 어드밴스드(VisaPure 
Advanced)를 구입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체용 브러시 헤드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필립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제품 보증서에 나와 
있습니다. www.philips.com/support 
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