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S

What is Cosmetic Mini Ion care?
This lipstick - shaped product is designed
for portable skin care. Apply it on the facial Mask
or with vitamin C serum. It also provides vibration
function while pressing the button.
It is powered by dry batteries to use
anywhere and anytime without charging.

What is Iontophorsis?
A trans-dermal delivery system in which a substance bearing a chrge is propelled
through the skin by a low electrical current. The method can be used to drive a drug
across the skin barrier and to get rid of dead cells and residues on the skin.

How to use with VISS VITAMIN C & Retinol
(Vitamin A+E)

1. After retynol and Vitamin C applied on face,
adjust the mode to ION negative [-] (green light)
2. After you adjust the mini Ion mode, press the button.
Green L.E.D light turns on and operate with vibration.
3. Attach the front head of Viss ion, on the skin,
the Vitamin C based on Retinol
will be penetrate deeply into the dermis of the skin.
4. When you use Retinol and Vitamin C with Viss mini ion,
these serums will be more deeply penetrated
into skin and gives more effective results on skin.

How to use
Ionto Induction ( 2~3 times of treatment per week )

Ionto Induction

Check
Button

1) Open battery cover and insert button battery in the side of
marked.
Press check button. When the lamp become green,
it represents Ion ( - ) which means it helps to penetrate vitamin C
or other effective solution into the skin.
2) Press the button holding battery cover with hand and apply the head on face.
You can feel the vibration and see the green light on LED which means it’s working.

※

(PI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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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on battery
3V CR2032

Check
Button

(PIC 2)

You need to touch the battery cover during treatment.
Because battery cover is ground plate.
Turn the cover
CounterClockwise

For Retinol + Vitamin C
- Wash face and apply skin Toner.
- Apply Retinol first and apply Vitamin C up on Retinol.

(PIC 3)

- Press the button holding battery cover with hand and place the head on face.

Retinol
+
VitaminC

- Place the head of mini ion on each spot for 5 seconds
and treat 2-3 minutes with vibration for whole face.
- Afterward, apply lotion or cream
For Facial Mask
- Apply mini ion on the mask

(PIC 4)

- Press the button holding the battery cover with hand
- Place the head of mini ion on each spot for 5 seconds and treat 2-3 minutes

Facial Mask

with vibration for whole face.
On the vibration mode, the battery goes for 30 minutes.
- Mini Ion helps to penetrate Vitamin C and retinol deeply
into the skin and helps facial mask effectively absorbed into skin.
Cleansing

3) On the vibration mode, the battery goes for 30 minutes.
Close the cap when you don’t use it. Otherwise,
the battery is dead easily.

RED
Check
Button

4) MINI ION helps to penetrate Vitamin C and retinol deeply into the skin
and helps facial mask effectively absorbed into skin.

Cleansing (2-3 times of treatment per week)

A

Button battery
3V CR2032

(PIC 2)

Cleansing function with cleansing cream.
1. Open the battery cover and insert button battery in the side of

(PIC 1)

marked.

Press check button. If red is on, it represents ion (-) which means it helps to
cleanse all dirts out of the face.
2. Apply cleansing cream that you have at home and press the button holding battery cover with hand
3. Massage the face with head for 2-3 minutes.

Close cap when you don't use MINI ION.
The battery can be read easily
or take the battery out of MINI ION

Cleansing
Cream

FUNCTION

Function

1. Cleansing

2. ION

CAP
ION HEAD
-ION (GREEN COLOR)
INDUCTION

+ION (RED COLOR)
CLEANSING
CHECK
BUTTON

CR2032

CR2032

COIN
BATTERY

BATTERY
COVER

Button battery 3V (CR2032)

Pole

Pole

Body size

37 X 37 X 63mm

Package
- Main device ................ 1EA

weight

26g

- Button battery ............. 3EA

Battery

Button battery 3V (CR2032)

- Manual ....................... 1EA

MINI ION의 특징
MINI ION은?
미니이온은 립스틱을 모티브로한 디자인으로
휴대용 피부관리를 위해 개발 되었습니다.
이온도입 / 도출기능을 진동 마사지와 함께
마스크팩 또는, 피부에 각종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할때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미니이온은 건전지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 입니다.

이온도입과 클린징기능이란?
안전한 늦은 전압의 직류를 사용한 것으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 전류입니다.
원리는 양극과 음극의 극성을 띄고 있어, 양전기는 음전기를 향해서, 음전기는 양전기를
향해서 이동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피부층 깊숙이 화장품의 유효성분을 흡수시키거나 반대로
피부 층으로부터 노폐물을 배출 하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VISS 비타민C와 레틴올을 함께 사용 할 때
( 비타민 A+E )

1. 레틴올과 비타민 C를 바른 후 (레틴올 먼저 바르세요), 미니이온을
녹색등(-이온 모드) 으로 맞춰주십시오. [사용방법 참조]
2. Ion(-) 모드로 맞추신 후 본체의 버튼을 누르시면
녹색 LED 전등이 켜지며 진동과 함께 작동이 됩니다.
3. 먼저 레틴올을 고르게 펴 바르고 그 위에 비타민 C를 사용 해주세요.
4. 비타민 C를 바른 후 미니이온(-이온 모드)을 사용해주시면
더욱 탁월한 효과를 체험 하실 수 있습니다.

MINI ION 사용방법
이온도입 사용방법 (주에 2~3회 사용이 적당합니다)

(그림1)

이온도입

녹색 LED
체크버튼

1) 미니이온의 체크버튼과 LED가 보이게 위치한 방향에서,
버튼배터리가
극이 되도록 넣어 주시고, 체크버튼을 눌러 LED램프에 녹색불이 켜지면
이온도입기능(-이온)이 활성화 되었다는 표시 입니다.
2) 손으로 배터리 커버를 들고 버튼을 누르면 LED램프에 녹색 불이 켜지면서
진동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배터리 커버는 접지판(전도체)역할을 함으로써 사용하는 동안
손에 닿아 있어야 확실한 이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버튼배터리
3V CR2032

이온도입
확인버튼

(그림2)

밧데리 케이스를
우측으로 돌려
닫습니다

레틴올 + 비타민 C
- 얼굴을 씻고 피부에 스킨을 고르게 펴 바릅니다.
- 먼저 레틴올을 바르고 그 후 비타민 C를 바릅니다.
- 미니이온의 배터리 커버를 손으로 감싼 상태로 버튼을 눌러 사용 합니다
- 그 후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줍니다.

(그림3)
레틴올
+
비타민C

마스크 팩
- 얼굴을 씻고 마스크 팩을 얼굴에 붙입니다.
- 미니이온의 배터리 커버를 손으로 감싼 상태로 버튼을 눌러 사용 합니다
(그림4)

3) 미니이온을 얼굴에서 5초 간격으로 이동시키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진동모드로 2~3분 정도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마스크 팩

4) 미니이온은 비타민C와 레틴올을 피부 속에 침투시켜주거나,
마스크 팩이 효과적으로 흡수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온도출 사용방법 (주에 2~3회 사용이 적당합니다)

이온도출

(그림1)
적색 LED
체크버튼

클렌징 크림을 이용한 이온도출 방법
1) 미니이온의 체크버튼과 LED가 보이게 위치한 방향에서,
버튼배터리가
극이 되도록 넣어 주시고, 체크버튼을 눌러 LED램프에 적색불이 켜지면
이온도입기능(+이온)이 활성화 되어 얼굴의 노폐물을 제거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A

버튼배터리
3V CR2032

(그림2)

2) 클렌징 크림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른 후 2~3분동안 미니이온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셔도 무관 합니다.)

미니이온을 사용하지 않을 시, 뚜껑을 열어 둘 경우
빠르게 방전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뚜껑을 닫아두거나
배터리를 빼주세요.

클렌징크림

MINI ION의 기능

MINI ION의 기능

1. Cleansing

2. ION

CAP
ION HEAD
-ION (녹색등)
이온도입

+ION (적색등)
이온도출(클랜징)
CHECK
BUTTON

CR2032

CR2032

버튼전지

배터리 커버

버튼 전지 3V (CR2032)

극

극

본체 사이즈

37 X 37 X 63mm

셋트 내용
-본

중

량

사용전지

26g
버튼 전지 3V (CR2032)

체 ..................... 1EA

- 버튼전지 ..................... 3EA
- 메 뉴 얼 ..................... 1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