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눈썹 컬링기(KLC-R940) 취급설명서 

※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경고
개조하지 마십시오. 수리 기술자 이외의 분들은, 분해하거
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화재·감전·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수리는 구매 하신 판매
점 또는 「(주)무인양품 고객 상담실」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아이들끼리 사용하게 두거나,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서 사
용하지 마십시오. 
감전·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을 묻히지 마십시오.
또한, 젖은 손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합선·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물을 묻힌 채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또한,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합선·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감전·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속눈썹 정리 외의 용도, 유아동의 사용은 피해주십시오.
부상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브러쉬 부분을 속눈썹에 가져다 대지 마십시오.

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타인과 공유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에 반드시 브러쉬 상태(변형, 파손 등)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눈꺼풀에 상처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불시에 작동할 수 있음을 주의
하며 사용하여 주십시오. 
잘못하여 눈꺼풀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용하시기 전에 이 「안전상의 주의점」을 잘 읽으신 뒤에 올바르게 사

용하여 주십시오.

•  여기에 제시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시어, 사용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들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의사항은, 피해나 손해의 크기, 긴박함을 명

료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을 「경고」 「주의」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과 관련되

어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경고

잘못 사용했을 경우,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

 

주의

잘못 사용했을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물적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 그림 표시의 예와 그림 표시의 의미   

 
 기호는, 금지된 행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림 가운데나 주변에 

금지 내용(왼쪽의 경우는 분해금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기호는, 행위를 강제하거나 지시하는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림 가운데에 구체적인 지시 내용(왼쪽의 경우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 주십시오)이 그려져 있습니다.

※ 다 읽으신 후에는, 사용자가 항상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안전상의 주의

E056

각 부분의 명칭

건전지 넣는 법

●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주의 본체에 물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닦아내어 주십시오.

1  건전지 커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끌어 분리하여 주십시오.  

2  건전지 케이스의 안쪽 표시에 맞춰서,   

    건전지를 넣고 커버를 끼워주십시오. 

주의

●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올바르게 넣어 주십시오. 
● 알칼리 건전지 이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속눈썹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나 적정 온도 알림 마크

의 색이 변하기 어려울 때에는, 새로운 AAA형 건전지(1
개)와 교환하여 주십시오.  

  

  건전지의 취급에 관한 주의

 아래의 사항을 지켜주십시오. 건전지의 발열, 파열, 누액에 의한 

부상이나 주변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알칼리 건전지(AAA형)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전지에 표시되어있는 주의 사항을 반드시 지킵니다. 

●건전지는 +/-극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넣습니다.  

●다 사용한 건전지는 바로 꺼내고, 분리하여 폐기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건전지를 꺼내어 놓습니다. 

●사용 장려 기간 내의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불 속에 버리지 않습니다. 

제품사양

전원 DC 1.5V AAA형 건전지 1개 (별도 구매)

본체크기 약 17(W) X 17(D) X 130(H) mm

질량 약 20g (건전지 미포함)

전지 수명(기준)      

AAA형 건전지 1개로 1일 1회, 3분간 사용할 경우, 약 2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상
태나 주위 온도 등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테일 브러쉬  

속눈썹을 잘게 나누어 퍼짐이 있
는 속눈썹으로. 눈꼬리, 눈앞머리, 
아래 속눈썹을 세트로.

와이드 
볼륨 브러쉬 
속눈썹을 꽉 묶어 
볼륨감 있는 
속눈썹으로. 적정 온도  

알림 마크

스위치

건전지 커버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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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사용법

●주위 온도는 15℃~35℃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1 전원을 켭니다     

   ● 적정 온도 알림 마크가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까지, 약 2~3분간 기다립니다.
       (주위 온도 25℃의 경우) 
 ● 마크의 일부가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위 온도가 낮거나 건전지의 소모로 
     인하여, 파란색이 변화할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온도
알람마크

 

2 속눈썹을 컬링합니다 (능숙한 사용법 참조)   

     사용 후 전원을 끄고, 캡을 씌웁니다. 

사용 후

전원을 끄고, 캡을 씌웁니다. 

관리 및 보관 방법

●전원이 꺼져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관리

● 본체가 더러워졌을 경우, 마른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 브러쉬 부분이 더러워졌을 경우, 마른 면봉으로 청소하여 주십시오. 
   (이때, 면이 브러쉬에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의
●물로 닦아내지 마십시오.   
●벤진, 시너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직사 광선이 닿는 곳은 피하십시오.

능숙한 사용법

윗 속눈썹

브러쉬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2가지의 속눈썹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볼륨 스타일

● 속눈썹을 묶어 불륨을 만드는 스타일  
    사용 브러쉬   
    Step 1 → 와이드 볼륨 브러쉬 
    Step 2 → 와이드 볼륨 브러쉬

■분리형 스타일

● 속눈썹을 잘게 나누어 퍼지도록 하는 
   스타일 사용 브러쉬   
   Step 1 → 와이드 볼륨 브러쉬  
   Step 2 → 디테일 브러쉬 

 

Step 1  
뿌리를 약 3초간(①), 들어 

올리면서  약 3초간(②) 브러

쉬를 갖다 댑니다. 

Step 2    

뿌리에서 속눈썹 끝쪽으

로 천천히 브러쉬를 움직여

(①), 속눈썹 끝을 가볍게 누

릅니다(②) 

   마스카라를 바르고, 약간 건조해진 상태에서 사용하면 더욱 완성도

가 올라갑니다.    

눈꼬리·눈앞머리 아래 속눈썹

디테일 브러쉬로 뿌리에서부터 
속눈썹 끝까지 가볍게 누릅니다. 

디테일 브러쉬로 뿌리에서부터 
속눈썹 끝까지 가볍게 누릅니다. 

눈꼬리눈앞머리

마스카라에 관하여

마스카라를 바른 다음에 바로 사용하면 마스카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마스카라를 너무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마스카라가 마를때까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립니다.

주의

●  눈이나 눈꺼풀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거울로 확인하며 
사용하여 주십시오.  

●  브러쉬를 눈꺼풀에 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피부에 닿
아 뜨겁다고 느꼈을 경우, 바로 물 등을 이용하여 식혀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