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플라진
사 용 설 명 서

제품의 설치 및 사용 전 반드시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주십시오. 
본 제품은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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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01.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되고 의도된 목적과 용도로만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02. 어린이나 유아의 사용 시 성인 보호자가 제품의 작동 및 관리를 하십시오.

03. 본 제품을 고온 다습한 장소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열이나 습도에 장시간 노출시키면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04. 본 제품을 물이나 기타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반드시 건조한 손으로 제품을 조작

      하여야 합니다.

05. 물리적/전기적 충격으로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기술자에 의하여 

      점검되거나 수리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06. 사용 전에 모든 귀금속은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07. 헤드 플라스마 발생 부위에 접촉 시 정전기 현상이 발생하니 주의 바랍니다. 

제품 손상이나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십시오. 

부작용

01. 급성 당뇨, 혈관 병변, 임신, 면역 약화 있는 경우 

02. 구강용 항응고제나(혈액희석제) isotretinoin 을 복용할 경우 

03. 의사의 동의 없이 피부에 관련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 후 본 제품을 사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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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확인

제품 패키지 박스에 다음과 같은 구성 물품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내용물을 확인하여 내용물 중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한 곳
에 문의 바랍니다.

━
본체

━
사용설명서

━
전원선

━
접지밴드

━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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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 및 크기 

� 정면 � � 후면 �

� 측면 �

290mm

335mm

� 윗면 �

220mm

260mm

600mm

2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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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

명칭 기능

  ① 헤드 부분 

1) 반원의 Mood Light는 동작 상태를 색으로 표시합니다.  
    〮 정상 동작 시 ‒ ■ 청색
    〮 에러 발생 시 ‒ ■ 적색
2) 4개의 LED에서 Blue Light가 나옵니다.
3) 플라스마 전자 방출됩니다. 

  ② 플렉시블 파이프 헤드와 본체를 연결하는 특수 재질 프리미엄 지지대입니다. 

  ③ 접지 연결 단자 손목 접지 밴드 연결 단자입니다.

  ④ 제어 스위치
1) 제품의 on /off  
2) 시간을 설정합니다. (10분/30분/1시간/2시간)
3) 동작을 시킵니다. 

  ⑤ 어댑터 연결 단자 어댑터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합니다. (12V 3.5A)

⑤ 어댑터 연결 단자 

④ 제어 스위치 

③ 접지 연결 단자 

② 플렉시블 파이프

① 헤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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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1)  어댑터와 연결한 전원코드를 벽면 또는 멀티탭 AC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2)  어댑터의 전원 플러그를 본체 뒷면의 전원 연결단자에 연결합니다.

     - 어댑터에 노란색 LED가 점등이 되면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AC 전원 및 어댑터의 케이블이 신체에 걸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어댑터가 바닥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안전한 위치에 올려두고   

       사용합니다.

3)  전원 연결 후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띠리링” 소리가 납니다. 

4)  접지 밴드의 접지 연결단자를 본체 정면에 보이는 접지단자에 연결합니다. 

     접지 밴드를 손목 또는 발목에 착용 후 체형에 맞게 길이를 조절합니다.

5)  타임 다이얼을 약 3초 정도 누르면 “띠리링” 소리가 나며 on/off  LED가 켜집니다.   

6)  LED가 켜진 후 타임 다이얼을 돌려 시간을 선택합니다. (10분/30분/1시간/2시간)

7)  시간을 선택된 후 타임 다이얼을 한번 누르면 동작이 됩니다.   

     - 동작 시 시간선택 LED가 깜박이며 헤드에서 청색 무드 라이트가 켜집니다.    

     - 만약 이상 동작 시에는 적색 무드 라이트가 켜집니다.

     - 본체와 헤드를 연결하는 지지대를 손으로 움직여 원하는 높이와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시 최대한 피부에 가까이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8)  제품 동작 후 타이머가 작동되어 설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9)  타임 다이얼을 약 3초 정도 누르면 “띠리링” 소리가 나며 on/off  LED가 꺼지고 본체의         

     전원도 꺼집니다.

 10) 접지 밴드, 어댑터 및 전원코드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제품 사용 후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 후에는
즉시 수분 관리(마스크 팩, 보습제, 영양크림 등)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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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사용 환경 점검사항
사용 전
· 착용한 모든 귀금속은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제품 사용 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제품의 헤드 또는 내 피부의 관리 부위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으로 인해 플라스마 전자이  공기 중에 상실될 수 있습니다.)

관리 시 자세
· 전문 케어 효과를 보기 위해 관리 시 케어 부위를 플라스마 발생 부위와 대응된 위치를
  향하도록 하고 기기의 헤드 부위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후 편한 자세로 관리를
  받도록 합니다.

사용자 연령에 따른 주의
· 유아나 아동일 경우, 사용 시 성인 보호자가 제품의 작동 및 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헤드에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솔루션 제품
· 피부 미용 케어 시 보습 제품이나 영양 제품을 바른 후 수분이 있을 때 사용하십시오.
  보다 나은 전문적인 효과를 보기 위하여 솔루션 사용방법은 ‘홈 케어 프로토콜’을 참
  조 바랍니다.
· 프로토콜 관련 안내 사항은  본사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관련 게시판을 참조하십
  시오. (www.frpla.com)

기타
·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복용 약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병의원 치료와 병행하여 사용하십시오.

2. 사용 시 제품 부위별 주의사항
플렉시블 파이프(프리미엄 헤드 지지대) 조절 방법 및 헤드와의 유지 간격 
· 헤드 지지대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 헤드의 높이를 조절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
  위에 헤드를 위치 시킵니다.
· 조절할 때에는 과도한 힘을 주거나 좌우로 조절하지 마십시오.
· 피부가 헤드에 닿지 않게 간격은 일정하게 조정합니다. 
  헤드와의 간격은 약 10~20Cm(어른 손 한 뼘) 정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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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무드등   
· 작동 시 헤드 바깥쪽 반원형의 블루색 무드등이 켜집니다.

O X

※ 무드등이 적색으로 변하면 고장의 신호이오니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헤드 안쪽 검정 브러시 부위 접촉 금지 

접지밴드의 착용
· 접지 밴드를 반드시 착용 후 닥터플라진을 사용합니다. 
· 착용 시에 손목이나 발목에 맞춰 착용해야 합니다.
· 밴드가 헐거울 때 정전기 현상으로 따끔할 수 있으니 손목과 
  발목에 맞춰 밴드를 조절하여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 제품 손상의 우려가 있음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격렬
  한 행동을 삼가십시오.

어댑터와 케이블
· 반드시 인증된 정품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3. 취급시 주의사항 �이동/운반 시�
· 옮길 때는 본체를 꼭 두 손으로 잡고 옮깁니다.(본체 전,후면 하단 들어간 부분)
· 프리미엄 헤드 지지대를 의지하여 옮기지 않습니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먼 장소로 운반이 필요할 시 제품 구매 시의 제품 박스(정품 박스)에 넣어서 이동하
  시면 안전하고 고장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 제품을 사용하거나 옮길 때에는 던지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헤드 안쪽의 실 모양으로 밀집된 검정 브러시는 플라스마 발생
  부위입니다.
· 동작 중 브러시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정전기 현상으로 따끔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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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4. 보관상 주의사항
· 습도가 높거나 젖은 장소에 보관이나 사용을 피하십시오. 장기간 고온 다습한 장소에
  노출 시 제품의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 제품을 물에 빠뜨리거나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5. 제품의 정기적 청결 관리
· 헤드의 브러시 옆 플라스틱 부분을 헝겊 또는 마른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줍니다.
  한 달에 1~2회로 관리를 해주어야 플라스마 전자 방출이 효율적으로 나옵니다.
· 물티슈처럼 물기가 있는 수건으로 닦을 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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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효과 및 특장점

1. 피부 장벽 강화 및 피부 상태 개선
· 닥터플라진은 무너진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P&K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피부 속 보습, 속 탄력, 피부 톤, 피부 결, 및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2. 친수성
·  플라스마 전자는 피부에 도포된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피부의 수분을 채우고
   피부 톤을 한층 더 밝게 개선해 줍니다.

3. 토탈 스킨 케어
· 대한 아토피 협회 추천 제품으로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뿐만 아니라 미세먼  
  지와 환경 오염 등의 외부 자극으로부터 받은 피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국내 특허 기술 및 안전성 검증
· 비접촉식 특허 방식을 이용하여 다량의 플라스마 전자가 발생하며, 엄격한 인증과 안
  전 테스트를 통과하며 소아에서 성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5. 플라스마 모드
레드 LED 모드 (피부 미용 전용)

· 플라스마에서 발생한 전자는 피부 모공(20~50㎛)보다 작은 크기로
피부 속에 침투하여 살균, 재생 작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혈관 형성을 
자극하는 단백질과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플라스마 전자 바
람은 피부 표면을 건조시켜 친수성을 높여주고 표피의 유해균을 자극
없이 제거하며 피부 장벽을 강화하며, 피부 세포 사이를 미세하게 열
어주어 유효 성분의 빠른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 LED 모드 (피부 케어 전용)
· 공기 중의 질소를 이용하여 플라스마 전자를 발생시키는데, 그 중 활
성종인 NO 및 · OH는 손상된 세포벽을 복원 시켜 피부로 하여금 지혈 
및 상처 회복을 촉진합니다. 또한 플라스마는 인체에 아주 작은 크기
로 스며들어 활성산소를 파괴 및 제거해 줌으로써 항산화 작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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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효과 및 특장점

※ 닥터플라진 얼굴 부위에 사용 시 눈을 감은 상태를 유지하며, 직접 바라보지 마십시오.

염증을 줄이고 살균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즉 세포의 면역 반응을 촉진해 피부가 건
강하고 정상화된 상태로 되돌려주어 손상된 피부세포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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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제조자와 판매자는 본 사용설명서에 제시된 사용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본 
제품을 사용함에 따르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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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인증서

특허증 국제 특허 KC

라돈 안전성  대한아토피협회 HAWK 안전 테스트 통과

EMC CE 오존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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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제품명 DR.PLAJIN(닥터플라진)

모델명 DPL01

입력 전원 12Vdc (어댑터 입력전원 110~240Vac, 50~60Hz)

제품 크기 헤드상단  W 220mm x L 290mm x H 390mm
본체하단  W 260mm x L 335mm x H 210mm

중량 7.5kg

구성품 본체, 어댑터, 전원 케이블, 접지 밴드, 사용설명서

제품 보증기간 구매 후 1년 

제조자 � 제조국가 주식회사 에프알메디칼랩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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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제 품 명 DR.PLAJIN(닥터플라진)

모 델 명 DPL01

판 매 자 ㈜에프알메디칼랩

구  매  자

판  매  처

구  매  일

보 증 기 간                                               / 구매일로부터 1년     

■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당 제품은 제조사가 엄격한 품질 관리하에 출고되므로 판매자는 구매일 이후 12개월간 
제품의 성능을 보증합니다. 제품의 적합한 사용을 위하여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본 품질 보증은 땅 제품의 판매자가 제품의 제조 중 발생된 실책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품질 보증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보수 점검 시 주의사항 
1)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방법대로 제품이나 구성품을 사용하지 않아 고장이 나거나
    손상이 된 경우
2) 구매 후 사용 중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 발행, 바닥으로 떨어뜨리거나 제품을
    손상 후 방치한 경우
3) 부적절한 사용이나 임의 개조 및 제품을 분해하여(보안 라벨 파손으로 판단) 잘못된
    수리로 인한 하자（개조 부적격자에 의한 수리로 인한 제품의 손상이나 약화）
4)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가 없을 경우(본 품질 보증서의 수정이나 분실）
5) 운송 중의 충격, 진동, 부적절한 취급 등의 실책으로 인한 제품의 손상 
6) 습기, 액체, 기기 내부의 이물질, 혹은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적절한 구
    성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7) 자연재해 (지진, 홍수, 화재, 낙뢰 등), 불가항력, 혹은 사고로 인한 제품의 부분적인
    혹은 전체적인 손상 혹은 망실
8) 먼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의 노출, 혹은 과도한 전압 입력에 의한 제품의 손상 
9) 외장 케이스의 파손



보증 내용 관련 주의 사항
   

· 본 품질보증서를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십시오.
· 본 보증서는 제품의 액세서리 및 운송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방문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만약 분실했을 경우에는 당사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적용을 받
  을 수 없습니다.
· 상품의 교환이나 A/S를 원하실 경우 기존 제공해드린 닥터 플라 
  진 브랜드 박스에 넣어주셔야 교환 및 A/S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품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이 해체한 흔적이 없는 상
  태여야 합니다.
· 제조사 품질부 기술요원의 고장 확인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용 상
  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은 본 구매 증서를 제출 시 무상  A/S 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및 본사 연락처 
제 조 사 : 주식회사 에프알메디칼랩 (FR Medical Lab Co., Ltd.)

주      소 : 대구 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82, 미도빌딩 702 

이 메 일 : drplajin@naver.com 

고객센터 : 1800 - 6739

대리점 연락처 
상 호 명 : 

주      소 :  

홈페이지 :  

이 메 일 : 

콜 센 터 :

www.frp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