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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科技见证你的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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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DEAR USERS：
Thank you for choosing the instrument 
designed and manufactured by our company. 
In order to better pla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duct, we sincerely suggest that：
Before using the instrument, please read this manual 
carefully and keep it properly. Well managed for future 
reference and inquiry.

◆

Please install, use and operate correctly according to 
the manual.

◆

Do not disassemble or refit any parts of the machine.◆
Except for the authorized personnel of the company, it 
is strictly forbidden to open and open the machine 
cover host.

◆

It is strictly forbidden for non professional personnel to 
carry out maintenance and transformation without 
authorization.

◆

If there is any fault during operation, please contact us.◆

SUMMARY

         South Korea 808nm semiconductor laser hair 
removal instrument is a high-end hair removal 
instrument, which adopts the most advanced laser 
hair removal technology in the world, and is the 
current beauty mar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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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using the world's top stacked laser.

PRODUCT ADVANTAGES

FUNCTIONAL PRINCIPLE※

◆

Efficient and stable refrigeration system.◆

◆

Super long service life: 10 million times of 
continuous light emission.
Ultra high peak power: single target power up to 
50W / bar.

The laser refrigeration system adopts semiconductor 
refrigeration, which can ensure the continuous opera-
tion of the whole system for 7 * 24 hours. Air cooling + 
water cooling, which is widely used in the market, can 
only work for 2-3 hours.
Using contact sapphire cooling system, high efficiency 
of cooling conduction, make skin more comfortable in 
the process.
Intelligent water temperature control system: avoid 
high water temperature and damage handle.
Unique shape design and color matching make the 
product more beautiful and fashionable.

     808nm semiconductor laser hair removal system, 
using its unique long pulse width laser, penetrates the 
skin to the hair follicle, according to the selective wide 
laser, penetrates the skin to the hair follicle. According to 
the selective light absorption principle, the laser energy 
is preferentially absorbed by the melanin in the hair, and 
then makes the hair lose the regeneration ability. At the 
same time, in the operation process, the system realizes 
the unique dynamic cooling of sapphire. The technology 
can cool the skin in a short time, ensure that the skin will 
not be burned, and achieve the painless, fast and 
long-term hair remov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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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OF APPLICATION
◆

◆

Depilation: effectively remove the redundant 
hair of various parts of the human body, such 
as armpit hair, beard, lip hair, bikini line and 
body hair of limbs.

Tender skin: shrink pores and whiten skin.

Face/LipsThigh/LegArm/Hands Body/Privates

TECHNICAL PARAMETERS※

Stop when 0
Stopping 
working

Home－use

Peak power of laser

Peak power of the 
whole machine

Input working current

Input working voltage

Illuminance Area

Working conditions

Energy density

Working temperature

Refrigeration mode
Working frequency

Cooling gear

Alarm temperature

measur-
ement parameter note

W

W

A

AC/V
mm

/

J/cm²

℃
/

Hz

/

℃

50

250

1.8
220

10*5mm

DC 20%、max 400ms

8-40

15~35℃
semiconductor

0.6-4
0-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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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TTACHMENTS※

Most Handle
Water injection

funnel power cord instructions Protective glasses

1 1 1 1 1 1

Part
name

Number

HR-808H

Unpacking and inspection◆

◆

◆

INSTALLATION OPERATION※

Carefully take out the instrument and accessories 
from the packing box and keep the packing materials 
ready for future transportation or storage. Check the 
accessories according to the attachment list.

Check for any mechanical damage.

Instrument water injection

Note：

1.Take out the water 
injection funnel and 
connect it to the 
water injection hole 
on the back of the 
instrument.

2. Inject pure water or 
distilled water until 
there is water flowing 
out of the overflow 
port.

Power on operation

1.Connect the 
power line

2.Open the 
power line

Be sure to use pure water or distilled water. 
Do not use tap water or other water. 

220V registered jack

O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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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ck to enter the password and press enter to enter the next 
corresponding interface.

Boot interface: boot interface

INTERFACE INTRODUCTION※

1 2 3

4 5 6

7 8 9

Del 0 Enter

New password please

Refrigeration: adjust the cooling intensity to ensure that the skin will
                            not be burned.

Energy: adjust the laser energy intensity, unique long pulse width laser.

Frequency: adjust the frequency, stable and safe output energy.

Flow state: the water circulation state of the handle.

Water temperature state: the water circulation temperature state of
                                                   the handle.

The number of times of light: how many times does the energy give out.

◆ Enter the corresponding operation interface, 
as shown in the figure:

Cooling Energy Frequency Flow

Temperarture

Ready
Number

Stand By

3
28℃

3 2

0003147

Normal/
Unu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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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ving1

Adjust operating parameters3

The operation process4

Apply cold gel2

Before operation, a shaving process should 
be carried out, and the hair should be kept 
1-2mm to facilitate the absorption of light by 
the hair.

Apply a little cold gel on the operation area. 
The thickness of the coin should not be too 
thick, otherwise the effect will be affected.

.According to the guest's skin color, hair thickness 
and depilation position, select the corresponding 
operation parameters, and adjust them according 
to the customer's feeling.

Fit the skin, avoid light leakage, and slowly 
slide the handle probe for operation.

         Energy regulation: starting from energy 4, if the 
operator thinks that the heat is too large, the energy 
will be reduced; if there is a slight thermal expan-
sion, it means that melanin is absorbed by the laser 
with the wavelength of 808nm, and the light energy 
is converted into heat energy to destroy the melanin 
of hair follicle, and the effect is the best.

OPERATION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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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in cooling5
After operation, cool the operating part for 
3-5 minutes.

Clean the skin6
Remove gel, apply moisturizing products or 
body lotion.

Eyes must not look directly at the strong light coming 
from the exit of the front end of the laser handle.

Avoid hot water bath within 7 days after depilation, suitable 
for warm water.
Avoid spicy, tobacco, alcohol, stimulant food.
Avoid exposure to the sun, do a good job in sun 
protection, wipe sunscreen, isolation cream.
Avoid manual shaving after depilation, do a good 
course of depilation. 

During operation, the handle should slide slowly, 
and it should not stay in one place for too many 
times to avoid customer discomfort.
Treatment interval: 15days.

        Operation time: about 15 minutes for legs, 10 
minutes for arms, 7 minutes for armpit and 5 
minutes for lip hair (for reference only, the specific 
time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hair and the size of hair removal part). 
The clinical end point is that the hair follicles are 
red and protruding, the hair is slightly curled and 
the hair follicles are hot.

Operation precautions

Precautions after dep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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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recommended to replace purified water or distilled 
water every 1 month.
The instrument should be placed in a clean and 
ventilated room with a temperature of 5-40 ℃ and a 
humidity of no more than 80%.

During use, make sure that the air vent of the instru-
ment is not blocked, and there is at least 5cm gap 
around the instrument.

The instrument should not be moved in a long 
distance; before transportation, the water in the 
instrument must be drained completely, and the 
shock absorption packaging provided by the 
original factory must be used during 
transportation.

PRECAUTIONS FOR 
INSTRUMENT MAINTENANCE

TABOO CROWD※
Patients with heart disease and hypertension.

Pregnant women, epileptics

 Patients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Photoallergic customers.

People who have been working under strong light 
for a long time, and their skin has been sunburnt 
recently.
Short term skin change customers.

Customers taking antioxidants or horm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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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strument is guaranteed for 12 months from the 
date of purchase (with the bill), and the fault (non-human 
phenomenon) within the warranty period is free of charge. 
Beyond the warranty period can also be responsible for 
maintenance, according to the company's provisions to 
charge the cost of spare parts and consumables (transpor-
tation costs to be borne by the customer). If you need to 
supplement or purchase, please contact our company.

PRODUCT WARRANTY CARD※

QUALITY ASSURANCE※

No free maintenance and warranty service is 
provided for the following user's personal 
reasons:

Failure caused by unauthorized disassembly and 
modification of the product.
Failure caused by using hand tools not distributed by 
the company.
Failure caused by careless use, falling and falling.
Failure due to lack of reasonable maintenance.
Failure caused by failure to follow the instructions correctly.

Machine name Customer name

Machine model Telephone

Purchase date Address

Maintenance date

Cause of failure

Maintenance
content

Rep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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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존경하는고객님:

본사에서고안하여제조한기기를골라
서사용하는것에감사드리며,제품의효
율을더잘발휘하기위하여,저희는다음
과같이간곡히아래와같이건의한다:

기기를사용하기전에본사용설명서를잘읽고잘보
관하여 나중에열람조회할수있도록한다.

※

◆

매뉴얼에기재된대로올바르게설치, 사용,조작하
십시오.

◆

본 기기에 분해및어떤 부품도 개조하지마십시오.◆

본 회사의 권한 부여 인원외에다른사람이보닛을 
열고 본체를 해체하는 것을 엄금한다.

◆

비전문가가제멋대로수리하고개조하는것을엄금
한다.

◆

조작중에만약고장이생기면우리에게연락하십시
오.

◆

개술

        한국의 808nm 반도체 레이저 탈모기는 
첨단탈모기기로,국제적으로가장진보된레이
저탈모기술로,현재미용시장에서탈모효과가
가장좋은기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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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기 : 세 계 최 고의 첩 진 레 이저 
기 를 채 용 하였다.

제품 장점※

기능원리※

◆

고효율 안정적인 냉방시스템.◆

◆

긴사용수명100만번 지속가능.
최대 피크 출력: 단일 표적 출력이 50W/bar에
이른다.

레이저 냉매 시스템은 반도체가 차가워 7*24시
간 작동할 수 있다.시장에서 보편적으로사용되
는 풍냉수냉 방식은 2~3시간 지속적으로 작업
할 수 있다.
접촉식 사파이어 냉각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냉매
전달 효율로 작업중 피부를 편안하게 한다.
지능형 수온제어시스템 물 온도 너무 높아 손
잡이가 손상되지 않도록한다.
유니크한 디자인 컬러 매치가 더 멋스러운 제품
이다.

     808nm반도체 레이저 탈모 시스템으로 특유의 
장맥폭레이저를 이용하여 표피부터 모포 부위까지 
관통할 수 있 다.선택적인 빛 흡수 원리에 따라 레이저 
에너지 스타는모발의 멜라닌 색소에 우선 흡수되어 
모발을 재생 능력을잃게 되게 한다. 또한 조작 과정에 
시스템 특유의 사파이어 다이내믹 쿨링 기술로 짧은 
시간 안에표피를냉동시켜줘표피가화상을입지않도록 
하여 아프지 않고 빠르고오래 탈모에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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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

탈모는인체의각 부위의여분의털을 효과
적으로제거하는데, 예를 들면 겨드랑이
털, 수염, 순모, 헤어라인, 비키니선, 사지
체 털과 같다.
스킨: 모공 축소, 뽀얀 피부.

얼굴/입술허벅지/종아리팔/손 신체/하체

기술 파라미터※

23

0 등급일 때 
냉방을멈추다

수온이 이보다 높으면레이저 작동은중
지되고온도가 내려간 후에야다시 작동
할 수 있다.

Home－use

레이저 피크 파워
전체 피크 파워
입력 작업 전류
입력 작업 전압

광반

작업 조건
엔터지 밀도
작업 온도
쿨링 방식
작업 주파수
쿨링 등급
경보 온도

단위 파라메터 비고

W
W
A

AC/V
mm

/
J/cm²

℃
/

Hz
/

℃

50
250
1.8
220

10*5mm
DC 20%、최대400ms

8-40
15~35℃
반도체 냉각

0.6-4
0-3

37℃



부품리스트※

살자를 열어 검사하다.◆

◆

◆

설치 조작※

조심스럽게 큰 포장상자에서 기구와 부속품을
꺼내 포장재를 나중에 운반하거나 보관할필요
가 있어.첨부 파일 리스트에 따라 첨부파일을 
검토하십시오.

기계적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시시내에 물 주입

주의：

1.주수 깔때기를
꺼내어 기기후면
의 물구멍을연결
한다.

2.청정수나증류수
를주입하고,물이흘
러나올 때까지주입 
한다.

시동 조작

1.파워 케이블
연결

2.파워 스위치

반드시 정제수나 증류수를 사용해야 하며
상수도나 다른 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기주체 손잡이 깔때기 전원 케이블 설명서 호목경

1 1 1 1 1 1

부위명

수량

220블트 컨셉트

온

  오프

HR-80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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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깔때기

배수 깔때기 배수 깔때기

청정수나 증류수를
주입하고,물이흘러
나올때까지주입한
다.



◆

비밀번호 입력, *3 키를 눌러 다음 해당 인터페이스로이동.

작동 인터페이스 : 작동 후 작동 인터페
이스 표시

인터페이스 소개※

1 2 3

4 5 6

7 8 9

Del 0 Enter

신 암호을 입력하기

냉각: 표피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냉각 강도를 조절한다.
에너지 : 레이저 에너지의 강도를 조절하는 특유의 장맥폭 레이저 
말한다.
주파수: 주파수 조절이 절대 느리거나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에너지를출력한다.
물흐름 상태 : 손잡이의 물순환 상태다.
물 온도 상태 : 손잡이의 물 순환 온도 상태다.
광내기 횟수: 1회 분량에서 몇 개의 출력 횟수가 기록한다.

◆ 해당 조작 인터페이스 진입, 그림과 같이：

냉각 엔너지 등급 주파수/Hz 수류 상태

수온

준비
출력 횟수

대기

3
28℃

3 2

0003147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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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을 깎다1

조작 파라미터 조절3

조작 과정4

콜드 젤 도포2

조작 전, 1번의 털을 깎는 과정을 거치면, 
모발에 1~2mm를 남겨 모발이 빛의 흡수를
용이하게 한다.

조작 부위에 콜드 젤을 동전 두께를약간만 
사용해도 두껍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
가 없다.

고객의 피부색, 모발의 굵기의정도 ＼ 탈모 부
위에 따라 해당되는조작 파라미터를 선택하
여 고객의느낌에 따라 기동적으로 조절한ㄷ.

피부에 밀착하여 번들거림을 피하고핸들을 
천천히 미끄러지게 하여조작한다.

         능성조절:능성 4부터 조작하면 피작업자가
열성이 너무 크다고 느끼면 능성을 떨어뜨리고, 
약간의열팽창감이있으면 멜라닌이파장 808nm
의레이저에 흡수되어 빛에너지가 열에너지로변
환되어 모낭 내색소를 파괴할 때 효과적이다.

조작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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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냉각5
조작완료 후 조작부위 3-5분 정도자연완만 
냉각시킨다.

피부청결6
젤을 제거하고 수분류나 바디로션을발라
주십시오.

        조작시간 : 양다리 탈모는 대략 15분, 양팔
은 10분, 겨드랑이 아래는 7분 정도, 입술모는 
5분 정도(참고로모발의 변화상,탈모부위의크
기에 따라 결정됨)로모낭이 빨갛게 부풀어 오
르고 모발이 돌돌 말거나모낭이 뜨거워지는 
것을 관찰되면 임상 종점이 된다.

◆

◆

레이저 손잡이의 앞쪽 출구에서 나오는 강한 빛을결코
눈으로 직접 봐서는 안 된다.

탈모 후 7일 동안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지 않으므로
미지근한 물은 적당하다.
매운맛, 술담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한다.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을 잘 하고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를 닦아낸다.
탈모 후 수동으로 모발을 깎지 않고 진행한다.

손잡이는 천천히 이동해야 하여 같은 부위에장시간 조작
하면안 된다.고객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우리
는연속해서 너무 많은 빛을 내면 안 된다.
조작 간격: 15일 .

조작 주의 사항！

탈모후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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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수나 찌개 등은 1개월 간격으로 교환해 주
시는 것이 좋다.
 기구는 반드시 온도 5-40℃, 습도80% 이상, 
깨끗하고 바람이잘 통하는 실내에 놓아야 한
다.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사용중 기기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기
기의 주위에는적어도 5cm의 틈이 있어야 한다.
기기는 원거리에서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운
송하기 전에반드시 기기 안의 물을 깨끗이 놓
아야 한다. 운송 과정 중에는반드시 원래 포장 
상자에 제공한 감진 포장을 사용해야 한다.

기기 보양 주의 사항※

금기 사용자※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조작 중 상처를 피하거나조
작을 중지한다.
임산부, 수유부, 월경기간에는 조작을 금지한다.
금속 또는 실리콘, 약물펌프, 제진기, 심장박동기,신경충
격기, 전자물, 체내에 있는 사람은조작을 금지한다.
복부수술이 3개월 미만이거나 조작부위에서출혈이있어
조작 금지한다.
정신질환자는 조작을 금지한다.
심장병 환자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 특히 심박동기가 있
는경우에는 조작이 금지한다.
암 악성종양 환자는 조작이 금지된다.경우에는 조작이 
금지한다.
급성 염증이나 전염병 환자는 조작이 금지한다.경우에는 
조작이 금지한다.
기타 심각한 질병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고혈과같아.
압, 당뇨 및 심한 위병 등은 조작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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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기는 구매 날로부터 (영수증에 의거) 보
증기간은 12개월이 되며 보증기간 내고장(인위
적이지 않는 현상)은 무상 수리한다.유지보수 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리를 책임질수 있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부품 및 소모품의원가(운송비
용 고객 부담)를 받는다.보충 또는구매를 원할 
경우 당사와 연계하여 주십시오.

제품보증카드※

품질 보증※

아래와 같은 이용자 개인의 원인에 의한고장에대
해서는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않음：
본 제품의 무단 분해 및 재장착으로 인한 고장；
당사 배송이 아닌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고장；
사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타락, 낙하의 원인이 되는 경우;
합리적인 보양 부족으로 인한 고장;
사용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고장.

제품명 고객 명

제품 모델 연락처

구매 일기 연락주소

수리 일기

고장 원인 수리인

수리내용

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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