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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要安全説明
本製品を使用する前に、マニュアルおよび製品に記載されているすべての説明および警告をお読みくださ
い。

警告
ドライヤーのフィルターや付属品には磁石が含まれています。強い磁場が影響する可能性がある心臓ペース
メーカーや除細動器など、人体に埋め込まれた医療機器は避けましょう。

赤ちゃんにはこのドライヤーを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子供が成人の保護なしにこのドライヤーを使用することを許可しないでください。

このドライヤーを乾燥以外の目的に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引火·爆発物の近くでは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ドライヤーを濡れた手で使用したり、プラグに触れないでください。

このドライヤーを液体につけないでください。

高湿高温環境での使用はご遠慮ください。

浴槽、シャワー、洗面器、その他の器の近くで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浴室でこのドライヤーを使用する場合は、使用后にプラグを抜いてください。浴室に電気を供給する電気回
路の中で1つの定格の残働電流が30mAを超えない残電流装置を取り付け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RCD）

ライフィンのドライヤーは過熱保護机能があり、過熱すると自働的に電源が切れるので、プラグを抜いて冷
却してください。

吸気口を塞が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加熱して火災の原因になるおそれがあります。

吹き出し口と付属品は、使用中に発熱す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冷却前に触らないでください。

電源コードやプラグが破損した場合は、ドライヤーを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ドライヤーに電源コードを巻き付けないでください

電源コードを引っ張らないでください

熱を受ける面から電源コードを離してください

掃除前または使用後にプラグを抜いてください

ドライヤーおよび付属品に洗剤、潤滑剤、空気清浄剤、光沢剤を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分解、修理、交換はご遠慮ください。

.ドライヤーを水に落としたり、破損した場合は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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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品、アクセサリ、ユーザーインターフェースなどのイラストは
概略図です。制品の更新とアップグレードのため、制品の実物と
概略図とは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実物を基准にしてください。

製品の特徴
ライフィン・デジタル・モーター
ライフィン毎分11万回転デジタルモータ、速乾用毎秒22 mの気流推進

スマート温度制御システム
スマート温度制御システムは1秒に100回温度を調整し、高温によるダメージから髪を保護します 

マイナスイオンのヘアケア技術
マイナスイオン発生器は2億のマイナスイオンを発生し、静電気を中和して髪を滑らかにします

冷温風循環モード
長押し温度建1秒温冷風循環モードに入ります。2秒ごとに冷風と熱風が交互に循環します

多重ノイズ低減技術
モーターノイズを人間の耳では感知できない範囲にまで上げ風の音だけを聞きます

*(1):  熱風の吹き出し口付近の速度

機能指示

吹き出し口

電源・風速制御

 温度制御

 Laifenライフィン・マーク

 吸気口/フィルターカバー

赤          熱風
黄色い      温風
青        自然風

 温度表示器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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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パラメータ

製品名       ドライヤー

製品型番       Swift/Swift Special/Retro/SE

定格電圧       100V (参照ボディ印刷)

定格周波数   60Hz (参照ボディ印刷)

定格電力       1400W（100V）

製品サイズ   277*70*89mm

製品名       ドライヤー

製品型番       Swift/Swift Special/Retro/SE

定格電圧       230V (参照ボディ印刷)

定格周波数   50 Hz (参照ボディ印刷)

定格電力       1600W (230V)

製品サイズ   277*70*89mm

スイッチ風速を上下に押して、プラグを接続する前に電源オフ位置を確保してください。

着脱に便利な磁気吸風口を備え、吹き出し口に当てるだけで
吸着しやすく、回転も自在なので使いやすい

風速設定

部品

  (o) 終了         (-)  低速ウィンカー     (=)高速ウインカ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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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プション
（一部のモデルでのみ使用可能）

スタイリングノズル： ディフューザーノズル：

79mm

70mm

61mm

135mm

63mm

乾燥時にストレートヘアをスタイリン
グします。

乾燥時に巻き毛をスタイリング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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詰まりを防ぐためにフィルターを定期的に掃除します

フィルターの掃除方法
電源を切り、プラグを抜きます

フィルターを水その他の液体で洗浄しません
内·外フィルターは乾いた布や柔らかいブラシできれいにしmす

掃除が終わったら、カチッという音が聞こえるまでフィルターカバーに戻します。

フィルターカバーを下に軽く引きます

メンテナンス

清掃とメンテナンス

咔哒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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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表はSJ/T11364の規定に基づいて作成されます。

O:「この有害物質が同部品はすべての材料均质の含有量がGB / T26572の限定を以下に規定しました
X:「この有害物質が、少なくともこの部品のある材料均质の含有量を超えGB / T26572の規定の限定の要求

(1):部品材質中の有害物質含有量はEU RoHS指令の免除項目の制限値に符合します(2011/65/EU)

この制品を正常に使用した状態での環境保護の実用年数は10年です

有害物質又は元素の名称及び含有量

O O O O O O

O O O O O O

X(1) O O O O O

X(1) O O O O O

X(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Cr(VI))
六価クロム

(Hg)
水銀

(Pb)
鉛

Cd
カドミウム

(PBB)
ポリ臭化ビフ

ェニル

(PBDE)
ポリ臭化ジフ

ェニルエーテル

部品

プラスチックの
部品

金属部品

発熱素子

電機部品

回路制御部品

電线及電源线

配件

有害物質又は元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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よくあるトラブルとトラブルシ
ューティング

まちがった指示

青いリングが点滅する 内部部品の過熱

電源を切って一分
待ってから再開、
解決できない場合
は修理に返送する

黄色いリングが点滅する 内部部品が破損する

赤いリングが点滅する

吸気口や吹き出し
口が詰まる

保護プログラム起動

入力電圧異常

連続してスイッチ
を入れないでください

修理に返送する

給電電圧をチェックする

吸気口または吹き
出し口の清掃

無灯火指示
非接続電源 電源接続を確認する

ランプリング回路
基板の損傷

熱風ボタンを押
しても反応しない 熱風キー破損

加熱糸が赤みを帯びる 制御回路基板の損傷

電源コードやプ
ラグがオーバー

ヒートする
電源コードの破損

やプラグの緩み

使っていると焦
げ臭いにおいがする 内部の部品が破損する

修理に返送する

電源を入れて、働かない

電源を入れて、働く

診断 解決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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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日間理由なし返品サービス
Lライフィンは30日間の理由のない返品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購入日から30日以内に返品·返金のご連絡
を頂けます

迅速な返金を実現するためには，

ドライヤーおよびすべての部品とプレゼントの返却

元の包装で返送します

購入伝票を提供します

ドライヤーを再販売できるようにします。

製品の品質問題による返品、ライフィン返品運賃が他のいかなる非支給する製品の品質問題による返品、
消費者の返品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運賃します

返品ポリシー

返品送料

その他の非製品の品質問題による返品については、消費者は運送中の破損または紛失の責任を負うべき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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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製品は商業用ではなく家庭用として適した製品です。
製品の指定された使用範囲外で専門的または商業用の目的として使用された場合の製品の不備に関しては
一切責任を負いかねます。
さらに、AS適用外になります。
指定された使用範囲とは1日の使用時間を平均2時間以内の使用を基準とします。

注意事項

Laifen  2年保証
ライフィンはドライヤーに2年保証を提供します。購入日から2年以内に、材料や制造上の欠陥があれば、
修理または交換します。

以下の条件は保証の対象外です

正規販売業者から購入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保証サービスの期限が切れます
 
購入証明書の提出なし
 
ドライヤーには非公式のメンテナンスがあります
 
ドライヤーを乾燥以外の目的に使用します
 
マニュアルを守らない操作による破損
 
誤用や不測の破損
 
正常損失(ヒューズ等)

保証ポリシ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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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설명
본 제품 사용 전에 메뉴얼과 제품에 있는 모든 설명 및 경고를 읽으세요.

경고
헤어 드라이기, 필터와 부품에는 자성체가 포함되었기에 인체에 이식한 의료 기기 예를 들면 심장 
페이스메이커와 제세동기를 멀리 하세요. 강한 자기장이 그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아에게 본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아동이 성인의 감독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본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게 하지 마세요.

본 헤어 드라이기를 머리 말리는 이외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마세요.

인화성 폭발성 물품 부근에서 본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젖은 손으로 본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거나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본 헤어 드라이기를 그 어떤 액체에도 담그지 마세요.

고온 고습 환경에서 본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욕조, 샤워기, 대야 또는 기타 물이 담긴 용기 근처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욕실에서 본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사용 후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욕실용 전기 회로에 정액 여유 작업 
전류가 30mA를 초과하지 않는 여유 전류 장치(RCD)를 하나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이펜 헤어 드라이기 과열 보호 기능이 있어 과열되면 자동으로 전가 끊어집니다. 플러그를 뽑아서 
냉각하세요.

공기 입구를 막지 마세요. 과열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풍구와 부품은 사용 과정에서 열이 생기는데 냉각되기 전에 만지지 마세요.

전원선이나 플러그가 훼손되면 본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전원선을 헤어 드라이기에 감지 마세요.

전원선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전원선을 전열면에서 멀리 하세요.

청소 전이나 사용 후 플러그를 뽑으세요.

헤어 드라이기 및 부품에 그 어떤 세척제, 윤활제, 공기 정화제 혹은  광택제도 사용하지 마세요.

제멋대로 해체, 수리하거나 부품 교체하지 마세요.

헤어 드라이기가 물에 빠지거나 손상되면 사용하지 마세요.



제 품  부 품  사 용 자  인 터 페 이 스  등  삽 화 는  다   안 내 도 로  
참고만하시길 바랍니다. 제품의 업그레이드와 갱신으로 제품 
실물과 안내도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실물을 기준으로 하세요.

제품 특징
라이펜 디지털 모터
라이펜 11만 rpm 모터가 밀어내는 기류를 22m/s에 달하고 쾌속 헤어 드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온도 제어 시스템
스마트 온도 제어 시스템은 초당 100회의 온도 조절을 해 머리카락이 고온 손상을 받지 않게 합니다.
 
음이온 헤어 케어 기술
음이온 발생기는 2억개의 음이온을 발생시켜 정전기를 중화하고 머리카락이 더 부드럽게 합니다.

냉열풍 순환 모드
온도 버픈을 1초 동안 길게 누르면 냉열풍 순환 모드로 들어가고 2초에 한번씩 냉풍 열풍 교체 순환을 하게 
됩니다. 

다중 소음 감소 기술
모터 소음 빈도수가 사람의 귀가 감지하지 못하는 범위로 향상해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1):  열풍이 출풍구 부근에서의 속도

기능 지시

출풍구

전원/풍속 제어

온도 제어

Laifen라이펜 로고

 공기 입구/필터 커버

홍       열풍

황       온풍

남       자연 바람

 온도 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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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기본 파라미터

제품 명칭 헤어 드라이기 

제품 모델     Swift/Swift Special/Retro/SE

정격 전압     120V (참조 본문 인쇄)

정격 주파수  60Hz (참조 본문 인쇄)

정격 파워     1400W（120V）

제품 사이즈  277*70*89mm

제품 명칭 헤어 드라이기 

제품 모델     Swift/Swift Special/Retro/SE

정격 전압     230V (참조 본문 인쇄)

정격 주파수  50Hz (참조 본문 인쇄)

정격 파워     1600W (230V)

제품 사이즈  277*70*89mm

위아래로 밀어서 풍속을 조절합니다. 
플러그를 연결하기 전에 버튼이  꺼져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세요.

자석이 들어있는 노즐로서 탈부착이 편리합니다. 노즐을 
출풍구에 맞추면 쉽게 흡착되고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풍속 설정

부품

  (o) OFF           (-)  저속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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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항
(일부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

스타일링 노즐: 디퓨저 노즐:

79mm

70mm

61mm

135mm

63mm

드라이 시 스트레이트 헤어 
스타일링용.

건조 중 곱슬 머리를 스타일링하기 위해.



50

정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해 막힘을 방지하세요.

필터 청소 방법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습니다.

물이나 기타 액체로 필터를 세척하지 마세요

마른 천이나 부드러운 솔로 내외 필터를 청소하세요

청소를 한 후 필터 커버를 원위치하여 “탈칵” 소리를 나게 해 장착합니다. 

아래로 필터 커버를 가볍게 당깁니다.

 유지

청소와 유지

Click
咔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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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는 SJ/T 11364의 규정에 따라 작성했음

O:해당 유해무질이 해당 부품의 모든 균질 재료에서의 함량이 다 GB/T26572에서 규정한 한정량 이하임.

X:해당 유해물질이 적어도 해당 부품의 모 균질 재료에서의 함량이 GB/T26572에서 규정한 한정량 요구를 
초고했음.

(1): 부품 재질 중의 유해물질 함량이 유럽 연합 RoHS 지령 면제 항목의 한정치(2011/65/EU)에 부합함.

본 제품은 정상 사용 상태에서 환경 보호 실용 연한이 10년임.

유해물질 혹은 원소 명칭 및 함량

(Cr(VI))
6가 크롬

(Hg)
수은

(Pb)
납

Cd
카드뮴

(PBB)
폴리브롬화 

비페닐류

(PBDE)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

O O O O O O

O O O O O O

X (1) O O O O O

X (1) O O O O O

X (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부품

플라스틱 부품

금속 부품

발열 부품

모터 모듈

전기회로 제어 모듈

전선 및 전원선

부품

유해물질 혹은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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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고장과 해결법

에러 지시

남색 등이 반짝임 내부 부품 과열

전원을 끄고 1분 기
다렸다가 다시 키세
요. 만약 해결이 안 
되면 반송해서 수리.

황색등이 반짝임 내부 부품 훼손

홍색 등이 반짝임

공기 입구 혹은 
출풍구 막힘

보호 프로그램 작동

입력 전압 이상

연속 온 오프를
반복하지 마세요.

 반송 수리

전원 전압 검사

공기 입구 혹은
출풍구 청소

지시가 없음
전원 미 연결 전원 연결 검사

등 회로판 훼손

열풍 버튼 눌렀
는데 무반응 열풍 버튼 훼손

가열사가 붉어짐 제어 회로판 훼손

전원선 혹은 플러그 과열 전원선 훼손 혹은
플러그가 헐렁하게 됨.

탄 냄새가 남 내부 부품 훼손

반송 수리

켰는데 작동하지 않음

켜서 작동함

진단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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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무이유 반품 서비스

라이펜은 30일 무이유 반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매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와 연락해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반품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하세요

헤어 드라이기 및 모든 부품과 증정품 반송

원래 포장으로 반송

구매 증빙 자료 제공

헤어 드라이기의 재차 판매가 가능해야 함.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한 반품은 라이펜에서 반송 운송료를 지불할 겁니다. 

기타 비품질 문제로 인한 반품은 소비자께서 운송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타 그 어떤 비제품 품질 문제로 인한 반품은 소비자가 운송 과정에서의 훼손이나 분실 책임 을 져야 합니다. 

반품 정책

반품 운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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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상업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적합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정상적 사용범위' 를 넘어 전문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의 제품하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AS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상적 사용범위' 란 하루 누적사용시간을 평균하여 2시간 이내 사용을 기준합니다.

주의 :

Laifen  2년 품질 보증

라이펜은 당신의 헤어 드라이기에 2년 품질 보증을 제공합니다. 구매일부터 2년 이내에 만약 재료나 제조 
결함을 발견하면 우리가 수리하거나 교체해드립니다. 

아래 상황은 품질 보증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위임을 받지 않은 곳에서 구매
 
품질 보증 기한 만료
 
구매 증빙 자료 미제공
 
헤어 드라이기에 공식측의 수리가 있었음.
 
헤어 드라이기를 헤어 드라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유저 메뉴얼의 조작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훼손.
 
잘 못 사용하거나 의외로 인한 훼손.
 
정상 소모（퓨즈 증）

보증 수리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