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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to에	대한	최초	보충
Pronto를	처음	개봉하면,	다음과	같이	엣센셜	
오일	블렌드로	Pronto를	보충해야	합니다.
1.	포장에서	제품을	꺼내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2.	Pronto	보충	장치를	열고	
캡을	엽니다.
3.		Pronto	증기	흡입기를	
그림과	같이	보충	포인트에	
놓습니다.	장치를	천천히	
눌러서	향	디퓨저가	
보충	포인트와	접촉하는	
보충	포지션에	확실히	
자리잡도록	합니다.	30
초에서	2분간	둡니다.

4.		증기	흡입기를	꺼낸	다음	
바로	캡으로	보충	포인트를	
커버합니다.

5.		다음	페이지의	핏과	착용	
안내를	따라서	Pronto	증기	
흡입기를	코에	삽입합니다.

Pronto	보충하기
사용	후,	Pronto를	세척한	다음	보관	장치에	비	
보충	포지션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착용	바로	
전에는	다음을	합니다.
1.		보충	포인트의	캡을	연	후	Pronto를	보충	
포지션에	놓습니다.	장치를	
천천히	눌러서	향	디퓨저가	
보충	포인트와	접촉하는	보충	
포지션에	확실히	자리잡도록	
합니다.

2.	30초에서	2분간	보충이	되게	내버려둡니다.
3.		Pronto를	코에	삽입하고	바로	보충	포인트에	
캡을	다시	씌웁니다.

Pronto는	최대	10번	보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번	보충시마다	최대	8시간	
지속됩니다.	임의의	시간	동안	보충	포인트에	
캡을	씌우지	않을	경우,	보충	가능	회수가	
감소합니다.

제품	정보	및	사용	방법
Pronto Sleep
Pronto	Sleep은	고유한	증기	흡입기로	부드럽
게	코를	열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진	4가지	순수	엣
센셜	오일로	만든	진정작용을	하는	블렌드를	내
보냅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숙면에	문제가	있으면,	Pronto	
Sleep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
세요.

Pronto Clear
Pronto	Clear는	고유한	증기	흡입기로	부드럽게	
코를	열고	막힌	코를	자연스럽게	뚫어주는	것으

로	알려진	6가지	순수	엣센셜	오일로	만든	진정
작용을	하는	블렌드를	내보냅니다.

코막힘,	알레르기,	비중격만곡증	또는	좁은	기도
로	코를	통한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	Pronto	
Clear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
세요.

보충이	가능한	코	증기	흡입기
Pronto는	보충이	가능한	코	증기	흡입기입니다.	
특별히	설계된	보관	및	보충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	포인트

보관	장치

보충	장치

증기	흡입기
보충	포지션

보충	포인트	캡

Pronto	피팅과	착용
1.			루프가	착용자	쪽을	
향하게	하고	패들이	
착용자	반대쪽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로	향	디퓨저를	
잡습니다.

2.		먼저	천천히	루프를	
넣으면서	디퓨저가	
코의	위를	향하게	약간	
기울입니다.	이	장치는	
코	내부의	자연스러운	
각도를	따르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3.		향	디퓨저만	콧구멍의	
끝을	가로질러	보이고	
Pronto는	코의	안쪽	
깊숙이	안착해야	
합니다.	만약	Pronto가	
걸쳐진다면	귀하의	코에	
너무	큰	것일	수	있습니다.

4.		조절:	Pronto가	너무	
느슨하거나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고	싶으면,	
패들을	바깥쪽으로	
천천히	클릭하여	루프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조절	중	핀이	완전히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천천히	삽입하여	루프를	다시	만
듭니다.

Pronto	세척
Pronto	착용	후에는	코	안에	들어가는	Pronto	
부분을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향	
디퓨저가	물에	잠기거나	젖지	않도록	주의하세
요.	따뜻한	비눗물이	반쯤	채워진	조그만	용기
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1.		엄지와	검지로	덮어서	향	
디퓨저를	보호하세요.

2.		Pronto를	거꾸로	잡은	
다음	루프를	비눗물에	
담그고	여러	번	휘저어	
줍니다.

3.		용기를	비우고	맑은	물로	
채운	다음	1,	2단계를	
반복하여	Pronto를	
헹굽니다.

4.		비	보충	위치로	저장	
장치에	다시	넣기	전에	
루프와	조절	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Pronto
를	잘	건조시킵니다.	보충	
포인트는	다시	Pronto를	
착용하기	전까지	뚜껑을	
씌워야	합니다.

5.		엣센셜	오일을	손가락에	
묻혀야	할	경우	손을	
씻습니다.

소재와	오일
Pronto	증기	흡입기는	의료	등급	폴리머로	만듭
니다.	증기	흡입기와	보충	장치는	천연	고무	라
텍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Pronto	오일	블렌드에는	다음과	같은	100%	순
도	엣센셜	오일이	함유됩니다.
1.		Pronto	Sleep:	라벤더,	유칼립투스,	바레리안	
및	티	트리.

2.		Pronto	Clear:	페퍼민트,	멘솔,	레몬,	
유칼립투스,	티	트리	및	로즈마리.

엣센셜	오일에	대해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하다면,	Pronto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임신	중에는	Pronto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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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설명대로만	Pronto를	사용하십시오.
•	 포장이	뜯어져	있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Pronto는	혼자만	사용해야	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	 Pronto에는	엣센셜	오일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다른	혼합	오일,	액체	또는	약품의	사용을	
위해	Pronto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Pronto는	코	안에서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	 Pronto를	들고	있거나	착용하고	있을	때	
담배를	피거나	가스	라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패들을	확장할	때는	천천히	하고	핀	길이	
이상으로	확장하지	마십시오.

•	 Pronto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	 이	장치가	손상되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디퓨저를	고의적으로	파손하지	말고	
확장기의	절반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충전	장치를	고의로	해체하지	마십시오.
•	 디퓨저	또는	충전	포인트에	다른	액체나	
오일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	 자극이	느껴지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스포츠,	수상	스포츠	또는	수영	중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십시오.

•	 Pronto는	10번	충전할	수	있으며	최대	8시간	
지속됩니다.

•	 8시간	동안	향의	강도가	점점	감소합니다.	
8시간	동안	에어컨디셔닝	및	난방이	향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Pronto	코	확장기의	충전	시간은	30초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최초	충전	시	몇	번은	
충전시간이	가장	짧으며	Pronto의	수명이	
다해갈수록	최대	2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Pronto	디퓨저가	느슨해지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Pronto	충전	단자가	분실되거나	느슨해지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충전	장치에서	오일이	새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이나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	 Pronto를	더	이상	충전할	수	없으면,	충전	
장치와	코	확장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Pronto	포장지는	재활용	가능합니다.

문제해결	및	FAQ
Pronto는	어떻게	작동됩니까?	
Pronto는	전통적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거나	
막힌	코를	뚫어	주는	것으로	알려진	순	엣센셜	
오일	블렌드의	증기를	전달하는	기능과	함께	
코	확장기의	장점을	결합하여	코를	열고	
공기흐름을	개선합니다.

Pronto는	몇	번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까?	
Pronto는	최소	10회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Pronto를	착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8
시간입니다.

Pronto의	보충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남은	보충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히	
보충하는	데	30초에서	2분가량	걸립니다.	
완전히	보충되면	디퓨저가	포화상태로	보여야	
합니다.

Pronto를	보충할	때마다	보충	포인트에	왜	캡을	
다시	씌워야	합니까?	
보충	포인트에	캡을	다시	씌울	경우	Pronto의	
보충	횟수	10번을	채울	수	있습니다.

Pronto를	10번	보충할	수	없는데요?

보충	장치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보충	포인트에	캡을	씌우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	보충	횟수가	줄어듭니다.

왜	디퓨저를	적시면	안되나요?	
디퓨저는	오일을	머금도록	설계된	다공성의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이	소재를	적시게	되면	
Pronto의	보충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크기가	내게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Pronto는	코	안쪽	끝까지	들어가야	하며	오직	
디퓨저만	콧구멍의	끝을	가로질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Pronto가	너무	낮게	걸쳐	
있으면	사이즈가	코에	비해	너무	큰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	Pronto가	밖으로	나오면	
루프를	조절하여	더	크게	만들거나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극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오일이나	확장기로부터	자극이	느껴지면,	
바로	Pronto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Pronto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Pronto는	매우	부드러운	의료	등급	폴리머로	
만들어졌으며	천연	고무	라텍스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코가	건조해지거나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분	공급을	유지하는	이외에도,	공기	흐름이	
늘어날	경우	코의	내벽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Nozoil과	같은	건조한	코	완화제가	
이러한	증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스프레이나	젤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참깨	오일과	블렌딩된	비타민	E의	
세	가지	형태를	함유하여	흡입된	공기의	건조	
효과로부터	코의	조직을	보호하며	염증	효과를	
감소시켜	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s://tinyurl.com/y2l3f6hh

향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ronto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한	강도의	엣센셜	오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시험을	통해	향의	강도를	
테스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도를	결정했습니다.	고객님의	피드백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Pronto의	향에	대한	피드백은	
feedback@rhinomed.global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ronto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정한	강도의	엣센셜	오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시험을	통해	향의	강도를	
테스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도를	결정했습니다.	고객님의	피드백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Pronto의	향에	대한	피드백은	
feedback@rhinomed.global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이	밤새	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특수	소재를	엄선하여	향이	8시간	
지속되도록	합니다.	8시간	동안	향의	강도는	
점차	감소합니다.	또한	냉난방이	8시간	동안	
향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난방일	경우	디퓨저가	일반적인	실내	
온도의	조건보다	더	빠르게	기화될	수	있습니다.

보충	장치가	소진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화장지를	보충	포인트에	가볍게	올려	놓습니다.	
화장지가	건조한	채로	있으면,	보충	장치의	
수명이	다	된	것입니다.	조그만	오일	자국이	
형성되면,	해당	장치는	아직	Pronto	보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Pronto는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Pronto의	포장은	외부의	상자와	내부의	완충	
포장지를	포함하여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Pronto	사용	중	심각한	사고가	있으면,	즉시	
Rhinomed	Limited(feedback@rhinomed.global)
에	알려주십시오.

Rhinomed Limited
L1, 132 Gwynne St,  Richmond 
VIC 3121  Australia

고객	서비스
지역별	고객	서비스	세부	정보는	다음을	참조해주시
기	바랍니다:
prontorange.com/contact-us

PATENT PENDING
Pronto, Pronto Clear and Pronto Sleep are used as 
trademarks of Rhinomed Limited.
Pronto is designed in Australia. Mad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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