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ting Instructions
使用說明書
사용 설명서
(Household) Rechargeable Shaver
（家用 ) 充電式 刮鬍刀
( 가정용 ) 충전식 면도기
Model No.
型號 ES‑RC50
모델 번호

English

2

中文

7

한글

11

Before operating this unit, please read these instructions completely and save them for future use.
使用本產品前，請仔細閱讀此說明書，並妥善保存以備未來使用。
이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 지침서를 잘 읽고 다음을 위해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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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have
Using the shaver

Clean
Cleaning the shaver
1. Remove the shaver from the AC adaptor.
2. Apply some hand soap and some water
to the outer foil.
3. Turn the shaver on.
4. Turn the shaver off after 10-20 seconds.

the power
the shaver as
1 Slide
2 Hold
switch upwards.
illustrated above and
• The switch on lamp
glows blue.

5. Remove the outer foil section and turn
the shaver on.

shave.

• Adequate ambient temperature for using is 0‑40 °C. If you use
the appliance in temperature outside of the recommended range,
it may stop functioning.

6. Clean the shaver and the outer foil
section with running water.
7. Wipe off any drops of water with a dry
cloth.

Start out shaving by applying gentle pressure to your face.
Stretch your skin with your free hand and move the shaver back
and forth in the direction of your beard. You may gently increase
the amount of pressure as your skin becomes accustomed to
this shaver. Applying excessive pressure does not provide a
closer shave.
8. Dry the outer foil section and the shaver
completely.
9. Attach the outer foil section to the sh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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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ing the inner blades

1. Press the foil frame release button and lift the
outer foil section upwards.

1

English

After washing, water remaining on the switch on lamp may
reduce the lamp brightness, but this is not a malfunction.

Cleaning with the brush



Clean the inner blades using the short brush
by moving it in direction (A).
Clean the outer foil and the shaver body using
the long brush.
• Do not move the short brush in direction (B)
as it will damage the inner blades and affect
their sharpness.
• Do not use the short brush to clean the outer
foils.

2. Remove the inner blades one at a time.
• Do not touch the edges (metal parts) of the
inner blades to prevent injury to your hand.
3. Insert the inner blades one at a time until they
click.

Replacement parts

Replacement parts are available at your dealer or Service Center.

Replacing the outer foil and the inner blades
outer foil

once every year

inner blades

once every two years

Replacement parts for
ES‑RC50

Outer foil

WES9863

Inner blades

WES9064

Replacing the outer foil

1. Press the foil frame release button and lift the
outer foil section upwards as illustrated.

1

2. Press the system outer foil release button and
pull down the system outer foil as illustrated.
3. Insert the system outer foil until it clicks.
• Always insert the system outer foil to the foil
frame when attaching to the sh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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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ing the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English

Remove the built-in rechargeable battery before disposing of the
shaver.
The battery is to be disposed of safely.
Please make sure that the battery is disposed of at an officially
designated location if there is one. Do not dismantle or replace the
battery so that you can use the shaver again. This could cause fire
or an electric shock. Replace it at an authorized service center.
• Remove the shaver from the AC adaptor when removing the
battery.
• press the power switch to turn on the power and then keep the
power on until the battery is completely discharged.
• Perform steps
to
and lift the battery, and then remove it.
• Insulate the ⊕ and ⊖ terminals by applying tape to them.
(To prevent short circuit of terminals).

Speciﬁcations
Power source

See the name plate on the AC adaptor.

Motor voltage

1.2 V DC

Charging time

Approx. 8 hours

This product is intended for household use onl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cycling of materials
This shaver contains a Nickel-Metal Hydride battery.
Please make sure that the battery is disposed of at an officially
assigned location, if there is one in your countr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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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關閉刮鬍刀電源，將它插入電源供應器
直到卡住為止，如圖所示。
2 將充電器插入家居插座。

部件說明

充電狀態指示燈亮起紅燈。



• 充電約 8 小時後完成。
• 充電狀態指示燈會持續亮燈，直到從家居電插座拔下充電器為止。
• 建議的充電環境溫度為 0‑40℃。在極低或極高的溫度下，電池可
能不會充電。
• 刮鬍刀第一次充電時或未使用超過 6 個月，充電狀態指示燈可能
不會亮起。如繼續保持連結，最後會亮起。

中文

A 保護蓋
B 外層網面部分
1 網層
2 外層網面
3 拆除外層網面的按鈕
C 內層刀片
D 主體
4 網層拆除按鈕

5 電源開關 [0/1]
6 電源開關指示燈
7 充電插座
E 電源供應器 (RE7‑62)
8 電源線
9 充電狀態指示燈
F 輕便旅行袋
G 清潔毛刷

充電
為刮鬍刀充電
若感覺刮鬍刀速度下降，請依下列方式進行刮鬍刀充電。

刮鬍
使用刮鬍刀

1 將電源開關向上滑
2 依照上圖示握著刮鬍刀使
動。
用。
• 電源開關指示燈亮起藍
燈。
• 適當的使用環境溫度為 0‑40℃。如果在超出建議範圍外的溫度下
使用本設備，它可能停止正常運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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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刮鬍刀輕輕按壓在您的臉上。以另一隻手按著皮膚，並以刮鬍
刀來回刮鬍。當您習慣了這力道後，可慢慢加壓。過度加壓未必
可刮得更徹底。

清潔
清洗刮鬍刀
1. 從電源供應器上取下刮鬍刀。
2. 在外層網面上塗抹一些肥皂和水。
3. 打開刮鬍刀電源。
4. 10-20 秒後，關掉刮鬍刀。

清洗後，留在電源開關指示燈上的水份可能會降低指示燈的亮度，
但這不是故障。

以毛刷清潔
利用毛刷依著 (A) 方向來清潔內層刀片。
利用長刷來清潔外層網面和刮鬍刀機身。
• 切勿以 (B) 方向來使用短刷，因此舉會損耗內
層刀片，令刀片不鋒利。
• 切勿以短刷清潔外層網面。

6. 用流水清潔刮鬍刀和外層網面部分。
7. 用乾布擦去水滴。



中文

5. 取出外層網面部分並打開刮鬍刀電源。

8. 讓外層網面部分和刮鬍刀完全乾燥。
9. 把外層網面部分安裝至刮鬍刀。

更換外層網面及內層刀片
外層網面

每年一次

內層刀片

每兩年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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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명칭

충전
면도기 충전
속도가 떨어지는 듯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서 면도기를
충전해 주십시오 .

끄고 그림과 같이 딸깍
1 면도기를
소리가 날 때까지 AC 어댑터에 집어
넣습니다 .

2 가정용 콘센트에 어댑터를 꽂습니다 .

충전 표시등 램프에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

• 충전은 약 8 시간 후에 완료됩니다 .
• 가정용 콘센트로부터 어댑터를 분리할 때까지 충전 표시등
램프가 점등한 상태로 됩니다 .
• 충전 시 권장되는 실내 온도는 0-40℃입니다 . 심하게 낮거나
높은 온도에서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면도기를 처음으로 충전하거나 6 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 표시등 램프가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결한
상태로 두면 결국에는 램프가 켜집니다 .

한글

보호 마개
면도망 부위
면도망 프레임
면도망
면도망 분리 단추
내부 면도날
본체
면도망 프레임 분리 단추

전원 스위치 [0/1]
스위치 켜기 램프
면도기 소켓
AC 어댑터 (RE7-62)
전원 코드
충전 표시등 램프
휴대용 주머니
청소용 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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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면도기 사용

청소
면도기 청소
1. AC 어댑터에서 면도기를 분리합니다 .
2. 면도망에 비누와 물기를 약간
묻혀줍니다 .
3. 면도기의 전원을 켜 주십시오 .
4. 10-20 초 후에 면도기를 끕니다 .

스위치를
1 전원
위쪽으로 밀어

같이 면도기를
2 위잡고그림과
면도합니다 .

5. 면도망 부위를 분리하고 면도기의 전원을
켜 주십시오 .

올립니다 .
• 스위치 켜기 램프에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
• 면도시 사용 시 적합한 실내 온도는 0‑40℃입니다 . 권장되는
범위 이외의 온도에서 기기를 사용하면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

6. 면도기 및 면도망 부위를 흐르는 물에
청소해 주십시오 .
7. 마른 천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

얼굴에 면도기를 가볍게 대고 면도를 시작합니다 . 다른 손으로
피부를 팽팽히 당기면서 수염이 난 방향으로 면도기를 앞뒤로
밀며 움직입니다 . 어느 정도 피부에 면도기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면도기를 누르는 힘을 늘립니다 . 너무 세게 누르면
깨끗하게 면도가 되지 않습니다 .

한글

8. 면도망 부위와 면도기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
9. 면도기에 면도망 부위를 부착하십시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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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후 스위치 켜기 램프에 남아 있는 물기로 인해 램프 밝기가
줄어들 수 있지만 ,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

내부 면도날 교환
1. 면도망 프레임 분리 단추를 누르고 면도망
부위를 위쪽 방향으로 빼냅니다 .

1

솔을 사용하여 청소
내부 면도날은 짧은 솔을 (A)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청소합니다 .
면도망 및 면도기 본체는 긴 솔로
청소하십시오 .
• 짧은 솔을 (B) 방향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
그러면 내부 면도날이 손상되거나 무뎌질 수
있습니다 .
• 면도망을 청소할 때 짧은 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2. 한 번에 하나씩 내부 면도날을 분리합니다 .
• 손이 다칠 수 있으므로 내부 면도날의
가장자리 ( 금속 부분 ) 는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3.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한 번에 하나씩 내부
면도날을 장착합니다 .

교환 부품

교환 부품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면도망과 내부 면도날 교환
면도망

년 1회

내부 면도날

2년 1회

ES‑RC50 용 교환 부품

면도망

WES9863

내부 면도날

WES9064

면도망 교환
1. 그림과 같이 면도망 프레임 분리 단추를 누르고
면도망 부위를 위쪽 방향으로 빼냅니다 .

1


한글

2. 그림과 같이 면도망 분리 단추를 누르고
면도망을 아래쪽으로 누릅니다 .
3.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면도망을 삽입합니다 .
• 면도기에 장착할 때는 항상 프레임에 면도망을
삽입합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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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 충전식 배터리 분리
면도기를 폐기하기 전에 내장된 충전식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
배터리는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현지에 지정 폐기 장소가 있는 경우 이 폐기 장소에 배터리를
폐기해야 합니다 . 면도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교환하지 마십시오 . 그러면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환 시에는 Panasonic 공식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십시오.
• 배터리 교체 시 AC 어댑터에서 면도기를 분리합니다 .
• 전원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켠 다음, 배터리가 완전히방전될
때까지 전원을 계속 켜 두십시오.
• 면도기를 분해하는
단계를 따르고 배터리를 들어 올린
후 분리합니다 .
• 테이프를 붙여 ⊕ 및 ⊖ 단자를 절연합니다.
(단자의단락 방지를 위해).

사양
전원

AC 어댑터의 제품 레이블을 참조하십시오 .

모터 전압

1.2V DC

충전 시간

약 8 시간

본 제품은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명：Rechargeable Shaver
모델명：ES-RC50 (Shaver) / RE7-62 (Battery Charger)
제조자：Panasonic Wanbao Appliances Beauty
and Living (Guangzhou) Co., Ltd.
상호명：Panasonic Wanbao Appliances Beauty
and Living (Guangzhou) Co., Ltd.
제조일자：제품내 별도 각인 표시
Made in China

MSIP-REM-PWa-ES-RC50

한글

환경 보호 및 자원 재활용 정보
이 면도기에는 니켈 - 금속수소화물 배터리가 있습니다 .
현지에 지정 폐기 장소가 있는 경우 이 폐기 장소에 배터리를
폐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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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sonic Corporation
http://www.panas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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