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ting Instructions
使用說明書
사용 설명서
(Household) Rechargeable Oral Irrigator
( 家用 ) 沖牙機
( 가정용 ) 충전 가능 구강세척기
Model No. EW‑DJ40
型號 EW‑DJ40
모델 번호 EW‑DJ40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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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11

한글

20

Before operating this product, please read the instructions carefully, and save thi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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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제품을 조작하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본 매뉴얼을 보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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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ded use

RE8-54

Charging is completed in approx. 8
hours.
• It can be used for 15 minutes with 1
full charge.
• Leaving the main unit continuously on the charging adaptor
connected to the power outlet does not affect performance.
(In general, repeatedly charging and discharging the
battery without fully using up the charging capacity will
cause a memory effect, which decreases the usage and
lowers the discharge voltage. However this appliance has
been devised in such a way that it will not affect the usage.)
• If operation stops at the start of usage (immediately after
purchase or after not using for 3 months or more) or while
using the appliance, be sure to charge it for 16 hours or
more. If the charging indicator does not glow initially when
the main unit is plugged in, wait for a short while until it
does.
• The main unit will become slightly warm while charging, but
this is not a malfunction.
• Charge the appliance only with the dedicated charging
adaptor.
Use the charging adaptor only for charging the dedicated
appliance.
• If the usage time gets short even if charged properly, it
could be that the battery is worn out.
(Expected life of the battery is 3 years, but it can change
greatly depending on how it is used and stored)

Using the appliance
• Use with tap water or lukewarm water.
• Do not turn the switch to ON before placing the nozzle in
your mouth.

the water
1 Open
supply cap.
out the white
2 Pull
part of main unit up

English

that the charging
5 Check
indicator lamp glows.

3

to the usage line (
mark).

• It may be hard to pull
out the main unit with
the water supply cap
closed.
• Water pressure will not
rise unless the main
unit is pulled out to the
usage line.
• Be careful since the
nozzle might pop out
from the storage
compartment at this
time.

2
4

5

1

the nozzle into the nozzle socket holding
3 Insert
onto the white part of the main unit.
• Insert it securely until it clicks.

in water.
4 Pour
• Always use fresh tap water.

• If the water feels cold, use lukewarm water of up to 4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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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Do not pour in salt, toothpaste, or chemicals.
• To continuously use, make sure the switch is set to OFF.

the water supply cap.
5 Close
• Securely close after pouring in water.
the nozzle in your mouth.
6 Place
• The water suction tube inside the

Cleaning your mouth well

6

tank may come out from the water
and the flow of the water may stop
when the appliance is tilted too much.

the switch to ON.
7 Turn
• It can be used for approximately 40

seconds with a full tank.
Mode (strength) can be selected.
2 (Normal)
• For normal cleaning
1 (Soft)
• When you are worried about your gums
• When you feel 2 (Normal) is too strong

• Move your face above the sink.
• Close your mouth slightly so the water will not splatter.
• Place the nozzle in your mouth.

7

• Do not press the tip of the nozzle hard against the teeth or
gums.
• Be extra cautious with those who cannot operate the
appliance by themselves, such as infants or toddlers, or
people with high oral sensitivity.

• Aim the stream as perpendicular as possible between the
teeth or the edge between the teeth and gums.
• Move slowly along the teeth.
• Take extra care between the teeth and around braces.
Front side of the teeth...
• Apply the stream perpendicular to
the teeth.
• Take extra care between the teeth
and the edge between the teeth
and gums.

Back side of the teeth...
For the upper teeth
• Adjust the angle of the nozzle to
face upward, and apply the stream
perpendicular to the teeth.

• Do not drop or handle it roughly.
• Do not operate when the tank is empty except to drain the
water from the appliance.
Doing so could result in malfunction.
► Tips
• Hold the appliance vertically with the nozzle upward.



EW-DJ40_ASIA.indb

6

2011/10/03

20:38:03

• Do not apply the stream directly into the periodontal pockets.

After using the appliance

the nozzle
4 Press
release button,

5

4

Store the main unit.

4

• Press it in until it clicks.
• Watch out not to clamp
your fingers in the
upper part of the tank.

the water
6 Close
supply cap.

• There is a risk of bacteria propagating, so wash thoroughly
and dry before storing.

5
6

the water supply cap and dispose
1 Open
of the water in the tank.

2

remove the nozzle
and place it in the
storage
compartment.

English

For the lower teeth
• Pull your chin down, and apply the
stream perpendicular to the teeth.

• To store in a bag or similar after using the appliance, wrap
it in a towel or similar to absorb any excess water.
• To prevent bacteria propagating, take it out from a bag or
similar as soon as possible to dry.

Turn the switch to ON, and
drain the water inside the
appliance.

• Run the appliance for 2 to 3 seconds
until no water comes out.

3 Turn the switch to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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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English










a Nozzle
(Remove it while pressing the nozzle
release button.)
Wash with water and wipe with a cloth.
• Please replace the nozzle about once
every 6 months. If the tip of nozzle gets
deformed, please replace with a new
nozzle. Failure to do so could result in
malfunction.
b Main unit
Remove the dirt by wiping using a cloth
with liquid soap, and wipe off using a dry
cloth.
Wash with water if it is very dirty.
• Do not wipe the appliance with
thinners, benzine, alcohol etc.
• Doing so could result in malfunction,
cracking or discoloration of the parts.
• Do not wash using hot water of over
50 °C.
• Do not leave the appliance submerged
in water.
• Dry after washing with water.
c Water suction tube
Wash with water and wipe with a cloth.
• Do not bend the water suction tube.
Failure to do so could result in
malfunction such as disruption in the
operation of the water suction tube.

d Tank
It will come off when the body is pulled
hard while the water supply cap is
removed, so perform maintenance of
interior as well.
Wash with water and wipe with a cloth.
• Wash the dirt off from inside using a
brush or similar, and wipe off with a
cloth.
• Dry the tank when not using for a long
period.
e Water supply cap
Wipe off any grime and dirt.
• Failure to do so could result in water
leakage.
Charging adaptor
Wipe the metal part of the power plug
with a dry cloth once every 6 months.
• Only use mild detergent.
• Never use thinners, benzine, or alcohol
since it may cause malfunction or
cracking / discoloration of the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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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think it is malfunctioning
Symptom

It only works for a few minutes
even after charging

It does not operate

English

Check the following.
Probable Cause

Action

Battery is worn out (approximately 3
years)

Contact the store or Panasonic Customer
Center. (You cannot change the battery
yourself because it may cause degradation of
water proof performance or malfunction)

Charging time is too short

Charge the appliance continuously for 16 hours
or more to activate the battery

It is immediately after purchase or has
been left unused for 3 months

Charge continuously for 16 hours or more to
activate the battery.

There is dirt stuck in the nozzle
Water pressure is low

Replace the nozzle
Mouth of the nozzle is squashed

Water does not come out

The appliance is tilted too much while
in use

Use with the appliance in a vertical state

The main unit is not fully extended.

Pull out the main unit all the way

If the problem remains even after the appliance is checked and action is taken, terminate usage to prevent any accidents, and
request checkup and repair at a store.



EW-DJ40_ASIA.indb

9



2011/10/03

20:38:03

使用須知

54


• 將主體繼續留在連接至電源插座的充電器上不會影響性能。
（一般情況下，如果使電池反覆充放電而不用完所充的電量，
會產生記憶效應，導致使用時間減少和放電電壓下降。但是，
本商品經過特殊設計，使得這種情況不會影響使用。）
• 如果在一開始使用時（剛購買後或 3 個月以上未使用後）或
在本商品使用過程中操作停止，請務必充電 16 小時以上。
如果在插入主體時充電指示燈一開始不亮，請稍等片刻，直
至充電指示燈亮起。
• 充電過程中主體將稍稍變熱，這不是故障。

使用本器具
• 請使用水或溫水。
• 將噴嘴放入口中之前，請勿開啟開關。

1 打開水槽蓋。
3
2 將主體的白色部分向
上拔出至使用線（ 標
記）。

• 只能使用專用充電器為商品充電。
充電器只能為專用商品充電。

• 水槽蓋關閉時，主體部
分可能難以拔出。
• 只有將主體拔到使用線，
水壓才會升高。
• 此時，噴嘴可能會從儲
存艙內掉出，因此應小
心操作。

• 如果在正常充電的情況下使用時間仍然縮短，則可能是電池
壽命已盡。
（電池的預計使用壽命為 3 年，但是，根據使用和存放方式
的不同，電池壽命會有明顯的差異。）
中文

3

2
4

握住主體的白色部分，
將噴嘴裝入噴嘴插入
孔。
• 牢固插入噴嘴，直至其
發出喀噠聲。

4 注入水。
• 務必使用新鮮的自來水。

5

1

• 如果感覺水溫過冷，可使用不超過 40℃的溫水。
• 請勿注入鹽、牙膏或化學製品。
• 注水時，請確保開關設為關閉。

5 關閉水槽蓋。
• 注入水後，關緊水槽蓋。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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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將噴嘴放入口中。
• 器具過度傾斜時，水箱內的吸水管可

牙齒的前側 ...

6

• 對牙齒垂直噴水。
• 應格外留意牙齒之間和牙齒與牙齦
之間的邊緣。

能會脫離水面而導致水流停止。

7 開啟開關。
• 滿箱可使用約 40 秒。
可以選擇模式（強度）。
2（標準）
• 用於正常清洗
1（輕柔）
• 對您的牙齦感到擔心時
• 感覺 2（標準）模式太強時

7

牙齒的後側 ...
上牙
• 將噴嘴的角度調整到朝上的方向，
對牙齒垂直噴水。

• 請勿使噴嘴的頂端緊貼牙齒或牙齦。
• 對於嬰幼兒等無法自己操作本商品的人士，或口腔敏感度較
高的人士，應格外小心。

中文

• 請避免本商品掉落。
• 除排出器具中的水外，請勿空箱操作。
否則會造成故障。

下牙
• 降低下顎，對牙齒垂直噴水。

► 使用技巧
• 使噴嘴朝上，豎直握住本商品。
• 將您的臉移到水槽上方。
• 略微合攏嘴以防止濺水。
• 將噴嘴放入口中。

充分清洗您的口腔
• 使水流盡可能垂直對準牙齒之間或牙齒與牙齦之間的邊緣噴
射。
• 沿牙齒緩慢移動。
• 應格外留意牙齒之間和牙套周圍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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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勿直接向牙周囊袋內噴水。

4 按噴嘴釋放按鈕取出
噴嘴，將其放到儲存
艙內。

5 收納主體部分。
• 按主體部分，直至其發
出喀噠聲。
• 小心不要讓水箱的上部
擠傷手指。

使用本商品之後
• 使用後可能會滋生細菌，因此，應在徹底清洗並乾燥後再存
放。

1

6

4
4

關閉水槽蓋。

打開水槽蓋，倒出水箱中的水。

5

中文

2 開啟開關，將商品內
部的水排乾。
• 運行商品 2 至 3 秒，
直至不再有水排出。

3 關閉開關。

6
• 在使用商品之後，請先將商品包裹在毛巾或類似物品用以吸
收多餘的水分，爲防止細菌滋生，應晾乾本商品後再行收納。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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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噴嘴
d 水箱
（按住噴嘴釋放按鈕將其取出。）
在水槽蓋拆下時用力拔機身，水箱會脫落，
用水清洗，然後用布擦拭。
從而可以進行內部維護。
• 每隔 6 個月左右請更換噴嘴。否則，噴 用水清洗，然後用布擦拭。
嘴口會變大而無法進行有效的清潔。否
• 用刷子或類似物品洗掉污垢，然後用布
則，會導致故障。
擦乾淨。
• 長期不使用時請晾乾水箱。
b 主體
用沾有液體肥皂的布擦掉污垢，然後用乾 e 水槽蓋
燥的布擦乾淨。
擦掉污垢。
如果主體部分非常髒，可用水清洗。
• 否則會導致漏水。
• 請勿使用稀釋劑、汽油、酒精等擦拭本 充電器
商品，否則可能會造成故障或零件裂開 每 6 個月用乾燥的布擦拭電源插頭的金屬
/ 褪色。
部分。
• 請勿使用超過 50℃的熱水清洗。
• 使用清潔劑時，應當使用溫和的清潔劑。
• 請勿將商品浸沒在水中。
• 用水清洗後，擦乾淨水分。
• 請勿使用稀釋劑、汽油、酒精等擦拭本商
c 吸水管
品，否則可能會造成故障或零件裂開 / 褪
用水清洗，然後用布擦拭。
色。

• 請勿彎折吸水管。
否則會導致吸水管操作中斷等故障。

中文

維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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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果您認為本商品發生故障
請進行以下檢查。
故障表現

可能的原因

解決辦法

能擅自更換電池，否則可能導致防水性能下降
或產生故障）

即使在充電後也只能使用幾分
鐘。
充電時間太短

商品不運行

中文

噴嘴內部被污垢阻塞。
水壓低。

更換噴嘴。
噴嘴口已壓壞。
商品使用時傾斜過度。

豎直使用商品。

主體部分未充分拔出。

完全拔出主體部分。

不出水。

為安全起見，請定期檢查使用多年的電器產品。

18

EW-DJ40_ASIA.indb

18

2011/10/03

20:38:04

委 製 商：
商品原產地：中國
進 口 商：台灣松下銷售股份有限公司（僅限台灣）
公司地址：新北市中和區建六路
號
0800-098800

안전 지침
이 섹션에 나오는 모든 정보는 사용자 본인과 주변 사람의
부상은 물론 ,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
■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위해 또는 손상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위험
이것은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항” 을
가리킵니다 .

경고
이것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을
가리킵니다 .

주의
이것은 “부상 또는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 을
가리킵니다 .
■ 지시에 따라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표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 다음은 표시 예입니다 )
안에 사선이 있는 원은 금지된 조작 행위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
단색으로 채워진 원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시켜야
할 조작이나 지침을 나타냅니다 .

위험

한글

금지된 사용법
• 본제품에는 충전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불 속에 버리거나 가열하거나 , 뜨거운 곳에서 충전 , 사용
또는 방치하지 마십시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열 ,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고
본 기기를 절대로 충전 어댑터와 함께 욕조 또는
샤워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욕조 , 싱크대 또는 화장실 같은 곳에서 제품이 떨어지거나
밀려날 수 있는 곳에 충전 어댑터를 방치 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지된 사용법
• 충전 어댑터가 손상되었거나 전원 콘센트로의 연결이 느슨한
때에는 본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전, 합선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원 코드를 손상, 파기, 변조하거나 무리한 힘으로 꺽거나
잡아당기거나 비틀지 마십시오. 또한, 무거운 물건을 전원 코드 위에
올려 놓거나 전원 코드가 물건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
• 충전 어댑터를 물에 담그거나 물로 씻지 마십시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전 또는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 젖은 손으로 벽면 콘센트에 충전 어댑터를 삽입하거나 벽면
콘센트로부터 충전 어댑터를 빼지 마십시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전될 수 있습니다 .
• 어떤 용도로든 제공된 AC 어댑터 이외의 다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AC 어댑터와 함께 다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2페이지 참조참조하십시오.)
단락으로 인해 화상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수 지침 !
• 유아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리가능한 액세서리나 부속품을
우발적으로 삼키는 등의 사고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유지보수를 할 때에는 벽면 콘센트로부터 충전 어댑터를
제거해 주십시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전될 수 있습니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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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충전은 약 8 시간 후에 완료됩니다 .
• 한 번의 충전으로 15 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전원 콘센트에 연결된 충전 어댑터에 본체를 계속해서
방치해도 성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 일반적으로 , 충전 용량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메모리 효과를 유발해서
사용시간을 줄이고 방전 전압을 낮춥니다 . 그렇지만 ,
본제품은 사용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고안되었습니다 .)

본제품 사용하기
• 냉수 또는 온수를 사용해 주십시오 .
• 입에 노즐을 위치시키기 전에는 스위치를 켜지 마십시오 .

1 물 공급 캡을 엽니다 .
백색 부분을
2 본체의
사용 라인 (
마크 ) 까지
당겨냅니다 .
• 물 공급 캡이 닫힌
상태에서는 본체를
당겨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
• 본체를 사용 라인까지
당겨내지 않으면
수압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
• 이 때에는
보관실로부터 노즐이
튀어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 사용 시작 시 ( 구입 직후 또는 3 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후 ) 에 작동이 정지하는 경우 또는 본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16 시간 이상 충전해 주십시오 . 본체의 플러그를 꽂은
때에 충전 표시기 램프가 처음에 점등하지 않으면 점등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 충전중에는 본체가 약간 따뜻해질 수 있지만 , 이것은
오작동이 아닙니다 .
• 전용 충전 어댑터로만 본제품을 충전해 주십시오 .
충전 어댑터는 전용 기기를 충전하는 데에만 사용해
주십시오 .
• 올바르게 충전한 후에도 사용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된 것일 수 있습니다 .
( 배터리의 예상 수명은 3 년이지만 , 사용 방법과 보관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2
4

5

1

백색 부분을 잡은 상태로 노즐 삽입
3 본체의
구멍으로 노즐을 장착합니다 .

4

•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단단히 삽입해 주십시오 .

물을 넣습니다 .
• 항상 신선한 수돗물을 사용해 주십시오 .
• 물이 차갑게 느껴질 때에는 40° C 를 넘지 않는 온수를
사용해 주십시오 .

한글

표시기 램프가 점등하는
5 충전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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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 치약 또는 화학약품을 넣지 마십시오 .
• 연속해서 사용하려면 스위치가 꺼짐인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

공급 캡을 닫습니다 .
5 물• 물을
넣은 후에는 잘 닫아 주십시오 .
안에 노즐을 넣습니다 .
6 입• 탱크내의
물 흡입 튜브가 물 밖으로

구강을 잘 세정하려면
• 치아 사이 또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수류가 가능한한
수직으로 되게 합니다 .
• 치아를 따라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
• 치아와 교정기 사이에는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
치아의 앞면 ...
• 치아에 수직으로 수류가
가해지도록 합니다 .
• 치아 사이 및 치아와 잇몸 사이의
테두리에는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

6

나와서 본제품이 과도하게 기울어진
때에 수류가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켜 주십시오 .
7 스위치를
• 탱크를 가득 채우면 약 40 초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드 ( 강도 )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Normal)
• 통상적인 세정을 하는 경우
1 (Soft)
• 잇몸이 걱정되는 경우
• 2 (Normal) 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는 경우

• 입 안에 노즐을 넣습니다 .

7

• 노즐의 끝 부분을 치아나 잇몸에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
• 어린이 또는 유아 등 스스로 본제품을 작동할 수 없는 분 ,
또는 구강이 민감한 분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

치아의 뒷면 ...
윗니의 경우
• 노즐의 각도가 위로 향하게 하고
치아에 수직으로 수류를
가합니다 .

• 떨어뜨리거나 거칠게 다루지 마십시오 .


• 본제품으로부터 물을 배수하기 위한 때 이외에는 탱크가
빈 경우에는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글

►팁
• 노즐을 위로 해서 본제품을 수직으로 잡습니다 .
• 얼굴은 세면대 위에서 움직여 주십시오 .
• 물이 튀지 않도록 입을 살며시 다물어 주십시오 .

24

EW-DJ40_ASIA.indb

24

2011/10/03

20:38:05

아랫니의 경우
• 턱을 아래로 당기고 치아에
수직으로 수류를 가합니다 .

• 치주 포켓에 직접 수류를 가하지 마십시오 .

본제품을 사용한 후에
• 박테리아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하기 전에 잘 씻어서
건조시켜 주십시오 .

공급 캡을 열어서 탱크내의 물을
1 물버립니다
.

노즐 해제
4 노즐은
버튼을 누르면서
보관실로부터
꺼내거나 넣어
주십시오 .
넣어
5 본체를
주십시오 .

4
4

•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 주십시오 .
• 탱크 상부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5

공급 캡을
6 물닫습니다
.

6
• 본제품을 사용한 후에 가방 등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타올
등으로 싸서 여분의 수분을 흡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

켜고 본제품 내부의
2 스위치를
물을 버립니다 .

• 박테리아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가방
등으로부터 본제품을 꺼내서 건조시켜 주십시오 .

•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2~3 초간
본제품을 가동시킵니다 .
한글

3 스위치를 꺼 주십시오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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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보수










한글

a 노즐
( 노즐 해제 버튼을 누르면서 제거해
주십시오 .)
물로 씻고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
• 약 6 개월마다 한 번씩 노즐을 교체해
주십시오 . 노즐 끝이 변형된 경우 새
노즐로 교체하십시오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b 본체
액체 비누를 적신 천을 사용해서 먼지를
닦아낸 후 , 마른 천으로 닦아내 주십시오 .
심하게 더러울 때에는 물로 씻어
주십시오 .
• 본제품은 신나 , 벤젠 , 알콜 등으로
닦지 마십시오 .
•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오작동 , 또는
부품의 균열이나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50° C 이상인 뜨거운 물로는 씻지
마십시오 .
• 본제품을 물속에 담근 채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
• 물로 씻은 후에는 물을 닦아내
주십시오 .
c 물 흡입 튜브
물로 씻고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
• 물 흡입 튜브는 구부리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 흡입 튜브의
조작 시 중단되는 등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d 탱크
물 공급 캡을 떼어낸 상태로 본체를 세게
누르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의 유지
및 보수도 실시해 주십시오 .
물로 씻고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
• 브러쉬 등을 사용해서 내부의 먼지를
씻어낸 후에 천으로 닦아내 주십시오 .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탱크를
건조시켜 주십시오 .
e 물 공급 캡
더러워진 곳과 먼지를 닦아내 주십시오 .
•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물이 샐 수
있습니다 .
충전 어댑터
6 개월마다 한 번씩 전원 플러그의 금속
부분을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
• 세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약한
중성세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
• 오작동 또는 균열 / 부품의 변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나 , 벤젠 또는 알콜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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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
문제점

예상 원인

대책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된 경우 ( 약 3 년 )

Panasonic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 ( 방수 성능 저하 또는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는 스스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

충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제품을 16 시간 이상 연속으로 충전해서
배터리를 활성화시킵니다

구입한 직후이거나 3 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6 시간 이상 연속으로 충전해서 배터리를
활성화시킵니다 .

충전한 후에도 몇 분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즐에 오물이 걸린 경우
수압이 낮습니다

노즐을 교체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중에 본제품이 너무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본제품은 수직인 상태로 사용합니다

본체를 완전히 뽑지 않았습니다

본체를 끝까지 당겨냅니다

본제품을 확인하고 대책을 취해도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중단하고 Panasonic 공식
서비스 센터에 확인과 수리를 요청해 주십시오 .

한글

노즐의 입구가 찌그러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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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charger for Rechargeable Oral Irrigator
RE8-54/EW-DJ40
상호명 및 제조자： Panasonic Wanbao Appliances Beauty
and Living (Guangzhou) Co., Ltd.
제조일자：제품내 별도각인표시

MSIP-REM-PWa-EW-DJ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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