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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recautions
To reduce the risk of injury, loss of life, electric shock, 
fire, and damage to property, always observe the 
following safety precautions.

Explanation of symbols
The following symbols are used to classify and describe 
the level of hazard, injury, and property damage caused 
when the denotation is disregarded and improper use is 
performed.

WARNING Denotes a potential 
hazard that could result 
in serious injury or death.

CAUTION Denotes a hazard that 
could result in minor injury 
or property damage.

The following symbols are used to classify and describe 
the type of instructions to be observed.

This symbol is used to alert users to a specific 
operating procedure that must not be performed.
This symbol is used to alert users to a specific 
operating procedure that must be followed in 
order to operate the unit safely.

WARNING
►To prevent skin or health problems

Women who are pregnant or currently in a 
menstrual period should not use this appliance.
- Doing so may cause problems with skin due to 
hormone imbalance.

The following persons should not use this 
appliance.
• Persons who have allergies or sensitive skin
• Persons with skin diseases or atopic 
dermatitis

• Persons with epilepsy or blood pressure 
abnormalities

Do not use the appliance in following cases:
• When your skin is damaged or you have 
eczema or a swelling

• When there are abnormalities on the skin such 
as dermatitis or extreme sunburns

- Doing so may cause problems with skin or body.
Do not use the appliance by persons who are 
unable to feel heat.
- Doing so may cause burns or sca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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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use by 
persons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unless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appliance.
- Failure to do so may cause an accident or injury.
Immediately stop using if you experience any 
pain or abnormalities on your skin or 
throughout your body.
- Failure to do so may cause problems with skin or 
body.

►This product
Do not store within the reach of children or 
infants. Do not let them use it.
- Doing so may cause burns or scalding, electric 
shock, or injury.

Do not allow a child to lick the appliance plug.
- Doing so may cause burns, electric shock, or 
injury.

Do not drop or subject to shock.
- Doing so may cause electric shock or ignition.

Use the water supply tank to supply water to 
the appliance, and make sure that the 
appliance and the power switch do not get wet 
when filling the water tank.
- Doing so may cause electric shock, burns, or fire 
due to a short circuit.

Do not use the appliance with a wet hand.
- Doing so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due to a 
short circuit.

Do not use or store the appliance in bathroom 
or in other rooms with high humidity. Do not 
place the appliance where it may get wet (such 
as next to wash basin).
- Doing so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Do not insert metal objects such as pins, wires, 
or any other foreign object in the various 
outlets, and do not block the outlets.
- Doing so may cause electric shock.
Never modify, disassemble, or repair.
- Doing so may cause ignition or injury due to 
abnormal operation. 
Contact an authorized service center for repair.

After use, the appliance should be cleaned to 
avoid the accumulation of grease and other 
residues.
- Failure to do so may cause skin and body 
dis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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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In case of an abnormality or malfunction

Immediately stop using and remove the power 
plug if there is an abnormality or malfunction.
- Failure to do so may cause fire, electric shock, or 
injury.

<Abnormality or malfunction cases>
• The cord is damaged
• The main unit is deformed or smells of burning.
- Immediately request inspection or repair at an 
authorized service center.

►Power cord
Do not damage or modify, or forcefully bend, 
pull, or twist the power cord.
Also, do not place anything heavy on or pinch 
the cord.
- Doing so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due to a 
short circuit.

Do not allow pins or trash to adhere to the 
power plug/the appliance plug.
- Doing so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due to a 
short circuit.

Do not use when the power cord is damaged or hot.
Never use the appliance if the power plug fits 
loosely in a household outlet.
- Doing so may cause burns, electric shock, or fire 
due to a short circuit.

Do not use anything other than the supplied 
power cord.
Also, do not use any other product with the 
supplied power cord.
- Doing so may cause burns or fire due to a short circuit.
Do not use in a way exceeding the rating of the 
household outlet or the wiring.
- Exceeding the rating by connecting too many 
plugs to one household outlet may cause fire due 
to overheating.

Do not plug or unplug the power plug and 
appliance plug into household outlet and the 
main unit with wet hands.
- Doing so may cause electric shock or injury.
When storing, do not wrap the power cord 
around the main unit.
- Doing so may cause the wire in the power cord to 
break with the load, and may cause burns, electric 
shock, or fire due to a short circuit.

Always ensure the appliance is operated on an 
electric power source matched to the rated 
voltage indicated on the appliance.
Fully insert the power plug or the appliance plug.
- Failure to do so may cause fire, or electric shock.
Periodically clean to ensure dust does not 
accumulate on the power plug or the appliance 
plug.
- Failure to do so may cause fire due to insulation 
failure caused by humidity. 
Disconnect the power plug and wipe with a dry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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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To prevent skin or health problems

Do not use this appliance for purposes other 
than care of the face.
- Doing so may cause burns or scalding.

►Power cord
Disconnect the power plug or the appliance plug 
by holding onto it instead of pulling on the cord.
- Failure to do so could place an excessive load on 
the power cord, damaging it and leading to burns, 
electric shock, or fire due to short circuit, etc.

Disconnect the power plug from the household 
outlet when not using.
- Failure to do so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due to electrical leakage resulting from insulation 
deterioration.

►Note the following precautions
Do not put anything other than distilled water 
or purified water into the water supply tank.
Keep your face at least 20 cm from the edge of 
the lid.
Steam continues to be emitted (for about 
1 minute) after the power has been cut off. Stay 
away from the steam outlet immediately after use.
Do not touch the steam in following cases:
• When operating the power switch
• When opening and closing the lid
- Doing so may cause burns or scalding.

Do not close the lid when using steam.
- The hot steam is emitted from around the lid and 
may cause burns or scalding.

Do not tilt, shake, or move the appliance or do 
not attach or remove the water supply tank 
during use or within 10 minutes after use.
- A large volume of steam is emitted and hot water 
is spilt out from the steam outlet and cause burns 
or scalding.

Use on a flat surface. Not for handheld use.
- Doing so may cause accidents or injury.
Except when cleaning, do not shake the main 
unit when it contains water.
- Hot water may splatter from the steam outlet and 
cause burns or scalding.

When disposing of the water after use, hold the 
appliance so that your hands are not exposed 
to the hot water.
Exercise caution with the hot temperature of 
the water supply tank after use.
- Failure to do so may cause burns or sca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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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identification
Front Back Bottom

G

A

D

E

F

C

B

�

�

OpenClose
H � I

�

�

�

A  Lid
B  Steam outlet
C  Nozzle Guard
D  Power switch [ / ]
E  Water outlet
F  Appliance socket

G  Inclination switch
H  Water supply tank
1 Water supply cap
2 FULL line
3 Tank

I  Power cord
4 Power plug
5 Cord
6 Appliance plug

• When the appliance is used for the first time, some water may remain around the water supply tank. This is 
residual water used for inspection in the factory, and does not cause any sanita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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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ed Uses
Heed the following to protect your skin:
• Excessive steam care is not good for your skin. 
When first starting, use the steamer about once a day 
for two or three days a week, then after about a month 
use it daily. 
Adjust the number of uses and the usage time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your skin.

• If problems arise with your skin while using the steam, 
stop using it and consult a physician.

• After steam care, apply your regular basic skin-care 
products to trap the moisture in your skin.

Preparation
Use only distilled water or purified water.
Since the service life of the appliance may shorten 
depending on water quality, the use of distilled water or 
purified water is recommended.
Distilled water and purified water are usually available 
at supermarkets, etc.

Do not use the following types of water:
Mineral water, tap water, ground water, geothermal 
water, ionized alkaline water, physiological saline, 
slightly acidic water.
Using these type of water may cause shorten life of the 
main unit.

Do not mix with anything.
Do not mix the water with any other substance, such as 
lotion, aromatic oil, etc.
Doing so may cause burns, malfunctions, or shorten 
the life of the main unit.

11 Place the main unit on a 
flat, level surface.
Set it in a place not affected 
by the wind from an 
airconditioner, etc. Lift

22 Remove the water supply 
tank from the main unit.

33 Fill the water supply tank 
with water.
1. Turn and open the water 

supply cap.
2. Fill the tank with water.

FULL line: 12 minutes 
steam for thorough skin 
hydration

FULL line

6 line: 6 minutes steam for quick moisture 
replenishing
3 line: deep cleansing with 3 minutes steam

3. Close the water supply cap.
4. Wipe away any water on the surface of the water 

supply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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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ttach the water supply tank to the main unit.
Push the water supply tank into the main unit until it 
clicks.
• Water is supplied to the main unit and the water in 
the tank decreases when the water supply tank is 
attached the main unit.

• If the water supply tank is repeatedly attached and 
removed, water may begin to leak from the water 
outlet.

How to use the steamer

11 Insert the appliance plug into the main unit.

22 Plug in the power plug into the household 
outlet.

33 Open the lid all the way to the top. 

44 Slide the power switch upwards 
to turn on the appliance.
• The steam is released after about 
1 minute.

• The hissing sound is due to 
electrical discharge. 
The sound may be intermittent, 
depending on how the steam is 
produced.

55 Direct the steam to your face.
• Keep your face at least 20 cm 
away from the edge of the lid.

• If you cannot judge the distance,  
use the distance guide below.

• To ensure that the steam covers 
your entire face, direct the steam 
to the top of your chin.

• If you have trouble adjusting the 
position of the steam on your 
face, try adjusting the height of 
the table, chair or cushion.

• When the remaining water is low, 
the way that the steam is emitted 
changes.

20 cm

Distance guide

Steam within this range is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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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Slide the power switch downwards to turn off 
the appliance.

After using the appliance, take care of your skin by 
moisturizing with lotion, performing cleansing, etc. 
If you do not take care of your skin, water will 
evaporate from it, making it dry.

After use

11 Leave the appliance alone to cool for at least 
10 minutes.
Do not move the main unit.

22 Unplug the power plug from the household 
outlet and the appliance plug from the main unit.
Bundle up the power cord for storage. Do not wrap it 
around the steamer.

33 Close the lid and remove the water supply tank 
from the main unit.
Remove the tank in a water-safe location as water 
droplets may drip from the tank.

44 Discard the water in the 
tank.
Wipe away any water on 
the surface of the tank.

Note
Be sure to discard the water 
in the tank and the main unit 
every time after use.
Failure to do so may cause 
adhering of water stains or 
unusual odors.

Inclination  
switch

Water outlet

55 Discard the water in the main unit.
Discard the water from the water outlet in the 
direction of the “Drain” arrow while pushing the 
inclination switch on the bottom of the main unit.

Even after draining the water, some water remains 
in the appliance.
This does not cause any sanitary problems since the 
water is boiled when used the next time.

Be careful not to get b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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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Attach the water supply tank.
Push the water supply tank into the main unit until it 
clicks.

77 Use a towel, etc., to wipe any water droplets off 
the main unit, then store the main unit in a dry 
place.
When not planning to use it for a long period of time 
(several weeks or more), dry the steamer off 
thoroughly before storing it.

Cleaning
Notes
• Disconnect the power cord from the steamer before 
cleaning.

• Do not wash or soak the appliance in water.

Cleaning inside the main unit
(Clean once a month.)
To remove limescale and prevent it from forming, clean 
the inside of the steamer using the procedure below.
• After using, always let the main unit cool down for at 
least 10 minutes.

11 Fill the water supply tank with 
water up to FULL line and close 
the water supply cap.

22 Attach the water supply tank to 
the main unit.
Push the water supply tank into 
the main unit until it clicks.

33 Shake the appliance 
horizontally 3 to 4 times.
Shake the appliance gently 
without tilting it.

44 Remove the water supply tank from the main unit.

55 Discard the water from the water outlet in the 
direction of the “Drain” arrow while pushing the 
inclination switch on the bottom of the main unit.
Return the appliance to a flat position and repeat 
the step above 2 to 3 times.

Inclination switch

Water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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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Repeat the steps 2 to 5 above 2 or 3 times. 

77 Wipe off the water on the main unit and the 
water supply tank.

Cleaning the appliance
(If it seems dirty)
Wipe the appliance with a cloth moistened with 
soapy water.
Never use alcohol, thinner, benzine, enamel remover, etc.
Doing so may result in malfunction or part cracks or 
discoloration.

Cleaning the power cord
(Clean once a month.)
Remove the power plug from the household outlet 
and the appliance plug from the main unit. Wipe 
away any dust, etc., using a dry cloth.

If the lid is off
Line up the hooks in the 
lid with the grooves in the 
steamer’s hook receiver 
and press in.
Press down on both sides 
at the same time from 
straight above.

Click

If the water supply cap seal detaches
1. Push up the center of the 

water supply cap.
Use your index finger to 
push up on the center of 
the water supply cap. Water supply 

cap seal2. Press lightly along the 
outer rim of the water 
supply cap seal and find 
the raised edge on the 
water supply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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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Problem Possible cause Action

No steam is produced even about 
1 minute or more after the power 
is turned on.

The power plug or appliance plug is 
not plugged all the way in.

Plug the power plug and 
appliance plug securely all the 
way in.

There is no water in the water supply 
tank.

Let the steamer cool down for at 
least 10 minutes, then supply 
water. (See page 9.)

The steamer is not on a level 
surface.
The steamer is tilted.

Place the steamer on a desk or 
other flat surface.

The lid is off. Attach the lid. (See page 13.)

The amount of steam has 
decreased.

There are calcium carbonate or 
limescale deposits inside the 
steamer.

Contact an authorized service 
center for repair.

• While the steam is being 
produced, its colour gets lighter 
and it is hard to see.

• There are hot water droplets 
flying out with the steam.

You are using something else mixed 
in with the water.

Let the steamer cool down for at 
least 10 minutes, then clean the 
inside of the steamer. (See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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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Possible cause Action
There is a hissing sound while the 
steam is being is produced.

The sound is due to electrical 
discharge and is not a problem.

Water leaks from the water outlet.
The water supply tank has been 
attached and removed repeatedly.

Throw out the water inside the 
steamer, then press down on the 
water supply tank with the water 
in it until a click is heard.

The steamer is tilted. Set the steamer so that it is flat.

The power plug is abnormally hot. The power plug is not firmly inserted 
into the outlet.

Use an outlet in which the power 
plug fits snugly.

If the problems still cannot be solved, contact the store where you purchased the unit or a service center authorized by 
Panasonic for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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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Power source 220 V , 60 Hz
Power 
consumption 290 W

Steam 
temperature

Approx. 40 °C
(at a distance of approx. 20 cm 
from the edge of the lid)

This product is intended for household us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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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파나소닉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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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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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 사항

부상, 사망, 감전, 화재 또는 재산상의 피해 위험을 
줄이려면 항상 다음의 안전 주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기호 설명

다음의 기호는 지시를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부상 및 재산 피해 수준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경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나타냅니다.

주의 경미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다음의 기호는 준수할 지침 유형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기호는 실행해서는 안 되는 특정 작동 절차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데 사용합니다.

이 기호는 기기를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특정 작동 절차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경고
►피부 또는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현재 생리중인 여성은 이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용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알레르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
•	피부병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	간질이나 혈압 이상이 있는 사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피부가 손상되거나 습진이나 붓기가 있을 때
•	피부염이나 극단적인 일광화상과 같은 피부 
이상이 있을 때

- 위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피부 나 신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을 감지할 수 없는 사람은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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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 기기는 신체, 감각,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지시 
없이는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어린이 포함)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어린이를 
감시하는 것이 좋다.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부나 신체 전체에 통증이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부나 신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품
어린이나 유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사용하다가 화상이나 열탕, 감전 또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기기 플러그를 핥지 못하게 하십시오.
- 그렇게 하다가 화상, 감전 또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다가 감전을 일으키거나 점화될 수 
있습니다.

급수 탱크를 사용하여 기기에 물을 공급하고 물 
탱크를 채울 때 기기와 전원 스위치가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 그렇게 하다가 감전, 화상 또는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렇게 하면 감전 또는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욕실이나 습도가 높은 그 외 실내에서 기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기기를 젖은 곳 
(예: 세면대 옆)에 두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면 감전이나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콘센트에 핀, 전선 또는 기타 이물질과 같은 
금속 물체를 넣지 말고 콘센트를 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면 감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조, 분리 또는 수리하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면 이상 작동 때문에 점화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수리를 받으십시오.

사용 후에는 그리스 및 기타 잔류물이 쌓이지 않게 
청소해야 합니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부에 신체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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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상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상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재, 감전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코드가 손상되었습니다
•	본체가 변형되거나 타는 냄새가 납니다.
- 공인 서비스 센터에 즉시 검사나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전선
코드를 파손이나 개조하거나 또는 강제로 
굽히거나, 당기거나, 비틀지 마십시오.
코드 위에 무거운 것을 놓거나 코드를 조이지 
마십시오.
- 이렇게 하면 감전 또는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원 플러그나 기기 플러그에 핀이나 이물질이 
달라 붙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이렇게 하면 감전 또는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선이 손상되었거나 뜨거울 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다가 감전 또는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전선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는 제공된 전선으로 다른 제품을 충전하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면 합선으로 인해 화상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콘센트나 배선의 정격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콘센트 하나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연결하여 
정격을 초과하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 플러그 및 기기 플러그를 젖은 손으로 
콘센트와 본체에 연결하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 이렇게 하면 감전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관시에는 전선을 본체에 감아 두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면 전선 내의 와이어에 힘이 가해져 
끊어지고 합선으로 인해 화상, 감전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기기에 명시된 정격 전압과 일치하는 전원을 
사용하여 기기를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전원 플러그 또는 기기 플러그를 완전히 
삽입하십시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재나 감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원 플러그 또는 기기 플러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습도로 인해 절연 장애가 
발생하여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원 플러그를 뽑은 후 마른 천으로 닦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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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피부 또는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 기기를 얼굴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델 수도 있습니다.

►전선
전선을 당기지 말고 그것을 잡은 상태에서 전원 
플러그나 기기를 뽑아냅니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선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손상되어 화상, 감전 또는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십시오.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연 손상으로 누전되어 
감전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주의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급수 탱크에 증류수 또는 정제수가 아닌 다른 것을 
넣지 마십시오.
얼굴을 뚜껑 가장자리에서 20 cm 이상 떨어지게 
하십시오.
전원이 차단된 후에도 증기가 계속 방출됩니다(약 
1분 동안). 사용 직후에는 스팀 배출구에서 멀리 
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 증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	전원 스위치를 조작할 때
•	뚜껑을 열고 닫을 때
-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델 수도 있습니다.

증기를 사용할 때는 뚜껑을 닫지 마십시오.
- 고온의 증기가 뚜껑 주위에서 배출되어 화상이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급수 탱크를 기울이거나, 흔들거나, 움직이지 말고 
또는 급수 탱크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후 10분 
이내에 부착하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 대량의 스팀이 방출되고 스팀 배출구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거나 델 수 있습니다.

평평한 표면에서 사용하십시오.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렇게 하면 사고 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때를 제외하고, 본체에 물이 들어 있을 때 
본체를 흔들지 마십시오.
- 뜨거운 물이 증기 배출구에서 튀어 나와 화상을 
입거나 델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물을 버릴 때는 손이 뜨거운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기를 잡으십시오.
사용 후 급수 탱크의 고온에 주의하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화상을 입거나 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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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식별

G

A

D

E

F

C

B

�

�

H � I

�

�

�

A  뚜껑
B  증기 배출구
C  노즐 가드
D  전원 스위치[ / ]
E  물 배출구
F  기기 소켓

G  기울기 스위치
H  급수 탱크
1 급수 캡
2 FULL 라인
3 탱크

I  전선
4 전원 플러그
5 코드
6 기기 플러그

•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급수 탱크 주위에 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잔류물이며 위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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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용

피부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과도한 스팀 케어는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2 - 3일 정도 
스티머를 사용하고 약 한 달 후에는 매일 
사용하십시오. 
피부의 상태에 따라 사용 횟수와 사용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	증기를 사용하는 동안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스팀 케어 후 일반 기본 스킨 케어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을 가라 앉히십시오.

준비

증류수 또는 정제수만을 사용하십시오.
수질에 따라 기기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증류수 
또는 정제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류수 및 정제수는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네랄 워터, 수돗물, 지하수, 지열수, 이온화 된 
알칼리성 물, 생리 식염수, 약산성 물.
이러한 물을 사용하면 본체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섞지 마십시오.
물과 로션, 아로마 오일 등과 같은 다른 물질을 섞지 
마십시오.
화상이나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본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11 본체를 편평하고 수평한 
곳에 놓으십시오.
에어컨 등의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십시오.

리프트22 급수 탱크를 본체에서 
분리하십시오.

33 급수 탱크에 물을 
채우십시오.
1. 급수 캡을 돌려서 

여십시오.
2. 탱크를 물로 채웁니다.

FULL 라인: 철저한 피부 
수분 공급을 위한 스팀  
12분

FULL 
라인

6 라인: 빠른 보습을 6분 스팀
3 라인: 3분 스팀으로 딥 클렌징

3. 급수 캡을 닫으십시오.
4. 급수 탱크 표면의 물을 닦아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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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급수 탱크를 본체에 연결하십시오.
급수 탱크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본체에 밀어 
넣으십시오.
•	급수 탱크가 본체에 부착되면 본체에 물이 
공급되고 탱크의 물이 줄어듭니다.
•	급수 탱크를 반복적으로 부착하거나 분리하면 
물이 급수구에서 누수될 수 있습니다.

스티머 사용법

11 기기 플러그를 본체에 꽂으십시오. 

22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삽입합니다. 

33 뚜껑을 끝까지 여십시오. 

44 전원 스위치를 위로 밀어 기기를 
켭니다.
•	약 1분 후에 증기가 방출됩니다.
•	쉿쉿 소리는 전기 방전 
때문입니다. 
증기가 발생하는 방식에 따라 
소리가 간헐적일 수 있습니다.

55 증기를 얼굴에 직접 향하게 
하십시오.
•	얼굴을 뚜껑 가장자리에서  
20 cm 이상 떨어지도록 합니다.
•	거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거리 가이드를 
사용하십시오.
•	스팀이 얼굴 전체를 가리는지 
확인하려면 스팀을 턱 끝을 
향하게 하십시오.
•	얼굴의 증기 위치를 조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테이블, 의자 
또는 쿠션 높이를 조정하십시오.
•	남아 있는 물이 부족하면 증기가 
방출되는 방식이 바뀝니다.

20 cm

거리 가이드

이 범위 내의 스팀은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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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전원 스위치를 아래로 밀어서 기기를 끄십시오. 

기기를 사용한 후에는 로션으로 보습하고 클렌징 등을 
하여 피부를 관리하십시오. 피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물이 증발하여 건조하게 됩니다.

사용 후

11 기기를 최소한 10분 이상 식히도록 합니다.
본체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22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고 본체에서 플러그를 
뽑습니다.
전선을 묶어 보관하십시오. 그것을 스티머 주위에 
감지 마십시오.

33 뚜껑을 닫고 급수 탱크를 본체에서 분리하십시오.
물방울이 탱크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물이 없는 
장소에서 탱크를 분리하십시오.

44 탱크의 물을 버립니다.
탱크 표면의 물을 
닦아내십시오.

참고

사용 후에는 항상 탱크와 
본체의 물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 
얼룩이나 이상한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울기  
스위치

물 배출구

55 본체의 물을 버립니다.
본체의 바닥에 있는 기울기 스위치를 누르면서 
"Drain" 화살표 방향으로 물 배출구를 통해 물을 
버립니다.

물을 배수한 후에도 물이 기기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할 때 물이 끓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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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급수 탱크를 부착하십시오.
급수 탱크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본체에 밀어 
넣으십시오.

77 타올 등을 사용하여 본체에서 물방울을 닦아낸 다음 
건조한 곳에 본체를 보관하십시오.
장기간(몇 주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보관하기 전에 스티머를 완전히 말립니다.

청소

참고

•	청소하기 전에 스티머에서 전선을 분리하십시오.
•	기기를 물로 씻거나 담그지 마십시오.

본체 내부 청소

(한 달에 한 번 청소하십시오.)
석회자국을 제거하고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아래 
절차를 사용하여 스티머 안을 청소하십시오.
•	사용 후에는 항상 본체를 10분 이상 식히십시오.

11 급수 탱크에 물을 FULL 라인까지 
채우고 급수 캡을 닫으십시오.

22 급수 탱크를 본체에 
연결하십시오.
급수 탱크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본체에 밀어 넣으십시오.

33 기기를 3 - 4번 수평으로 
흔들어주십시오.
기울이지 않고 가볍게 
흔들어주십시오.

44 본체에서 급수 탱크를 분리하십시오.

55 본체의 바닥에 있는 기울기 스위치를 누르면서 
"Drain" 화살표 방향으로 물 배출구를 통해 물을 
버립니다.
기기를 평평한 위치에 놓고 2 - 3번 위의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기울기 스위치

물 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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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 - 5번의 단계를 2 - 3회 이상 반복하십시오. 

77 본체 및 급수 탱크의 물을 닦아냅니다.

기기 청소

(더럽게 보이는 경우)
비눗물로 적신 천으로 기기를 닦으십시오.
알코올, 신나, 벤진, 에나멜 제거제 등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작동이나 균열 또는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선 청소

(한 달에 한 번 청소하십시오.)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고 본체에서 플러그를 
뽑습니다. 마른 천으로 먼지 등을 닦아내십시오.

뚜껑이 떨어져 있는 경우

뚜껑에 있는 후크를 
스티머의 후크 리시버에 
있는 홈에 맞추고 안으로 
누릅니다.
위에서 똑바로 양쪽을 
동시에 누릅니다.

딸깍 
소리

급수 캡 씰이 분리되면

1. 급수 캡의 중심을 밀어 
올리십시오.
검지로 급수 캡 중앙을 
위로 올리십시오.

급수 캡 씰
2. 급수 캡 씰의 바깥 쪽 

테두리를 따라 가볍게 
누르고 급수 씰의 돌출된 
모서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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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 가능한 원인 조치

전원을 켜고 약 1분 이상이 지난 
후에도 증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원 플러그 또는 기기 플러그가 
끝까지 끼워져 있지 않습니다.

전원 플러그와 기기 플러그를 
완전히 끼우십시오.

급수 탱크에는 물이 없습니다.
최소한 10분 동안 스티머를 
냉각시킨 다음 물을 
공급하십시오. (페이지 23 참조.)

스티머가 평평한 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스티머가 기울어졌습니다.

스티머를 데스크나 그 외 평평한 
곳에 두십시오.

뚜껑이 떨어져 있습니다.
뚜껑을 부착하십시오.  
(페이지 27 참조.)

증기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스티머 내부에는 탄산 칼슘 또는 
석회 침전물이 있습니다.

공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수리를 받으십시오.

•	증기가 생성되는 동안 증기 
색상이 연해져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	증기와 함께 뜨거운 물방울이 
날아다닙니다.

물과 다른 혼합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분 동안 스티머를 
냉각시킨 다음 스티머의 내부를 
청소하십시오. (페이지 26 참조.)

증기가 생성되는 동안 쉿쉿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는 방전으로 인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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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능한 원인 조치

물 배출구에서 물이 새어 
나옵니다.

급수 탱크를 반복적으로 부착하고 
분리했습니다.

스티머 안의 물을 버리고 물이 
들어있는 급수 탱크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누릅니다.

스티머가 기울어졌습니다. 스티머를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전원 플러그가 비정상적으로 
뜨겁습니다.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단단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 플러그에 잘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기 구매 매장 또는 수리가 가능한 공식 파나소닉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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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전원 220 V , 60 Hz
전력 소비 290 W

증기 온도
약 40 °C
(뚜껑 가장자리에서 약 20 cm 
떨어진 지점)

본 제품은 가정용입니다.

PB017081 - EH-XS01 ������_(02KO)_11-14-18.indd   30 2018/11/14   10:07:17



31

 MEMO

PB017081 - EH-XS01 ������_(02KO)_11-14-18.indd   31 2018/11/14   10:07:17



Panasonic Corporation
http://www.panasonic.com

© Panasonic Corporation 2019

E  EN, KO
Printed in China

EH9700XS011411  S0119-0

PB017081 - EH-XS01 ������_(02KO)_11-14-18.indd   32 2018/11/14   10:07:18


	PB017081 - EH-XS01 韩国向说明书_(01EN)_11-14-18
	PB017081 - EH-XS01 韩国向说明书_(02KO)_11-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