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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purchasing this Panasonic product.
Before operating the unit, please read these instructions 
completely and save them for futur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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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recautions
To reduce the risk of injury, loss of life, electric shock, fire, 
and damage to equipmen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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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store within the reach of children or infants. 
Do not let them play with it.
 - Doing so may cause an accident or injury.

Immediately stop using the shaver if there is an 
abnormality or failure.
 - Using it in such conditions may cause injury or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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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ly dispose the package of the appliance, 
and keep the package away from infants.
 - Failure to do so may cause suffocation of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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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ctions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 Failure to do so may cause an accident or injury. 

CAUTION
Do not attempt to modify, disassemble or repair 
the shaver.
 - Doing so may cause an accident or injury. Contac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for any repair.

Do not use excessive pressure to apply the system 
outer foil to your lip or other parts of your face. 
Do not apply the system outer foil directly to 
blemishes or injured skin.
 - Doing so may cause injury to the skin.

Do not apply excessive pressure on the system 
outer foil. Also, do not touch the system outer foil 
with fingers or nails when in use.
 - Doing so may cause injury to the skin or reduce the 
life of the system outer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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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Do not touch the blade section (metallic section) of 
the inner blade.
 - Doing so may cause injury.

Do not use this product for hair on head or any 
other part of the body.
 - Doing so may cause injury to skin or reduce the life 
of the system outer foil.

Do not share your shaver with your family or other 
people.
 - Doing so may result in infection or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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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throw batteries into a fire, or short-circuit 
or disassemble it.
 - Doing so may cause injury.

Do not mix batteries of different models and types 
or mix new and used batteries.
 - Doing this may cause pollution and injury due to 
battery heat, breakage and leakage.

Check the system outer foil for cracks or deformations 
before use.
 - Cracks or deformations of the system outer foil may 
result in injury to th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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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re to place the shaver in its protective cap 
when carrying around or storing.
 - Failure to do so may cause deformation of the 
system outer foil, thus resulting in injury to the skin or 
life reduction of the system outer foil.

Be sure to observe the cautions indicated on the 
battery.
Do not use rechargeable batteries.
Check that the positive “+” and negative “-” poles 
of the battery are correctly positioned.
When the battery is exhausted, remove it 
immediately and be sure to dispose of it in 
accordance with local regulations.
Power off the shaver before you replace the 
battery.
Before replacing the batteries, wipe off water from 
the shaver to avoid water entering the main body.
If the shaver is not to be used for a long time, 
remove the batteries.
Use batteries before they expire.
No short circuit is allowed between the power 
supply terminals.
 - Failure to do so may cause pollution and injury due 
to battery heat, breakage and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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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ded use
 Description

 • This WET/DRY shaver can be used for wet shaving using 
shaving lather or for dry shaving. The following symbol 
means suitable for use in a bath or shower.

 Notes
 • Keep both the inner blades inserted. If only one of the inner 
blades is inserted, the shaver cannot be used.

 • If you clean the shaver with water, do not use salt water or 
hot water. Do not soak the shaver in water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shaver can be cleaned with clear water.

 • Clean the housing only with a soft cloth slightly dampened 
with tap water or soapy tap water. Do not use thinner, 
benzine, alcohol or other chemicals.

 • Store the shaver in a place away from pool, bathroom or 
other high humidity areas which are exposed to water or 
moisture after use.

 • Do not store the shaver where it will be exposed to direct 
sunlight or other heat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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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identification

D

C

E

B

A

A  Outer foil section
1 Foil frame
2 System outer foil
3 System outer foil release buttons

B  Inner blades

C  Main body
4 Foil frame release button
5 Finger rest
6 Power switch [0/1]
7 Battery cover

D  Protective cap 

Accessory
E  Cleaning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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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lifespan
With two LR6 (AA Alkaline Batteries) installed, the shaver can 
be used for about 60 minutes (Panasonic Alkaline batteries).  

 Note
Only use LR6 (AA Alkaline Batteries). 

Battery installation, removal and lifespan
Before installing the battery, make sure your hands and the 
shaver are dry.
 • How to install

1. Remove the 
battery cover.

2. Install two LR6 (AA 
Alkaline Batteries) 
with the “+” and 
“–” poles correctly 
positioned.

3. Replace the 
battery cover 
so it clicks into 
position.

 • How to remove
1. Remove the 

battery cover.
2. Take the batteries  

out of the main  
unit.

3. Replace the battery 
cover so it clicks 
into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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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shaver
 Dry shaving

1. Push the power switch up to level 1.

2. Hold the shaver as illustrated and 
shave.

 Wet shaving
1. Place water, soap, shaving cream, etc. 

on the face.
2. Push the power switch up to level 1.

3. Shave with slow and smooth motions 
as illustrated.

Start shaving by applying gentle pressure to your face. Move 
the shaver back and forth against the direction of beard 
growth.
You may gently increase the amount of pressure as your 
skin becomes accustomed to the shaver, but be noted that 
excessive pressure may hurt your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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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ble shaving foam and facial cleansers
Shaving agent Facial cleanser

Shaving 
foam

Shaving 
gel

Shaving 
cream

Facial 
cleansing 
foam 
(without 
scrubbing 
compounds)

Facial 
cleansing 
foam 
(with 
scrubbing 
compounds)

Facial 
soap

 Notes
 • Place your finger on the finger rest while in use. Make sure 
that you can turn off the shaver as you wish when in use.

 • Do not use shaving creams or face cleansers containing 
scrubbing compounds as these may cause the outer foil to 
clog.

 • Wet shaving is also possible only with clean or warm water.
 • Be sure to rinse the shaver with water after wet shaving.

Cleaning the shaver
1. Apply some hand soap and some water 

to the system outer foil.
2. Push the power switch up to level 1.

3. Push the power switch to level 0, turn 
off the shaver after 10 to 20 seconds.

4. Press the foil frame release button “1”. 
Remove the outer foil section “2” and 
turn on the shaver.

5. Clean the shaver and the outer foil 
section with runn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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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with the brush
 Cleaning with the long brush

Clean the system outer foil (  ) and  
the shaver body (  ).

 Cleaning with the short brush
Clean the inner blades using the short 
brush by moving it in direction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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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outer foil.

(A) (B)

Replacing the system outer foil and the inner blades

system outer foil once every year

inner blades once every two years

6. Turn off the shaver, and wipe off any 
drops of water with a dry cloth.

7. Air dry the outer foil section and the 
shaver by putting them in a ventilated 
place.
 • Shake up and down several times to 
remove the water.

 • Be careful not to hit the main body 
on the sink or any other object while 
draining the water.

 • The outer foil section can be dried 
more quickly by removing from the 
main body.

8. Attach the outer foil section to the 
sh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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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oving the outer foil section
Press the foil frame release button and lift 
the outer foil section upwards.

1

2

 Attaching the outer foil section 
Securely attach the outer foil section to the 
shaver until it clicks. 1

2

 Replacing the system outer foil
1. Press the system outer foil release buttons 

and pull down the system outer foil.
2. Align the front side of the foil frame with 

the system outer foil mark ( ) and insert 
them firmly together.
 • The system outer foil cannot be 
reversely attached.

 • Always insert the system outer foil to the 
foil frame when attaching to the shaver.

1 2

 Replacing the inner blades
1. Remove the inner blades one at a time.

 • Do not touch the edges (metal parts) 
of the inner blades, to prevent injury to 
your hands.

2. Insert the inner blades one at a time until 
they click.

1 2

 Replacement parts
Replacement parts are available at your dealer or Panasonic’s 
authorized Service Center.

Replacement parts for
ES-SL10

System outer foil WES9087
Inner blades WES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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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Problem Action

Beard scraps fly 
all over.

This can be improved by cleaning 
every time after shaving. Clean 
the inner blades thoroughly with a 
cleaning brush.

System outer 
foil gets hot.

Replace the system outer foil if it is 
damaged or deformed.
(See Pages 13-14.)

The odor is 
getting stronger.

This can be improved by cleaning 
every time after shaving.

You do not get 
as close a shave 
as before.

This can be improved by cleaning 
every time after shaving.

Replace the system outer foil and/or 
inner blades. Expected life of system 
outer foil and inner blades:
System outer foil: Approximately 1 year 
Inner blades: Approximately 2 years

Makes a loud 
sound.

Confirm that the blades are properly 
attached.

Clean the outer foil section and inner 
blades with the brush.

Shaver stops 
functioning.

The battery has reached the end of its 
life.

If the problems still cannot be solved, contact the customer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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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Model No. ES-SL10

Power source LR6 (AA Alkaline Battery) × 2
(Sold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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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 사망 , 감전 , 화재 그리고 장비나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
려면 항상 다음의 안전 주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기호 설명

다음의 기호는 지시를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발
생하는 위험 , 부상 및 재상 피해 수준을 분류하고 설명하는데 
사용합니다 .

경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잠재
적 위험을 나타냅니다 .

주의 경미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

다음의 기호는 준수할 지침 유형을 분류하고 설명하는데 사용
합니다 .

이 기호는 실행해서는 안되는 특정 작동 절차를 사용
자에게 알리는데 사용합니다 .

이 기호는 기기를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하는 특정 작동 절차를 사용자에게 알리는데 사용합니
다 .

경고
어린이나 유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마
십시오 . 이들이 이 기기를 만지지 못하게 하십시오 .
 - 사고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면도기 사용을 중
지합니다 .
 - 그러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부상이나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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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기기의 포장을 적절하게 처분하여 어린이 손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이가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기기는 신체 , 감각 ,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지시 없이는 안전하
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 ( 어린이 포함 ) 이 사
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어린이를 감시하
는 것이 좋다 .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
다 . 

주의
면도기를 개조 , 분리 또는 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 사고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수리를 받으려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합니다 .

과도한 압력을 사용하여 입술이나 얼굴 그 외 부위에 
면도기 외부 면도망을 대지 마십시오 . 면도기 외부 면
도망을 직접 피부 흠이나 상처난 피부에 대지 마십시
오 .
 - 그렇게 하면 피부에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

면도기 외부 면도망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
오 . 또한 , 사용할 때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면도기 외
부 면도망을 만지지 마십시오 .
 - 그렇게 하면 피부에 손상을 가할 수 있거나 면도기 
외부 면도망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면도날의 면도날 부분 ( 금속 부분 ) 를 만지지 마
십시오 .
 -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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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머리카락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 그렇게 하면 피부에 손상을 가할 수 있거나 면도기 
외부 면도망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면도기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
시오 .
 - 감염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불속으로 던지거나 그것을 합선하거나 해체
하지 마십시오 .
 -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모델이나 유형의 배터리를 혼합하거나 새 배터리
와 중고 배터리를 혼합하지 마십시오 .
 - 이렇게 하면 배터리 열 , 파손 및 누수 때문에 오염 및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면도기 외부 면도망을 사용하기 전에 분열되어 있거나 
변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 면도기 외부 면도망의 분열이나 변형은 피부에 손상
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휴대할 때나 저장할 때는 면도기를 보호 캡에 넣으십
시오 .
 -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면도기 외부 면도망의 변형을 초
래하여 피부 손상이나 면도기 외부 면도망의 수명을 
단축으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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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배터리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십시오 .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의 양극 “+”과 음극 “-”이 제대로 위치하도록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그것을 즉시 제거하여 지역 규
율에 따라 처분하십시오 .
배터리를 장착하기 전에 면도기 전원을 끄십시오 .
배터리를 장착하기 전에 면도의 물을 닦아내어 물이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
면도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 배터리를 분
리하십시오 .
배터리 용량이 끝나기 전에 사용하십시오 .
전원 공급장치 단말기 사이에 합선되어서는 안됩니다 .
 -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 열 , 파손 및 누수 때문에 오염 
및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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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설명
 • 본 습식 / 건식 면도기는 면도 거품을 사용하는 습식 면도나 
건식 면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기호는 목욕이나 
샤워 중 사용에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

 참고
 • 내부 면도날 두 개를 삽입해 놓으십시오 . 내부 면도날 한 개
만을 삽입하면 면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물로 면도기를 청소할 경우 소금물이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
지 마십시오 . 오랫동안 면도기를 물에 담궈 놓지 마십시오 . 
면도기는 깨끗한 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
 • 덮개는 수돗물이나 비눗물에 약간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만 
청소합니다 . 시너 , 벤진 , 알코올이나 그 외 화학제를 사용
하지 마십시오 .
 • 사용한 후에 면도기를 수영장 , 목욕탕이나 그 외 물이나 습
도에 노출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습도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
 • 면도기를 직사광선이나 그 외 열원에 노출된 곳에 두지 마십
시오 .

PB014319 - ES-SL10韩国向说明书_KO_12-29-16.indd   22 2016/12/29   9:41:39



23

한
글

부품 식별

D

C

E

B

A

A  외부 면도망 부분

1 면도망 프레임
2 면도기 외부 면도망
3 면도기 외부 면도망 분리 버튼

B  내부 면도날

C  본체

4 면도망 프레임 분리 버튼
5 손가락 받침대
6 전원 스위치 [0/1]
7 배터리 덮개

D  보호 마개

액세서리
E  청소용 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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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설치 , 제거 및 수명

배터리를 장착하기 전에 손과 면도기는 건조 상태여야 합니
다 .
 • 장착하는 방법

1. 배터리 덮개를 
분리합니다 .

2. 2 개의 LR6 (AA 알
카라인 배터리 ) 를 
“+” 및 “–” 극이 제
대로 위치하도록 
장착합니다 .

3. 배터리 덮개를 
교체하면 제 위
치에서 찰칵 소
리가 들립니다 .

 • 분리하는 방법

1. 배터리 덮개를 
분리합니다 .

2. 배터리를 본체에서 
빼냅니다 .

3. 배터리 덮개를 
교체하면 제 위
치에서 찰칵 소
리가 들립니다 .

배터리 수명

2 개의 LR6 (AA 알카라인 배터리 ) 를 설치하면 면도기는 약 
60 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나소닉 알카라인 배터리 ).  
 참고

LR6 (AA 알카라인 배터리 ) 만을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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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사용
 건식 면도

1. 전원 스위치를 레벨 1 까지 누릅니다 .

2. 면도기를 삽화와 같이 잡고 면도합니
다 .

 습식 면도
1. 물 , 비누 , 면도 크림 등을 얼굴에 바릅

니다 .
2. 전원 스위치를 레벨 1 까지 누릅니다 .

3. 삽화와 같이 천천히 그리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면도합니다 .

얼굴에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면서 면도를 시작합니다 . 면도
기를 수염이 자라는 방향과 반대로 앞뒤 쪽으로 움직입니다 .
피부가 면도기에 적응하게 될 때까지 압력의 양을 천천히 늘
릴 수 있지만 과도한 압력은 피부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음에 주
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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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면도 거품과 얼굴 클렌저

면도 용액 얼굴 클렌저

면도 거
품

면도 젤 면도 크
림

얼굴 클렌징 
거품 
( 세척 화합
물 함유 )

얼굴 클렌징 
거품 
( 세척 화합
물 비함유 )

세면 
비누

 참고
 • 사용하는 동안 손가락을 손가락 받침대에 놓으십시오 . 사용
할 때 원하면 면도기를 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외부 면도망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세척 화합물이 들어 있
는 면도 크림이나 얼굴 클렌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습식 면도도 깨끗하거나 따듯한 물로만 가능합니다 .
 • 습식 면도 후에는 물로 면도기를 헹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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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청소

1. 약간의 손 비누와 물을 면도기 외부 면
도망에 바르십시오 .

2. 전원 스위치를 레벨 1 까지 누릅니다 .

3. 전원 스위치를 레벨 0 까지 누르고 
10-20 초 후에 면도기 전원을 끕니다 .

4. 면도망 프레임 분리 버튼“1”을 누릅니
다 . 외부 면도망 부분을 분리하고 면도
기 “2” 전원을 끕니다 .

5. 면도기와 외부 면도망 부분을 흐르는 
물로 청소합니다 .

6. 면도기 전원을 끄고 마른 천으로 물 방
울을 닦아냅니다 .

7. 통풍 구역에 놓고서 외부 면도망 부분
과 면도기를 공기로 건조시킵니다 .
 • 위아래로 여러 번 흔들어서 물을 제거
합니다 .
 • 물을 빼낼 때 싱크나 그 외 물체에 본
체가 부딛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 외부 면도망 부분은 본체에서 분리하
면 더 신속하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
다 .

8. 외부면도망 부분을 면도기에 부착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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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로 청소하기

 긴 브러시로 청소하기
면도기 외부 면도망 ( ) 과 면도기 본체
( ) 를 청소합니다 .

 짧은 브러시로 청소하기
내부 면도날을 방향 (A) 로 움직여서 짧
은 브러시를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
 • 짧은 브러시는 내부 면도날에 손상을 
가하고 선예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방향 (B) 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
 • 짧은 브러시를 사용하여 면도기 외부 
면도망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

(A) (B)

면도기 외부 면도망과 내부 면도날 교체하기

면도기 외부 면도망 매년 한 번씩

내부 면도날 2 년마다 한 번씩

 외부 면도망 부분 분리하기
면도망 프레임 분리 버튼을 누르고 외
부 면도망 부분을 위쪽으로 들어 올립
니다 . 1

2

 외부 면도망 부분 부착하기 
외부 면도망 부분을 찰칵 소리가 날 때
까지 면도기에 단단하게 부착합니다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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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기 외부 면도망 교체하기
1. 면도기 외부 면도망 분리 버튼을 누

르고 면도기 외부 면도망을 아래로 
당깁니다 .

2. 면도망 프레임 앞쪽을 면도기 외부 
면도망 마크 ( ) 에 나란히 맞추고 
그것들을 함께 단단히 삽입합니다 .
 • 면도기 외부 면도망은 거꾸로 부착
할 수 없습니다 .
 • 면도기에 부착할 때 면도기 외부 면
도망을 면도망 프레임에 항상 삽입
하십시오 .

1 2

 내부 면도날 교체하기
1. 내부 면도날을 한 번에 한 개 분리합

니다 .
 • 손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부 면도날의 모서리 ( 금속 부품 ) 를 
만지지 마십시오 .

2. 내부 면도날을 한 번에 한 개씩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삽입합니다 .

1 2

 부품 교체하기
교체 부품은 대리점이나 파나소닉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교체 부품
ES-SL10

면도기 외부 면도
망

WES9087

내부 면도날 WES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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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 조치

면도된 털이 곳
곳으로 날립니
다 .

이것은 면도 후 항상 청소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청소용 브러시로 내부 
면도날을 꼼꼼히 청소합니다 .

면도기 외부 면
도망이 뜨겁습니
다 .

면도기 외부 면도망이 손상되거나 변
형된다면 교체하십시오 .
( 페이지 28-29 참조 )

냄새가 더욱 심
해집니다 .

이것은 면도 후 항상 청소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이전처럼 꼼꼼히 
면도되지 않습니
다 .

이것은 면도 후 항상 청소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면도기 외부 면도망 및 / 또는 내부 면
도날을 교체합니다 . 면도기 외부 면
도망 및 내부 면도날의 예상 수명 :
면도기 외부 면도망 : 약 1 년 
내부 면도날 : 약 2 년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

면도날이 제대로 부착되도록 하십시
오 .

외부 면도망 부분와 내부 면도날을 브
러시로 청소합니다 .

면도기 기능이 
멈춥니다 .

배터리의 수명이 거의 다했습니다 .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
합니다 .

PB014319 - ES-SL10韩国向说明书_KO_12-29-16.indd   30 2016/12/29   9:41:45



31

한
글

사양

모델 번호 ES-SL10

전원
LR6 (AA 알카라인 배터리 ) × 2

( 별도 판매 )
본 제품은 가정용입니다 .

MSIP-REM-PWa-ES-SL10
상호명： Panasonic Wanbao Appliances Beauty and 

Living (Guangzhou) Co., Ltd.
제품명：면도기

모델명：ES-SL10
제조자： Panasonic Wanbao Appliances Beauty and 

Living (Guangzhou) Co., Ltd.
제조시기：제품내 별도 표시

Mad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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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sonic Corporation
http://www.panas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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