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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Your Dent4U

Dent4U has been carefully designed to offer you 

and your family a new and unique toothbrushing 
칫 솔 질

experience that  is both safe and effective. 
관계대명사

Remember, however, when using electric products 

of any kind, you should always follow safety 

precautions. Read the following user manual 
예 방 조 치

carefully before use.

Important

1. Stop using this product if it appears damaged in 
d a m a g i n g ( X )

any way.

  

2. It is necessary to replace the brush head with a 

new one every  three months, or sooner, if you see 

signs of wear.
마 모

3. Stop using this product and contact a dentist if 

you experience  pain.

4.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use by children 

under age  three. Keep this device out of the reach 

of young children.

Your Dent4U (Fig. 1)

  A. Replaceable brush head 

  B. Battery indicator

  C. Power on/off button

  D. Battery compartment cap

  E. Two AA 1.5–volt batteries

Dent4U를 사용하는 방법

Dent4U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롭고 독특한 칫솔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전자 제품이든지 사용할 때는 

언제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 하십

시오. 사용 전 다음의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

으십시오.

주요 사항

1. 제품에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사용을 중단하십

시오.

2.칫솔모를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시고, 마모된 

경우에는 더 빨리 교체하십시오.

3.통증이 느껴지면 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의

사와 상의하십시오.

4.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적

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

관하십시오.

여러분의 Dent4U 

A. 교체용 칫솔모

B. 배터리 알림 표시등

C. 전원 버튼

D. 배터리 커버

E. 1.5볼트 AA 건전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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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Started

1. Remove the battery compartment cap from the 

handle. (Fig. 2)
손 잡 이

  

2. Insert two AA 1.5-volt batteries into the handle. 

(Fig. 3)

3. Push the battery compartment cap back onto the 

handle. (Fig. 4)

  

4. Attach the brush head to the handle. (Fig. 5)

Using Your Dent4U

1. Wet the bristles and apply toothpaste.
칫 솔 모 . .

  

2. Place the toothbrush against the teeth.

  

3. Hold the handle and turn on the Dent4U. 

Gently move the brush head across the teeth back 

and forth. Continue this  motion throughout your 

two-minute brushing cycle.

  

4. For effective use, it is important to apply only light 

pressure and let the toothbrush do  the brushing for 
to do (X)

you. Do not scrub.
문 지 르 다

  

5. After you have completed the two-minute 

brushing cycle, you can spend more time brushing 
양 치 질

the chewing surfaces of your teeth and your tongue.

사용 전 준비

1.손잡이에 있는 배터리 커버를 분리하십시오.

2. 1.5볼트 AA 건전지 2개를 손잡이에 넣으십시오.

3.배터리 커버를 손잡이에 밀어 넣어 닫으십시오.

4. 칫솔모를 손잡이에 부착하십시오. 

사용 방법

1. 칫솔모를 물에 적신 후 치약을 바르세요.

2. 칫솔을 치아에 닿게 놓으십시오.

3. 손잡이를 잡고 Dent4U의 전원을 켜십시오. 

칫솔의 머리 부분을 치아의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

이십시오. 이 동작을 양치질하는 2분 동안 계속하

십시오.

4.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약간의 힘만 주어 칫솔이 

양치를 하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지르지 마

십시오.

5. 2분간의 양치질이 끝난 후에는 치아의 씹는 표

면과 혀를 추가로 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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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s

1. Smartimer: After working for two minutes, the 

Smartimer automatically turns off your toothbrush. 

To pause or stop brushing /during your two-minute 
w h i l e ( X ) minutes (X)

cycle, press the power button.

  

2. Battery indicator (Fig. 6): The battery indicator 

shows you the amount of power left  in the 
leaving (X)

batteries. 

The green light indicates you have at least 16 two-
나 타 내 다

minute brushings available. The red light indicates 

/ there are fewer than 16 brushings available.
is (X)

Cleaning

Do not place brush heads or the handle in a 

dishwasher.

  

1. Rinse the brush head and bristles after each use. 
헹 구 다 . . 솔 . . . .

Let the brush head air  dry. (Fig. 7)
to air (X)

2. Remove the brush head once a week and clean 

the connection between the brush head and the 

handle. (Fig. 8)

3. It is recommended to  clean the handle regularly 
진주어 자주, 주기적으로

with mild soap and a wet cloth. (Fig. 9)
순 한

특별 기능  

1.스마트타이머: 스마트타이머는 2분 동안 작동한 

후에 자동으로 칫솔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그 전에 칫솔질을 잠시 그치거나 멈추고 싶다면 전

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2. 배터리 알림 표시등: 배터리 알림 표시등은 남아 

있는 배터리의 양을 알려줍니다. 

녹색등은 2분간의 칫솔질이 16회 이상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적색등은 16회 미만의 칫솔질이 가능

하다는 표시입니다.

청소

칫솔모나 손잡이를 식기 세척기로 세척하지 마십시

오.

1.매 사용 후에는 칫솔모와 솔을 물로 헹구십시오. 

칫솔모를 자연 건조하십시오.

2.매주 1회 손잡이에서 칫솔모를 분리하여 칫솔모

와 손잡이의 연결 부위를 청소하십시오.

3. 손잡이를 순한 비누와 젖은 천을 이용하여 주기

적으로 닦아 줄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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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If you are not going to use the toothbrush for a month 

or longer, remove the batteries, clean the appliance, 
기 기 . . .

and store it in a cool and dry place.

Disposal

In the interest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at the 

end of its life, please do not dispose of the item with 

normal household waste. 

• in the interest(s) of something :…을 위해서; …을 전진시

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Send it to the Dent4U Service Center or drop it off 

at any appropriate collection point for recycling. 

(Fig. 10)

Customer Service Inform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after reading this 
some (X)

manual,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 Customer Service Center : 1344-5677

- Internet information : www.4UDent4U.com

보관

칫솔을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터리를 제

거하고 기기를 청소한 후에 건냉한 장소에 보관하

십시오.

 

처리

환경보호를 위해 수명이 다된 제품은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Dent4U 고객 서비스 센터로 보내시거나 적절한 

재활용 수거 장소에 버리십시오.

고객 서비스 정보

 

사용설명서를 읽고 난 후 질문이 있으면, 고객 서비

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센터 : 1344-5677

-인터넷 정보 : www.4Udent4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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