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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유자격자
사용목적：치과영역의 치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안전상의 주의를 잘 읽어주시고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위험사항의 설명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시어 사용자나 다른 분들 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해나 손해의 크기와 상태를 종류 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안전에 관한 것이오니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사용하시기 전에 이 취급설명서를 읽고, 각부의 기능을 잘 이해하시고 나서 사용을 
개시하십시오. 이 취급설명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환자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여 사용 시 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의료기기의 조작, 보수점검의 관리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개조�분해를 하지 마십시오.
�낙하 등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절삭 시에는 안전, 건강을 위하여 보호안경, 마스크등을 착용하십시오.
�사용 중 조금이라고 이상을 느끼시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시고 판매점에 연락해 

주십시오.
�산화전위수（강산성수, 초산성수）혹은 멸균 액으로 세정, 침적, 닦아냄은 행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미 멸균품 입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멸균해주십시오.
�기기 및 부품은 반드시 정기점검을 행해주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기가 

제대로 또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 중 만일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의 세트를 마련하실 것을 권합니다.

＂심한 인신장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도의 인신장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장이나 성능저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 사양이나 성능에 

관하여 아셔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1 장착
1)핸드피스를 모터에 반듯하게 꽂아 넣습니다.
2)삽입 후는 핸드피스를 밀고 당겨서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4-2 분리
모터 앞부분과 핸드피스 뒷부분을 잡고 반듯하게 
뽑습니다.

사용 하시기 전에, 핸드피스를 모터에 장착한 상태로 환자의 구강 밖에서 회전 시켜 점검 
해 주십시오. 점검 시, 혹은 사용 시에 진동, 소리, 발열 등의 이상을 느끼시면 사용을 
중지 하고 판매점에 연락 해 주십시오.

1)주수 튜브를 주수 노즐로 꽂아 넣습니다.
2)주수 튜브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 합니다. 
3)튜브의 또 한쪽을 콘트라 앵글 피스 혹은 

스트레이트 앵글 피스의 노즐 클램프로 꽂아 
넣습니다.

환자의 치료 종료마다 다음과 같은 손질을 행합니다.

8-1 청소
1)표면의 이물질을 브러쉬（금속제는 불가）등으로 제거합니다.
2)소독용 알코올을 면봉에 적셔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1)정 회전 시킬 때에는 정역 전환 링을 F측으로 돌립니다 (그림4). 
2)역 회전 시킬 때에는 정역 전환 링을 R측으로 돌립니다 (그림5).
3)회전을 임시적으로 정지 시킬 때에는 정역 전환 링을 F와R의 중간으로 합니다 (그림6).

8-2 주유
■PANA SPRAY Plus를 이용한 주유

각 환자의 치료 후 혹은 오토클레이브 멸균 전에 하기와 같이 주유를 해 주십시오.
1)모터를 호스에서 분리 합니다.
2)PANA SPRAY Plus의 노즐 부분에 노즐 칩을 장착 합니다 (그림7).
3)노즐 칩을 그림8의 급기구 로 꽂아 넣고 모터를 단단히 잡으면서 배기부에서 

오일이 나올 때까지 2 - 3초 분사 합니다.

EN13060에 지시되는 클래스B멸균기의 사용을 권합니다.

�약액이 부착된 기구와 함께 오토클레이브 멸균을 하시면 표면이 변색되거나 
내부부품에 영향을 줍니다. 오토클레이브 멸균기 안에는 약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보관하실 경우는 기압, 온도, 습도, 통기성, 햇빛, 먼지, 염분, 유황분을 포함된 
공기등으로 인하여 악영향이 생길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주십시오.

�급 가열, 급 냉각을 시행하는 오토클레이브 멸균은 하지 마십시오.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부품이 열화합니다.

�건조공정을 하는 데 있어 135℃를 넘을 경우에는 건조공정을 생략해주십시오.
�본 제품에 대하여는 오토클레이브 이외의 멸균방법에 대한 효과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균 직후는 고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 시조심하십시오.

■터빈 오일 주유
1)모터를 호스에서 분리 합니다.
2)그림8의 급기구 로 터빈 오일을 1 - 2방울 주유 합니다. 
3)모터에 호스를 장착 하고 모터를 약 10초간 회전 시킵니다. 

8-3 멸균
본 제품은 오토클레이브 멸균으로 멸균 해 주십시오. 환자의 치료 종료 마다, 
핸드피스를 분리 하여 다음과 같이 멸균을 실시 해 주십시오.
1)멸균 팩에 넣어 봉인합니다.
2)오토클레이브멸균을 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오토클레이브 멸균을 행할 수 

있습니다.
121℃로20분 이상, 132℃로는15분 이상 혹은 134℃로 3분 이상.

3)사용하실 때까지 멸균 팩에 넣은 채 청결한 상태로 유지가능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본제품의 정기점검은 하기의 점검표에 따라 3개월마다 행해주십시오. 점검항목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판매점까지 연락해주십시오.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거쳐 보급된 것이지만 보증기간 내에 고객님께서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당사보증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사용상의 잘못이나 잘못된 수리나 개조로 인한 고장 및 손상에 대하여는 보증기간 내 
에서도 유상수리로 진행됩니다. 
보수부품에 대한 당사의 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중지부터 7년입니다. 이 기간을 수리 
가능 기간으로 합니다.

폐기시 작업자 건강상의 리스크 폐기물을 원인으로 한 환경오염의 리스크를 면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감염성 폐기물은 의사, 혹은 치과의사가 비감염상태임을 확인하여 
각국의 법령에 따라 처분해주십시오. 불명한 점은 구입하신 판매점에 연락해주십시오.

4-1 장착
1)핸드피스를 모터에 반듯하게 접속 시킵니다.
2)삽입 후는 핸드피스를 밀고 당겨서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4-2 분리
모터 앞부분과 핸드피스 뒷부분을 잡고 반듯하게
분리 시킵니다.

주 의
�사용하시기 전에 이 취급설명서를 정독하여, 각부의 기능을 잘 이해하신 후에 

사용을 해 주십시오. 이 취급설명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환자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여 사용 시 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의료기기의 조작, 보수점검의 관리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개조�분해를 하지 마십시오.
�낙하 등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절삭 시에는 안전, 건강을 위하여 보호안경, 마스크등을 착용하십시오.
�사용 중 조금이라고 이상을 느끼시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고 판매점에 연락해 

주십시오.
�산화전위수（강산성수, 초산성수）혹은 멸균 액으로 세정, 침적, 닦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십시오.
�본 제품은 미 멸균품 입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멸균해주십시오.
�기기 및 부품은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기가 

제대로 또한 안전하게 작동하는 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 중 만일의 고장에 대비하여 여분의 세트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1. 사용자・사용목적
사 용 자：유자격자
사용목적：에어터빈, 기름터빈, 전동기 등을 이용 한 치과엔진 치과영역의 치료

2. 안전상의 주의, 위험사항의 표기에 대하여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안전상의 주의를 숙지하여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위험사항의 설명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사용자나 주변분들의 위해나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해나 손해의 심각도와 상태를 종류 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에 관한 것이오니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N-605 (148X65mm)PANTONE 432 C

주 의

알 림

경 고

주의구분 위해나 손해의 심각도

＂심각한 신체장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도의 신체장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장이나 성능저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지켜야 할 내용, 사양이나 

성능에 관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전

점검항목 점검내용

모터를 회전 시켜, 진동, 소리, 발열 등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해 주십시오. 

3. 공급압력의 설정

경 고
공급압력은 사양서에 기재된 적정압력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 의
사용하시는 에어는 먼지, 물, 오일등이 혼입하지 
않는 깨끗한 에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 의
�핸드피스 착탈은 모터 회전이 완전히 정지 하고 나서 실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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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압력을 커플링측에서 측정하여 사양서에 
기재된 적정압력으로 설정합니다（그림1）.
※멀티게이지는 별매품 일람을 참조해 주십시오.

8. 치료 후의 손질

�모터를 단단히 잡아 주십시오. 분사 압력으로 인하여 모터가 튀어 나올 염려가 
있습니다.

�PANA SPRAY Plus를 거꾸로 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알 림
EN13060에 지시되는 클래스B멸균기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주 의
�약액이 부착된 기구와 함께 오토클레이브 멸균을 하시면 표면이 변색되거나 

내부부품에 영향을 줍니다. 오토클레이브 멸균기 안에는 약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보관하실 경우는 기압, 온도, 습도, 통기성, 햇빛, 먼지, 염분, 유황분을 포함된 
공기등으로 인하여 악영향이 생길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주십시오.

�급 가열, 급 냉각을 시행하는 오토클레이브 멸균은 삼가해 주십시오.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부품이 열화합니다.

�건조공정을 하는 데 있어 135℃를 넘을 경우에는 건조공정을 생략해주십시오.
�본 제품에 대하여는 오토클레이브 이외의 멸균방법에 대한 효과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균 직후는 고온상태 이기 때문에 접촉에 주의해 주십시오.

환자의 치료 종료시 마다 다음과 같은 메인터넌스를 실시합니다.

8-1 클리닝
1)표면의 이물질을 브러쉬（금속제는 불가）등으로 제거합니다.
2)소독용 알코올을 면봉에 적셔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본 제품은 엄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거쳐 판매된 것이지만 보증기간 내에 고객님께서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당사의 보증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사용상의 문제나 잘못된 수리나 개조로 인한 고장 및 손상에 대하여는 보증기간 내 에서도 
유상수리로 진행됩니다. 
보수부품에 대한 당사의 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중지로부터 7년입니다. 이 기간을 수리 
가능 기간으로 합니다.

11. 심볼 마크

9. 정기점검

12. 보증에 대하여

13. 별매품 일람

폐기시 작업자 건강상의 리스크 폐기물을 원인으로 한 환경오염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감염성 폐기물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비감염상태임을 확인하여 
각국의 법령에 따라 처분해주십시오. 불명확한 점은 구입하신 판매점에 연락해주십시오.

14. 제품폐기

본제품의 정기점검은 하기의 점검표에 따라 3개월마다 실시해주십시오. 점검항목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판매점에 연락해주십시오.

10. 사양

8-2 주유
■PANA SPRAY Plus를 이용한 주유

각 환자의 치료 후 혹은 오토클레이브 멸균 전에 하기와 같이 주유를 해 주십시오.
1)모터를 호스에서 분리 합니다.
2)PANA SPRAY Plus의 노즐 부분에 노즐 칩을 장착 합니다 (그림7).
3)노즐 칩을 그림8의 Exhaust Pipe 에 삽입하여 모터를 단단히 잡으면서 배기부에서

오일이 나올 때까지 2 - 3초 분사 합니다.

■터빈 오일 주유
1)모터를 호스에서 분리 합니다.
2)그림8의 급기구 로 터빈 오일을 1 - 2방울 주유 합니다.
3)모터에 호스를 장착 하고 모터를 약 10초간 회전 시킵니다.

8-3 멸균
본 제품은 오토클레이브 멸균으로 멸균 해 주십시오. 환자의 치료 종료 시 마다,
핸드피스를 분리 하여 다음과 같이 멸균을 실시 해 주십시오.
1)멸균 팩에 넣어 봉인합니다.
2)오토클레이브멸균을 실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오토클레이브 멸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21℃로20분 이상, 132℃로는15분 이상 혹은 134℃로 3분 이상.

3)사용하실 때까지 멸균 팩에 넣은 채 청결한 상태로 유지가능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4. 핸드피스의 착탈

사용 하시기 전에, 핸드피스를 모터에 장착한 상태로 환자의 구강 밖에서 회전 시켜 점검 
해 주십시오. 점검 시, 또는 사용 시에 진동, 소리, 발열 등의 이상을 느껴지면 사용을 
중지 하고 판매점에 연락 해 주십시오.

5. 사용 전 점검

1)주수 튜브를 주수 노즐에 접속시킵니다.
2)주수 튜브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 합니다.
3)튜브의 반대쪽을 콘트라 앵글 핸드피스 또는

스트레이트 앵글 핸드피스의 노즐 클램프에 접속
시킵니다.

6. 주수 준비 (FX205 M4/FX205 B2)

1)정방향으로 회전 시킬 때에는 FWD/REV Change Ring을 F쪽으로 돌립니다 (그림4).
2)역방향 회전 시킬 때에는 정역 FWD/REV Change Ring을 R쪽으로 돌립니다 (그림5).
3)회전을 임시적으로 정지 시킬 때에는 FWD/REV Change Ring을 F와R의 중간으로

합니다 (그림6).

7. 회전 방향 전환

제품명

MG-4H 멀티 게이지

MG-2/3H 멀티 게이지

제품번호

Z109400

Z109200

대상형식

FX205 M4

FX205 B2

135℃까지의 온도로 오토그레이브 가능

형 식

호스 장착 방식

핸드피스 장착 방식

최고 회전 속도

정지 토크

공급 공기 압력

최대 공기 소비량

급수 압력

칩 에어 압력

냉각수 공급

냉각 공기 공급

주수 방식

사용 환경

수송�보관 환경

E Type ISO 3964

1.5N�cm 이상 (0.25MPa시)

0.20 - 0.25MPa (2.0 - 2.5kgf/cm2)

66NL/min미만 (0.25MPa시)

0.10 - 0.25MPa (1.0 - 2.5kgf/cm2)

50mL/min이상 (0.25MPa시)

외부 주수

온도：10-35℃ (결로 없을 것) 습도：30 - 75%

온도：-10 - 50℃ 습도：10 - 85% 기압：500 - 1,060hPa

FX205 M4

ISO 9168 Type2 (미드웨스트 4홀)

19,800-24,200 min-1 (0.25MPa시)

0.15 - 0.25MPa (1.5 - 2.5kgf/cm2)

1.5NL/min이상 (0.25MPa시)

FX205 B2

ISO 9168 Type1 (보덴 2홀)

22,500-27,500 min-1 (0.25MPa시)

－

－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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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급수압력
칩에어 압력

호 스

급기압력

배기압력

그림7 그림8

노즐 칩

모터

PANA SPRAY Plus

보덴2홀미드웨스트4홀

Air Supply PipeExhaust Pipe

그림2

모터핸드피스

그림3

주수 튜브

주수 노즐

그림4 그림5 그림6

FWD/REV Change Ring

사 용 자：유자격자
사용목적：치과영역의 치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안전상의 주의를 잘 읽어주시고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위험사항의 설명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시어 사용자나 다른 분들 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해나 손해의 크기와 상태를 종류 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안전에 관한 것이오니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사용하시기 전에 이 취급설명서를 읽고, 각부의 기능을 잘 이해하시고 나서 사용을 
개시하십시오. 이 취급설명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환자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여 사용 시 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의료기기의 조작, 보수점검의 관리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개조�분해를 하지 마십시오.
�낙하 등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절삭 시에는 안전, 건강을 위하여 보호안경, 마스크등을 착용하십시오.
�사용 중 조금이라고 이상을 느끼시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시고 판매점에 연락해 

주십시오.
�산화전위수（강산성수, 초산성수）혹은 멸균 액으로 세정, 침적, 닦아냄은 행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미 멸균품 입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멸균해주십시오.
�기기 및 부품은 반드시 정기점검을 행해주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기가 

제대로 또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 중 만일의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의 세트를 마련하실 것을 권합니다.

＂심한 인신장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도의 인신장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장이나 성능저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지켜야 할 것, 사양이나 성능에 

관하여 아셔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1 장착
1)핸드피스를 모터에 반듯하게 꽂아 넣습니다.
2)삽입 후는 핸드피스를 밀고 당겨서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4-2 분리
모터 앞부분과 핸드피스 뒷부분을 잡고 반듯하게 
뽑습니다.

사용 하시기 전에, 핸드피스를 모터에 장착한 상태로 환자의 구강 밖에서 회전 시켜 점검 
해 주십시오. 점검 시, 혹은 사용 시에 진동, 소리, 발열 등의 이상을 느끼시면 사용을 
중지 하고 판매점에 연락 해 주십시오.

1)주수 튜브를 주수 노즐로 꽂아 넣습니다.
2)주수 튜브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 합니다. 
3)튜브의 또 한쪽을 콘트라 앵글 피스 혹은 

스트레이트 앵글 피스의 노즐 클램프로 꽂아 
넣습니다.

환자의 치료 종료마다 다음과 같은 손질을 행합니다.

8-1 청소
1)표면의 이물질을 브러쉬（금속제는 불가）등으로 제거합니다.
2)소독용 알코올을 면봉에 적셔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1)정 회전 시킬 때에는 정역 전환 링을 F측으로 돌립니다 (그림4). 
2)역 회전 시킬 때에는 정역 전환 링을 R측으로 돌립니다 (그림5).
3)회전을 임시적으로 정지 시킬 때에는 정역 전환 링을 F와R의 중간으로 합니다 (그림6).

8-2 주유
■PANA SPRAY Plus를 이용한 주유

각 환자의 치료 후 혹은 오토클레이브 멸균 전에 하기와 같이 주유를 해 주십시오.
1)모터를 호스에서 분리 합니다.
2)PANA SPRAY Plus의 노즐 부분에 노즐 칩을 장착 합니다 (그림7).
3)노즐 칩을 그림8의 급기구 로 꽂아 넣고 모터를 단단히 잡으면서 배기부에서 

오일이 나올 때까지 2 - 3초 분사 합니다.

EN13060에 지시되는 클래스B멸균기의 사용을 권합니다.

�약액이 부착된 기구와 함께 오토클레이브 멸균을 하시면 표면이 변색되거나 
내부부품에 영향을 줍니다. 오토클레이브 멸균기 안에는 약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보관하실 경우는 기압, 온도, 습도, 통기성, 햇빛, 먼지, 염분, 유황분을 포함된 
공기등으로 인하여 악영향이 생길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주십시오.

�급 가열, 급 냉각을 시행하는 오토클레이브 멸균은 하지 마십시오.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부품이 열화합니다.

�건조공정을 하는 데 있어 135℃를 넘을 경우에는 건조공정을 생략해주십시오.
�본 제품에 대하여는 오토클레이브 이외의 멸균방법에 대한 효과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균 직후는 고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 시조심하십시오.

■터빈 오일 주유
1)모터를 호스에서 분리 합니다.
2)그림8의 급기구 로 터빈 오일을 1 - 2방울 주유 합니다. 
3)모터에 호스를 장착 하고 모터를 약 10초간 회전 시킵니다. 

8-3 멸균
본 제품은 오토클레이브 멸균으로 멸균 해 주십시오. 환자의 치료 종료 마다, 
핸드피스를 분리 하여 다음과 같이 멸균을 실시 해 주십시오.
1)멸균 팩에 넣어 봉인합니다.
2)오토클레이브멸균을 행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오토클레이브 멸균을 행할 수 

있습니다.
121℃로20분 이상, 132℃로는15분 이상 혹은 134℃로 3분 이상.

3)사용하실 때까지 멸균 팩에 넣은 채 청결한 상태로 유지가능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본제품의 정기점검은 하기의 점검표에 따라 3개월마다 행해주십시오. 점검항목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판매점까지 연락해주십시오.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거쳐 보급된 것이지만 보증기간 내에 고객님께서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당사보증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사용상의 잘못이나 잘못된 수리나 개조로 인한 고장 및 손상에 대하여는 보증기간 내 
에서도 유상수리로 진행됩니다. 
보수부품에 대한 당사의 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중지부터 7년입니다. 이 기간을 수리 
가능 기간으로 합니다.

폐기시 작업자 건강상의 리스크 폐기물을 원인으로 한 환경오염의 리스크를 면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감염성 폐기물은 의사, 혹은 치과의사가 비감염상태임을 확인하여 
각국의 법령에 따라 처분해주십시오. 불명한 점은 구입하신 판매점에 연락해주십시오.

4-1 장착
1)핸드피스를 모터에 반듯하게 접속 시킵니다.
2)삽입 후는 핸드피스를 밀고 당겨서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4-2 분리
모터 앞부분과 핸드피스 뒷부분을 잡고 반듯하게
분리 시킵니다.

주 의
�사용하시기 전에 이 취급설명서를 정독하여, 각부의 기능을 잘 이해하신 후에 

사용을 해 주십시오. 이 취급설명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환자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여 사용 시 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의료기기의 조작, 보수점검의 관리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취급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개조�분해를 하지 마십시오.
�낙하 등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절삭 시에는 안전, 건강을 위하여 보호안경, 마스크등을 착용하십시오.
�사용 중 조금이라고 이상을 느끼시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시고 판매점에 연락해 

주십시오.
�산화전위수（강산성수, 초산성수）혹은 멸균 액으로 세정, 침적, 닦는 행위를 삼가 

해 주십시오.
�본 제품은 미 멸균품 입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멸균해주십시오.
�기기 및 부품은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기가 

제대로 또한 안전하게 작동하는 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용 중 만일의 고장에 대비하여 여분의 세트를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1. 사용자・사용목적
사 용 자：유자격자
사용목적：에어터빈, 기름터빈, 전동기 등을 이용 한 치과엔진 치과영역의 치료

2. 안전상의 주의, 위험사항의 표기에 대하여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안전상의 주의를 숙지하여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위험사항의 설명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사용자나 주변분들의 위해나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해나 손해의 심각도와 상태를 종류 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에 관한 것이오니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N-605 (148X65mm)PANTONE 432 C

주 의

알 림

경 고

주의구분 위해나 손해의 심각도

＂심각한 신체장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도의 신체장해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장이나 성능저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지켜야 할 내용, 사양이나 

성능에 관하여 인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전

점검항목 점검내용

모터를 회전 시켜, 진동, 소리, 발열 등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해 주십시오. 

3. 공급압력의 설정

경 고
공급압력은 사양서에 기재된 적정압력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 의
사용하시는 에어는 먼지, 물, 오일등이 혼입하지 
않는 깨끗한 에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 의
�핸드피스 착탈은 모터 회전이 완전히 정지 하고 나서 실시 해 주십시오.

N-605 (148X65mm)PANTONE 432 C

공급압력을 커플링측에서 측정하여 사양서에 
기재된 적정압력으로 설정합니다（그림1）.
※멀티게이지는 별매품 일람을 참조해 주십시오.

8. 치료 후의 손질

�모터를 단단히 잡아 주십시오. 분사 압력으로 인하여 모터가 튀어 나올 염려가 
있습니다.

�PANA SPRAY Plus를 거꾸로 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알 림
EN13060에 지시되는 클래스B멸균기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주 의
�약액이 부착된 기구와 함께 오토클레이브 멸균을 하시면 표면이 변색되거나 

내부부품에 영향을 줍니다. 오토클레이브 멸균기 안에는 약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보관하실 경우는 기압, 온도, 습도, 통기성, 햇빛, 먼지, 염분, 유황분을 포함된 
공기등으로 인하여 악영향이 생길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주십시오.

�급 가열, 급 냉각을 시행하는 오토클레이브 멸균은 삼가해 주십시오.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부품이 열화합니다.

�건조공정을 하는 데 있어 135℃를 넘을 경우에는 건조공정을 생략해주십시오.
�본 제품에 대하여는 오토클레이브 이외의 멸균방법에 대한 효과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멸균 직후는 고온상태 이기 때문에 접촉에 주의해 주십시오.

환자의 치료 종료시 마다 다음과 같은 메인터넌스를 실시합니다.

8-1 클리닝
1)표면의 이물질을 브러쉬（금속제는 불가）등으로 제거합니다.
2)소독용 알코올을 면봉에 적셔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본 제품은 엄정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거쳐 판매된 것이지만 보증기간 내에 고객님께서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당사의 보증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사용상의 문제나 잘못된 수리나 개조로 인한 고장 및 손상에 대하여는 보증기간 내 에서도 
유상수리로 진행됩니다. 
보수부품에 대한 당사의 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중지로부터 7년입니다. 이 기간을 수리 
가능 기간으로 합니다.

11. 심볼 마크

9. 정기점검

12. 보증에 대하여

13. 별매품 일람

폐기시 작업자 건강상의 리스크 폐기물을 원인으로 한 환경오염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의 감염성 폐기물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비감염상태임을 확인하여 
각국의 법령에 따라 처분해주십시오. 불명확한 점은 구입하신 판매점에 연락해주십시오.

14. 제품폐기

본제품의 정기점검은 하기의 점검표에 따라 3개월마다 실시해주십시오. 점검항목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판매점에 연락해주십시오.

10. 사양

8-2 주유
■PANA SPRAY Plus를 이용한 주유

각 환자의 치료 후 혹은 오토클레이브 멸균 전에 하기와 같이 주유를 해 주십시오.
1)모터를 호스에서 분리 합니다.
2)PANA SPRAY Plus의 노즐 부분에 노즐 칩을 장착 합니다 (그림7).
3)노즐 칩을 그림8의 Exhaust Pipe 에 삽입하여 모터를 단단히 잡으면서 배기부에서

오일이 나올 때까지 2 - 3초 분사 합니다.

■터빈 오일 주유
1)모터를 호스에서 분리 합니다.
2)그림8의 급기구 로 터빈 오일을 1 - 2방울 주유 합니다.
3)모터에 호스를 장착 하고 모터를 약 10초간 회전 시킵니다.

8-3 멸균
본 제품은 오토클레이브 멸균으로 멸균 해 주십시오. 환자의 치료 종료 시 마다,
핸드피스를 분리 하여 다음과 같이 멸균을 실시 해 주십시오.
1)멸균 팩에 넣어 봉인합니다.
2)오토클레이브멸균을 실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오토클레이브 멸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21℃로20분 이상, 132℃로는15분 이상 혹은 134℃로 3분 이상.

3)사용하실 때까지 멸균 팩에 넣은 채 청결한 상태로 유지가능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4. 핸드피스의 착탈

사용 하시기 전에, 핸드피스를 모터에 장착한 상태로 환자의 구강 밖에서 회전 시켜 점검 
해 주십시오. 점검 시, 또는 사용 시에 진동, 소리, 발열 등의 이상을 느껴지면 사용을 
중지 하고 판매점에 연락 해 주십시오.

5. 사용 전 점검

1)주수 튜브를 주수 노즐에 접속시킵니다.
2)주수 튜브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 합니다.
3)튜브의 반대쪽을 콘트라 앵글 핸드피스 또는

스트레이트 앵글 핸드피스의 노즐 클램프에 접속
시킵니다.

6. 주수 준비 (FX205 M4/FX205 B2)

1)정방향으로 회전 시킬 때에는 FWD/REV Change Ring을 F쪽으로 돌립니다 (그림4).
2)역방향 회전 시킬 때에는 정역 FWD/REV Change Ring을 R쪽으로 돌립니다 (그림5).
3)회전을 임시적으로 정지 시킬 때에는 FWD/REV Change Ring을 F와R의 중간으로

합니다 (그림6).

7. 회전 방향 전환

제품명

MG-4H 멀티 게이지

MG-2/3H 멀티 게이지

제품번호

Z109400

Z109200

대상형식

FX205 M4

FX205 B2

135℃까지의 온도로 오토그레이브 가능

형 식

호스 장착 방식

핸드피스 장착 방식

최고 회전 속도

정지 토크

공급 공기 압력

최대 공기 소비량

급수 압력

칩 에어 압력

냉각수 공급

냉각 공기 공급

주수 방식

사용 환경

수송�보관 환경

E Type ISO 3964

1.5N�cm 이상 (0.25MPa시)

0.20 - 0.25MPa (2.0 - 2.5kgf/cm2)

66NL/min미만 (0.25MPa시)

0.10 - 0.25MPa (1.0 - 2.5kgf/cm2)

50mL/min이상 (0.25MPa시)

외부 주수

온도：10-35℃ (결로 없을 것) 습도：30 - 75%

온도：-10 - 50℃ 습도：10 - 85% 기압：500 - 1,060hPa

FX205 M4

ISO 9168 Type2 (미드웨스트 4홀)

19,800-24,200 min-1 (0.25MPa시)

0.15 - 0.25MPa (1.5 - 2.5kgf/cm2)

1.5NL/min이상 (0.25MPa시)

FX205 B2

ISO 9168 Type1 (보덴 2홀)

22,500-27,500 min-1 (0.25MPa시)

－

－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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