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A-dec 레버 풋 컨트롤
개요

핸드피스 활성화 및 작동

풋 컨트롤은 핸드피스로 주입되는 드라이브 에어를 조절하고 공기 냉각제
및 냉각수 유입을 활성화하는 에어 시그널을 제공합니다.

핸드피스를 사용하려면 홀더에서 들어 올리거나 휩을 앞으로 당깁니다.
풋 컨트롤을 사용하여 원하는 핸드피스 작동을 수행합니다.

액세서리/칩 블로어 스위치는 액세서리 기능 또는 칩 블로어를
활성화합니다. 칩 블로어는 핸드피스 드릴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핸드피스를 통해 공기를 분사합니다. 액세서리 기능은 사용하는 통합
액세서리 장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A-dec 공식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액세서리/
칩 블로어 스위치

작동

절차

물 냉각제가 있는 핸드피스를
작동합니다.

레버를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더
멀리 움직여 속도를 높입니다.

물 냉각제가 없는 핸드피스를
작동합니다.

레버를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더
멀리 움직여 속도를 높입니다.

옵션 액세서리 또는 칩
블로어를 작동합니다.

액세서리/칩 블로어 스위치를
누릅니다.*

구강 내 카메라를 작동합니다.

레버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 통합 A-dec 액세서리의 작동 또는 구성에 대한 질문 사항은 A-dec 공인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
(습식)

속도 +
(건식)

참고 레버 풋 컨트롤 기능은 기술자가 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왼쪽 방향을 건식, 오른쪽 방향을 습식으로 변경).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A-dec 공식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핸드피스 조정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딜리버리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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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보증
보증 정보는 문서 라이브러리(www.a-dec.com)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사양 및 보증 책자(p/n 86.0221.09)에 나와 있습니다.

A-dec 본사
2601 Crestview Drive
Newberg, OR 97132
미국
전화: 1.800.547.1883(미국/캐나다 지역)
전화: 1.503.538.7478(미국/캐나다 외 지역)
팩스: 1.503.538.0276
www.a-dec.com

A-dec 호주

A-dec 중국

Unit 8
5-9 Ricketty Street
Mascot, NSW 2020
호주
전화: 1.800.225.010(호주 지역)
전화: +61 (0)2 8332 4000(호주 외 지역)

A-dec (Hangzhou) Dental Equipment Co., Ltd.
528 Shunfeng Road
Qianjiang Economic Development Zone
Hangzhou 311106
Zhejiang, China
전화 : +1.503.538.7478

A-dec 영국

Austin House, 11 Liberty Way
Nuneaton, Warwickshire CV11 6RZ
영국
전화: 0800 ADECUK(233285)(영국 지역)전
화: +44 (0) 24 7635 0901(영국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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