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캧풤맻삠
®
THE INHOUSE MOVEMENT

2009

CERAMILL MOTION – 수년에 걸쳐
이어진 성공 신화

2022

Ceramill Motion의 성공 신화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

2012년에 등장한 2세대 머신은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보철

Ceramill Motion 3는 최신 세대의 머신입니다.

면서 치과기공사의 역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식 가공)이었으며 "In-House Movement"의 중추였습니다. 이

든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성과 품질면에

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치과기공소에 CAD/CAM이 도입되

치과용 CAD/CAM 분야의 선구자로서 당사는 시장에 출시된 최
초의 완제품인 Ceramill Motion 1과 함께 디지털 치과기술 개
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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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적응증을 자랑하는 최초의 소형 하이브리드 밀링 유닛(건식/습
로써 산업 제조 센터에 내줬다고만 여겼던 수익과 가치 창출의
구조가 다시 치과기공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시장의 추세는 극적으로 바뀌고 치과 CAD/CAM 분야의
시장 리더이자 혁신가인 Amann Girrbach가 일약 부상합니다.

Motion 시리즈의 성공 신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디지털화의 모
서 치과기공소에 크게 기여합니다. 동시에 Ceramill Motion 3
는 디지털 인프라의 처리를 단순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
을 줄입니다.

안정성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Ceramill Motion 3로 세계에서 가장 지능적인 5축 하이브리드 머신을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할 수

니스에만 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Ceramill Motion 3의 밀링툴과 블랭크 홀더에는

로우를 현실로 만듭니다. 아울러 재료와 보철 적응증의 최대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한편으로는 디지

니다.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 주기에 대해 알려주는 자동 알림 기능은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장비의

있습니다. 밀링 기계는 단일 머신으로 습식/건식 처리를 실행하는 것은 물론 종단 간 디지털 워크플

털 기능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치과기공소의 인프라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AG.Live 플랫폼과의 연결로 언제 어디서나 Ceramill Motion 3에 접속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문

RFID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공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밀링툴과 소모성 재료 등의 취급이 간단해집
수명을 연장하므로 작업자는 정말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카빙 모드, UHD 조각 모드, 티타
늄 환봉의 회전 밀링 등 혁신적 가공 전략은 시스템의 다양한 활용성에 방점을 찍습니다.

을 접수하고 생산 및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즈니스 프
로세스의 효율성을 훨씬 더 극대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분석 도구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

다.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가이드형 CAD/CAM 가공 생산과 유지 보수 기능으로 핵심 비즈

디지털 치과 기술의
미래를 향해

 언제 어디서나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5x 하이브리드 머신에 접속 가능
 가이드형 CAD/CAM 가공 생산 및 유지관리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
 워크플로우 자동 분석 및 최적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용성과 처리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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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LIVE - 스마트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사용 운영과 기계 관리의 새로운 편안함
Ceramill Motion 3와 Ceramill Matik은 사용자에게 디지털 세계로 가는 관문입니다.

CAD/CAM 사용 시 사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요소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필수 요소에 집중 - 사용자 친화성

AG.LIVE 포털 - 가공에 대한 최신 정보 유지

포트폴리오와 리소스의 지능적 관리 –
AG.LIVE ANALYSIS와 E-STORE

친화성 관련 분야입니다. 이전에는 사용자가 작동 지침, 정비 매뉴

서 사용 기계의 상태, 유지 보수 관리 현황 또는 단순히 기계에 대

시장의 유일무이 – eShop과 연결된 AG.Live는 백그라운드에서 생

은 주문 개요를 제공하고 배송 시간을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고객의

다. 예를 들어, 보철 적응증 및 밀링 도구 관련 재료 소모량 평가와

사용자와 머신의 상호 작용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사용자

얼, 그 외 필요 문서를 직접 참조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수 작동, 서
비스, 취급 및 유지보수 단계를 그림과 영상으로 화면에서 편리하
게 확인하고 단계별로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메뉴

내비게이션은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각종 보조 기술(예: 밀링툴 및

재료 홀더용 RFID)로 지원하여 제조 프로세스에서 최대 수준의 안
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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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추적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따라
한 정보 보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후 포털
요구에 최적으로 대응하는 추가 옵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바로 주문이 가능한 온라인 몰에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살펴보기

가이드형 워크플로우

_청소/유지 보수 일정 안내

_밀링 머신 사용

_서비스/유지 보수

_문서화

_신속 서비스

재고 관리

가공 현황 확인

_재료/밀링툴 관리

_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접근성

AG.LIVE – 최대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디지털 환경

_소모성 재료 관련 주문

비즈니스 리포트
생산 분석:

_가공 보철 적응증
_사용 재료

_제작 마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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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5축 하
이브리드 머신에 접속 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RFID 기술을 활용한 사
용자 친화성 및 공정 안정성 극대화

 AG.Live의 스마트한 분석 기능으로 최적의 가
공능력/재료 리소스 관리

 혁신적인 자유 가공 기술(C-Clamp)로 최고 품
질의 풀-아치 임플란트 보철물 완전 자동 제작

#DigitalPaceForDental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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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Live – 디지털 인터페이스
디지털 환경으로 가는 관문
다이렉트 유저 인터페이스 10"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유닛
편안함을 극대화하는 직관적 작동

자동 보정 - 품질 보증과 동일한 효과
영구적으로 최상의 가공 보철물 품질을 유지하는
자동 보정

RFID 툴과 재료 홀더 - 리소스 관리자
최대의 공정 신뢰성과 최적 관리를 위한 RFID 컨셉

내부 HD 카메라 – 전체 보기
생산 공정 원격 모니터링용 카메라

RFID

최대

캧풤맻삠

60%
연삭

연삭 시
시간 절감

밀링

드릴링

카빙

미세 조각
가공

사용 가능
Ti 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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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 – 파워와 덴탈 지능의 만남
특허 받은 카빙 모드 - 글라스 세라믹과 하이브리드 세라믹 가공 시 약 60%까지 시간을 절감합니다. 특수 연삭 기술이 불필요한 재료 영역을 완전히 제거
하므로 블록을 실제 형상까지 연삭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치과용 CAD/CAM 분야에서 유례가 없는 이 프로세스는 시간을 크게 절감하고 스핀들 2
개로 가공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크라운당 약 15분).

병렬 연삭

사분면 연삭
카빙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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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체 재료/적응증에 적용 가능한 고정밀 CAD/CAM
HD 품질의 밀링:

고정밀 (초)고주파 스핀들, 세심하게 개발된 밀링 전략, 초소형 "HD 밀링툴"의 상호 작용으로 밀링 가능한 Ceramill CAD/CAM 재료 전체를 새로운 기준
의 지평선을 여는 품질 수준으로 가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_최고의 심미성을 위한 최대한의 디테일

_수복물의 준비 및 후가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섬세한 구조
ready

CERAMILL HD
일반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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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모드

High definition
milling/grinding

UHD 정밀 가공 - 자연 그대로의 심미성
최적의 밀링 전략을 채택한 밀링 머신과 특별히 개발된 홀더(C-Clamp)의 안정성으로 전치/구치 수복물의 완벽한 디테일링을 보장합니다.
CAD/CAM 제작 중 미세 구조, 예를 들어 섬세한 전치 수복물을 얻기 위해 재료 블랭크를 수직으로 가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공 후 시간 소모성 재작업과 연결부 주위 매우 심미적인 영역의 연마 작업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C-CLAMP – 디테일 가공

치아 주변부 최고의 디테일 가공성
_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디자인된 보철물의 CAD/CAM 디테일을 살려 재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절감

_치아 표면에서도 완벽한 심미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안정적인 홀더, 안정적인 기계 설정, 검증을 마친 밀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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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GENERATION.
파워 + 덴탈 지능 = 최고 성능

모든 기본 구성 요소, 특히 자체 개발된 새로운 제어 장치 덕

분에 밀링 머신을 치과 기술의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세심하

게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프로파일
은 치과 재료의 기계적 특성에 정확하게 맞춘 정밀도, 속도 및
CAM 프로세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를 "Ceramill DNA"
라 합니다.

ceramill
ce
era
r miill dna
a
하드웨어

더욱 강력하며, 고품질의 설계 구조
(드라이브, 스핀들 등)

제어

100% IN-HOUSE를 목표로 "지
능적 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어 기술

프로세스

최적의 하드웨어 및 제어 통합으로
밀링 전략의 효율화

시간 절감

밀링/연삭 시 최대 60% 절감

오스트리아에서 엔지니어링, 생산, 테스트
당사의 Ceramill 유닛은 100 % 자체 제조하며, 오스트리아의 Amann Girrbach 본사에서 독점적으
로 생산합니다.

킟싗왗켳탬

CNC 기술에 대한 수십 년의 경험과 CAD/CAM 분야의 상당한 개발 능력에 힘입어 당사는 밀링 머신
을 처음부터 개발하고 현장에서 제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ade in Aust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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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Amann Girrbach Italia srl
Verona, Italy | +39 045 9813970
europe@amanngirrbach.com
FRANCE
Amann Girrbach France SAS
Jossigny, France | +33 1 799 722 58
france@amanngirrbach.com
NORTH AMERICA
Amann Girrbach North America, LP
Charlotte, NC, U.S.A. | +1 704 837 1404
america@amanngirrbach.com
BRAZIL
Amann Girrbach Brasil LTDA
Curitiba, Brazil | +55 41 3052 3400
brazil@amanngirrbach.com
ASIA
Amann Girrbach Asia PTE LTD.
Singapore, Asia | +65 6592 5190
singapore@amanngirrbach.com
CHINA
Amann Girrbach China Co., Ltd.
Beijing, China | +86 10 8886 6064
china@amanngirrbach.com
JAPAN
Amann Girrbach Asia Japan
Kyoto, Japan | +81 75 283 1239
KOREA
Amann Girrbach Korea
Seoul, South Korea | +82 10 2284 5437
korea@amanngirrbach.com

WWW.AMANNGIRRBACH.COM

hellblau.com

900125 KO

GERMANY
Amann Girrbach GmbH
Pforzheim, Germany | +49 7231 957-100
germany@amanngirrbach.com

현지 등록 여부에 따라 제품의 재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USTRIA (본사)
Amann Girrbach AG
Koblach, Austria | +43 5523 62333-105
austria@amanngirrba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