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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를 기회로.
여러분,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치과기공소에 CAD/CAM이 도입되면서
치과기공사의 직업 프로필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치과용 CAD/CAM 분야의 선구자로서 이러한 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고객이 이러한 발전이 주는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항상 힘썼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전 회사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최신 기술, 최상의 품질에 기반한 최고의 도구, 소모품,
워크플로우를 전 세계의 치과기공소에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치과 치료 과정은 파트너십과 디지털화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에 부응할 새로운 제품들이 이어지는
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과 치료의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따른 흥미로운 신제품들은 효율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여 일상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치과기공소와 치과병원의 네트워킹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Amann Girrbach는 우리의 Ceramill Direct Restoration
Solution(DRS)을 AG.Live 플랫폼과 결합하여 디지털 기술로
치과기공소와 치과 병원 사이의 분야적 틈새를 극복하고, 디지털
팀워크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솔루션을 구현할 때 항상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고려하는 것은
고객과 파트너가 누리게 될 이점입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화의
목표는 여러분이 디지털 인프라를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밀링기 Ceramill
Motion 3도 이러한 목표 설정에 부합하는 장치로서 사용자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복잡성을 줄이고 여러분이 실제 수복물 제작 과정을 뛰어 넘어
다양한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디지털화된 치과 분야의 미래, 조화와
협력에 기반한 사고, 모든 관계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미래.
우리는 이것을 위해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해 Amann Girrbach의 제품과
혁신 기술을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운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Wolfgang Reim
CEO, Amann Girrbach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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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2005 ~ 2022

여러분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당사의 과거를 알아야 합니다.

통합된 치과의
신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AG Legacy 우리를 정의하는 것
bit.ly/AGLiveConTe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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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LEGACY

세계 최고의
교합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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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LEGACY

카피 밀링할 지르코니아 블럭을
처음으로 자체 제작. 대형 브릿지
프레임워크용 71 mm 블랭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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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LEGACY

세계 최초의 치과 기공소용
통합 CAD/CAM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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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LEGACY

심미적인 지르코니아 수복물을 CAD/CAM
제작하기 위해 Ceramill Motion 1에
처음으로 Zolid 디스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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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LEGACY

세계 최초의 습식 및 건식
하이브리드 사내 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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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LEGACY

세계 최초의 건식 처리용
CoCr 소결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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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EGACY

세계 최초의 치과 DNA
밀링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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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LEGACY

기존 지르코니아 포트폴리오를
디지털화된 현대의 치과에
완벽하게 맞춰 재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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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LEGACY

세계 최초의 치과 기공소용
풀 서비스 생산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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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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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통합된 치의학!
ZERO GRAVITY DENTISTRY

디지털화는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향은 분명합니다. 단순한 수복물의 경우 직접 공급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험실과 의사 사이에 확립된
구조와 고전적인 경계를 허물도록 위협합니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통해 치과 기공사 및 의사가 상생하는
상황을 확대하는 데 최적으로 적합합니다. 이때 환자의 건강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양측 간의 최적의 네트워킹을 위해 Amann Girrbach는 지금까지
실현할 수 없었던 일관성과 효율성으로 인프라 관리 및 환자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AG.Live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실험실과 협력하여 고품질의 직접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치과 기공사의 전문 지식은 치과 의사에게 항상 제공됩니다. 심지어
단순한 수복물의 경우 직접 시행이 가능한지 또는 실험실의
전문가가 필요한지 매우 신속하게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워크 플로 및 실험실과 병원 간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Amann Girrbach의 모든 신제품 및 대부분의
기존 제품이 AG.Live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원활함을 갖춘
치의학(Zero Gravity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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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의 가치
Amann Girrbach에서 모든 것은 디지털 치과 워크 플로 조직에서
실험실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계획은 디지털 플랫폼
AG.Live를 통해 새로운 차원에 도달합니다. AG.Live는 치과
기공사가 모든 디지털 활동을 로컬에서 관리하고 점점 더 늘어나는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하는 치과 전문가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기존 C3 고객 포털을 대체하는 플랫폼의 중심에는 환자 사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자 사례는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 관리 및
처리됩니다. 환자 사례는 추가 처리를 위해 파트너 실험실과 공유할
수 있고 구강 스캐너를 도입하여 치과 의사와 실험실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 및 의사뿐만 아니라 기계 및
재료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예를 들어, 재료 가용성 또는 향후
아울러 밀링기의 작동 모드 및 치과 제조 공정의 다른 많은 관련
요소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AG.Live를 사용하면 모든 디지털 활동을 항상 어디서나
한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Amann Girrbach는
최적화된 네트워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여 시장에서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 범위까지 독보적인 관리 포털이 치과 수복 공정의
일률성을 허물어 버립니다. 환자 데이터를 중앙에서 불러와 편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간편하고 복잡하지 않게 환자 사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리된 데이터 소스의 연결은 AG.Live
이용자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눈에 띄는 경쟁 우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Amann Girrbach는
기타 단계에서 수많은 교육 및 재교육 기회가 있는 회사 자체 교육
포털 "AG Academy"에 대한 액세스, 서비스 및 새로운 AG.Store
E-Shop에 대한 액세스를 실현합니다. AG.Live의 디지털 문서는
MDR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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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례 관리

연결성

소비 재료 / 실험실 인프라 관리

지원 및 지식 데이터베이스

JOINING FORCES DIGITALLY
AG.Live 소개
bit.ly/3n5EP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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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 – Direct
Restoration System
학제간 격차 극복이 AG.Live와 연결된
Ceramill DRS로 현실화됩니다. 오늘날의 환자
요구사항을 더 잘 충족하기 위해 실험실과 치과
의사는 이제 원활하게 함께 작업하고 수작업을
통합하며 버튼을 눌러 작업 공정을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Ceramill DRS 연결 키트가 이것을
위한 토대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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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KIT

학제간 협력 및 당일 치과에서 제작을 위한 토대
Ceramill Map DRS 구강 스캐너, 관련 스캔 소프트웨어 및 AG.Live
연결로 구성된 Ceramill DRS 연결 키트는 통합된 CAD/CAM 워크
플로를 치과 의사까지 확장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된
환자 사례를 실험실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더욱이 소규모 작업은
같은 날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 및 사례 관련 세부 정보는 AG.Live에서 정의되고
생성됩니다. 또한, 사진 또는 엑스레이 사진과 같은 추가
데이터를 이곳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Ceramill Map DRS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면 진료 중 환자 상황이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스캔 역시
AG.Live에 저장되고 완료 날짜를 포함한 전체 사례가 실험실과
공유됩니다. 이제 양쪽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일한 정보
토대를 보유합니다. 실험실은 데이터를 Ceramill Mind에서 직접
판독하고 평소와 같이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이 디지털 연결 및
관련된 신속한 정보 교환을 통해 간단한 사례인 경우 하루 안에
환자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례 공유

_환자 치료가 당일 가능

_관련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간편하고 완전하게 한 장소에서 수집
_환자 사례 공유 : 모든 환자, 관련 데이터 및 작업을 동시에
파악 가능
_인상과 모델이 없는 작업을 위한 기반

병원

실험실

CONNECTION KIT

INTEGRATED WORKFLOW
* 두 파트너의 지역적 거리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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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KIT

아울러 실험실의 지원을 받아 한 세션 내 의치 제작 가능
Ceramill DRS 연결 키트에 추가로 Ceramill DRS 생산 키트를
사용하면 최대 3개 유닛 브리지가 있는 단일 치아 수복물을 직접
진료 시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한 세션 만에 최종 수복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는 단순화된 CAD/CAM 소프트웨어, Ceramill Mind DRS
및 소형 CNC 기계인 Ceramill Motion DRS로 구성됩니다. 두
구성요소가 CAD/CAM 워크 플로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하자 없는
최종 결과를 보장합니다. 아울러 Ceramill DRS 생산 키트는 병원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AG.Live를 통해 디지털로 연결하면 실험실은 계속 디자인을
맡고 디자인 데이터가 다시 병원으로 전송되어 병원에서 의치가
제작됩니다.
또한, 실험실은 CAD/CAM 지식을 토대로 병원에 상담,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작업은 계속 실험실에서 전체 제작됩니다.

_한 세션 내 환자 치료

_완벽한 맞춤을 위해 서로 완벽하게 조정된 구성요소

_여전히 가능한 실험실의 지원(디자인, 노하우, 상담, 지원)

실험실

단순하고 복잡한
수복물

병원

다음 날
당일*

디자인 – 단순한
수복물

Work in Progress

환자

CONNECTION KIT

당일

PRODUCTION KIT

단순한
수복물

병원

한 세션 내

INTEGRATED WORKFLOW
* 두 파트너의 지역적 거리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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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SPEED ZIRCONIA KIT

고속 지르코니아 키트: 소결이 매우 빠르고 아름답습니다.
Amann Girrbach는 새로운 고속 지르코니아 키트를 통해
산화지르코늄 수복물의 속도 소결을 새로운 수준의 속도와
효율성으로 향상합니다. 고성능 소결로 Ceramill Therm DRS 및
특별히 조정된 산화지르코늄 Zolid DRS를 사용하면 소결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됩니다. 이것은 기존 통상적인 속도 소결 공정에
필요한 시간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복물의
기계적 및 시각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eramill 워크
플로에 완벽하게 통합된 매우 심미적인 Zolid 크라운을 90분
이내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실험실 작업에서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효율적인 작업 공정을 창출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실험실 일상 작업에서도 고속 소결이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이상적으로 설계된 고속 지르코니아 키트의 구성
덕분에 최대 4개의 단일 크라운 또는 2개의 3유닛 브리지를 한
번에 소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단 없이 대규모의 수익성을
창출하는 주문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유연성을
창출하고 수익을 증가시킵니다.

고속 지르코니아 키트를 사용하면 점점 더 많은 치과 의사가 단 한
세션만에 의치를 제공하는 새롭게 성장하는 사업 영역 "Same Day
Crown(당일 크라운 제작)"에서 수익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기공소는 지정된 제반 조건과 신속 제작 고정 요금으로 고객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운 및 브리지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ZOLID PREPARATION DENT KIT

이 키트에는 Amann Girrbach
워크플로우에 맞춰 최적화된 준비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필요한 치수를
구현하는 과정이 편리해지고, 완벽하게
안착되는 수복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Dr. M. Fischer, MDT B. Votteler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POLISH-DENT KIT

이 키트는 환자의 구강 내 지르코니아를
연마하는 데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연마 헤드는 최적의 고광택 연마 및 표면
품질을 위해 다양한 형태와 단계로
공급됩니다.

Zolid DRS | Amann Girr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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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의 변화가 가져오는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완벽한 답변입니다.
CONNECTION KIT

병원

PRODUCTION KIT

병원

HIGH-SPEED ZIRCONIA KIT

병원
실험실

사례 공유

미래 지향적

AG.Live 포털은 원활한 학제간 협력을 위해 실험실과 병원을 연결합니다.

안전성

완전히 통합된 CAD/CAM 시스템 - 모든 구성요소를 단일 소스인 동일한 담당자가 공급.

유연성

시스템 구성요소는 모듈형 구조를 갖추고 있고 "작게" 시작하여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Ceramill DRS 시스템은 3개의 키트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실험실과 병원 간의 정보 교환에서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Ceramill DRS 연결 키트는 최고 품질로 최상의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학제간 협력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Ceramill Therm DRS 소결로 및 Zolid DRS 재료로 구성된 고속
지르코니아 키트는 산화지르코늄 재질의 매우 심미적인 수복물을
신속하게 제작하기 위한 완벽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연결 키트에 추가로 생산 키트를 사용하면 최대 3개 유닛 브리지가
있는 단일 치아 수복물을 직접 진료 시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한 세션 만에 최종 수복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RS – 전체 이야기
bit.ly/3eiVm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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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izeThePerfect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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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Products
최대의 환자 편의성을 갖춘 완벽하게 적합한
의치 제작 - Amann Girrbach의 클래식 제품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때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취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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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artex®

²giroform®

완벽한 모델 관리가 있어야 완벽한 수복물 제작 가능
완벽한 수복 결과를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모델 관리와 스캔 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의 가장 섬세한 전환이 결정적입니다.
Amann Girrbach는 모든 작업 단계를 위해 자체 개발되고
완벽하게 서로 조정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델 관리에서 프로세스 체인은 Artex 안궁을 사용한 아날로그
등록부터 분할을 통해 모델의 석고 확장을 능가하고 최고로 정밀한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Giroform 시스템을 사용한 모델링 및 교합을
위한 Artex 시스템까지 포함합니다.

실제 치아 모델 또는 인상의 완벽한 디지털 3D 이미지를 생성하려면
최고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보장하는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Amann Girrbach의 최신 스캐너 세대인 Ceramill
Map 600+는 모든 교합기를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스캔 과정 중 수동 작업 단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조작 오류도 방지됩니다.

두개골 축 라인을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고정
¹ artex® facebow

아날로그 안궁의 디지털 대안인 Zebris for Ceramill은 최신 광학
센서 기술로 기능성 치의학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줍니다.
구강 스캐너는 디지털 인상을 빠르고 간편하게 채득하기 때문에
치과 병원부터 치과 기공소까지 완전한 디지털 워크 플로가
가능합니다. 이 스캐너는 무엇보다 매우 빠른 속도, 콤팩트한
디자인 및 최고의 사용자 친화성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는 훨씬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Amann Girrbach의 정밀 체인(CAD 디자인, 밀링 또는 3D
프린팅으로 생산)을 이용한 스캔 이후의 작업 단계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Amann Girrbach 자체에서 특별히 개발하여 제조한
재료와 결합되어 완벽한 수복을 저해하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정밀도, 안정성 및
1000회 검증

정밀 모델 - 빠르고
저렴한 비용

개방형 교합기 스캔용
고성능 스캐너

¹ artex®

¹ giroform®

¹ ceramill® map

클래식 워크 플로

디자인(CAD)
가상 기능
데이터 입력

정밀 스캔

¹ ceramill® mind

지능형 설계 소프트웨어

100 % 디지털
워크 플로

Classic Workflow Scan it like an Artex
bit.ly/3tG3n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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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안궁

구강 스캐너

기능성 치의학의 새로운 차원

동적 움직임 등록 외에도 디지털 안궁은 추가 모듈 안궁, 역학, 관절
매개변수, 디지털 교합 분석 및 Cerec 교합기 분석과 같은 다른
매력적인 기능과 모듈을 제공하여 치과 의사의 작업을 지원하고
실험실과의 협력을 간편하게 합니다. JMA Optic System은 개별
수복물부터 큰 공간 작업 또는 스플린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적응증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정밀하게 디지털화된 기능 데이터는
더 많은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고 개별적인 기능 조사를 통해
환자에게서 실시하는 수동 추가 작업을 줄입니다.
Amann Girrbach는 Zebris 디지털 안궁을 Ceramill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하여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고 치과 의사와 실험실을
위한 기능성 치과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안궁은 환자의 정확한 상악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병원에서
사용됩니다. 아날로그 안궁과 비교하여 최신 광학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가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교합기
매개변수는 이미 디지털로 사용 가능하고 전송 오류 없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직접 전용되어 가상 교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무선 및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

이 장점이 진료 의사에게 확신을 줍니다. "Zebris for Ceramill은
사용하기 쉽고 성공적인 보철물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관절별
매개변수를 디지털 방식으로 신속하게 제공합니다"라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Hückeswagen의 치과 의사인
Thilo Prochnow 박사는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Zebris for Ceramill은 일상 업무에서 수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워크 플로를 제공합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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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CAD

Ceramill 소프트웨어는 치과 기술 로직에 따라
개발되었고 디지털 치과 기술의 핵심입니다.
구성요소의 빈틈 없는 통합, 공정 안전성 및
사용 용이성이 최고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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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ceramill® fds

360도 완전 틀니
Amann Girrbach의 새로운 Ceramill Full Denture System(FDS)
은 환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하고 디지털화된 방식, 정밀성,
뛰어난 심미성,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Ceramill FDS는 치열궁, 치아군 밀링을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확장하여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디지털식 틀니 제작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저재, 교합면 등을 100%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모든 조건에 맞추는 치과분야 선도 제조사의 심미적인 조립식
치아와 맞춤 밀링 및 3D 프린팅된 고품질 보철 베이스의 조화부터
Ivoclar의 검증된 Ivotion 시스템으로 맞춤 밀링된 치열궁,
치아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Ceramill FDS의 프로세스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솔루션을 선사합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구현하기 쉬운 통합된 워크플로우, 검증된 재료, 맞춤 조정된
가공 프로세스가 주는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곧 업그레이드되는 Ceramill Mind 4.1에는 특별한 새 기능들이
구현됩니다. 목표는 Ceramill 사용자에게 가장 광범위한 틀니
자체 제작 옵션, 다양한 가격대와 워크플로우를 가이드하는
마법사 기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_저렴한 의치 제작

_다양한 설계 옵션, 치아 라이브러리, 제작 옵션으로
유연성 극대화

_치열궁, 치아군, 보철 베이스가 이상적으로 맞춰지도록 저장된
최적의 틈새 치수로 프로세스 안정성 확보, 치낭 및 틀니 기저재
측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프린팅된 베이스

_DCL 소재로 제작된 Ivoclar의 검증된 Ivotion Dent Multi
다색 블랭크가 뛰어난 심미성 및 품질 제공. 진주처럼 흰 색상의
색상 조화가 의치에 심미성 부여. 다색 디스크가 절단면, 상아질,
치경부의 자연적인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 개발됨.

²ceramill® fds

CERAMILL FULL DENTURE SYSTEM –
상하악 또는 단악에 사용 가능한 360° 완전 틀니

치열궁/치아군 밀링, 3D 프린팅까지 가능해진 Ceramill Full Denture System은 고품질 맞춤 밀링 의치부터 저렴한 3D 프린팅 의치에
이르는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디지털식 틀니 제작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구현하기 쉬운 통합된 워크플로우, 검증된 재료
및 가공 도구가 주는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시적

보철 베이스

OPTION 1

치아

OPTION 1

VITA VIONIC Wax + 조립식 치아

조립식 치아
(Merz Dental, VITA VIONIC, VITA VIGO)

VITA VIONIC Wax

OPTION 2

OPTION 2

모노 블록
VITA VIONIC Wax Try-In
ProArt CAD Try-In(Ivoclar)

OPTION 2

심미성

맞춤 밀링된 치열궁/치아군,
Ivoclar의 Ivotion Dent Multi

VITA VIONIC Base, PMMA
Ivotion Base(Ivoclar), PMMA

OPTION 3

심미성

OPTION 1

OPTION 3

OPTION 3

품목

심미성

상

내

CLASSIC
PINK
새로 색
운

3D 프린팅된 모노 블록

3D 프린팅된 보철 베이스

3D 프린팅된 맞춤 치열궁*/치아군

고품질의 밀링된 왁스, PMMA부터 저렴한
3D 프린팅에 이르는 모든 시적 옵션

왁스 베이스를 이용한 수제작, PMMA 밀링,
저렴한 3D 프린팅 방식에 이르는 모든 보철
베이스 옵션

조립식 치아("Gold Standard"), 맞춤 밀링
또는 3D 프린팅된 치열궁/치아군에 이르는
모든 의치 옵션

소요 시간 및 재료 비용 비교: 단악 완전 틀니 제작

FDS 프로세스의 디지털식 보철물 제작 과정으로 Ceramill 사용자의 비용을 대폭 절감.
수동

150 $

밀링된 FDS 교열궁 및 베이스

112 $

밀링된 FDS 치열궁, 프린팅된 베이스
Material

AUTHORIZED
MATERIAL PARTNER:

Time

52 $
0

50

110 $

28 $

260 $
140 $

28 $

80 $
100

150

200

250 $

*Ceramill Crowns and Bridges의 ND 사용에
관한 제조사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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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PaceForDental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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혗맿

옠

생산 / CAM

Amann Girrbach의 Ceramill 밀링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편의성과 효율성이
특징입니다. 고성능 공정, 다양한 재료 및
적응증 다양성, 지능형 기계 구조는 장기적인
공정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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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ceramill® motion 3

NEW

DIGITAL PIECE OF MIND
마침내 Amann Girrbach는 Ceramill Motion 3로 치기공 분야에서
디지털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습식, 건식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지능형 5축 밀링기는 재료 및 적응증 측면의 다양성 극대화,
뛰어난 제작 품질과 전체적인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가지는
장점을 결합합니다.

Ceramill Motion 3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야간이나
주말에도 관리 없이 제작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AG.Live
플랫폼과 연결된 덕분에 치과기공사는 언제 어디서든 이 지능형
하이브리드 기계를 원격으로 사용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주문을
접수하며, 제작 및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RFID 도구 및 홀더는 프로세스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도구 및 소모품을 매우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지보수, 정비, 서비스 주기에 대한 자동 알림 기능은
신뢰성을 더욱 높여주고 긴 서비스 수명을 보장하며 조작자가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고의 장점은 AG.Live,
디지털 네트워킹, 디지털 기능으로 치과기공소의 워크플로우를
지속적으로 분석 및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리소스
활용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측면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혁신적인 Carving/Sculpturing 기술(C-Clamp) 덕분에 전치의
매우 미세한 틈도 뛰어난 품질로 밀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셀프
서비스 기능, CAD/CAM 제작 및 정비 가이드, 직관적인 다이렉트
UI, 자동화된 도구 및 홀더 관리, 자동 보정 기능는 치과기공소의
일상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같이 Ceramill Motion 3는 편의성, 품질, 프로세스 안정성,
시간 및 자원 효율성 면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_언제 어디서든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5축 하이브리드 밀링기에 액세스

_CAD/CAM 제작 및 정비 가이드 기능으로
시간과 비용 절약
_워크플로우 자동 분석 및 최적화
_뛰어난 다양성 및 가공 품질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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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ceramill® motion 2

NEW > Mark IV
ceramill motion 2
®

출시 10주년 기념 제품으로 제작된 재료
및 적응증 측면의 벤치마크 제품

2012년에 출시된 이 5축 밀링기는 치과기공소의 건식 및 습식
가공을 가능케 하는 소형 밀링기로서 업계의 표준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공 스토리를 배경으로 10주년을
맞아 대폭 업그레이드된 밀링기는 최신 기술을 탑재하였으며,
건식 밀링을 위한 DRY Package, 습식 및 건식 가공 모두
가능한 HYBRID Package, 두 개의 밀링기가 포함된
CAPACITY Package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5축 밀링기는 새로운 밀링 방식과 전치의 섬세한 디테일을
위해 새로 추가된 개방형 블랭크 홀더 C-Clamp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이를 구비한 치과기공소는 업무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고 매우 미세한 틈도 뛰어난 품질로 밀링할 수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혁신적인 제어 기능, 견고성, 입증된
콘셉트를 갖춘 Ceramill Motion 2는 시간이 지나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제공하고, 경제적이며, 여전히 제작 품질 면에서
벤치마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출시 10주년 기념
제품으로 제작된 세 가지 패키지를 개별적인 조건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선택하여 최상의 솔루션 및
가격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DRY
PACKAGE
5X

HYBRID
PACKAGE
5X

CAPACITY
PACKAGE
5X

5X

READ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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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ceramill® matik

NEW > Mark III
ceramill matik
®

가치 창출을 위해 40% 더 많은 시간 집중
실험실 워크 플로

READY
FOR

기존 CAD/CAM 장치

CERAMILL MATIK

생산적인 작업 시간:

60%

생산적인 작업 시간:

100%

100%
+ 야간/주말 생산

Amann Girrbach는 최신 Ceramill Matik v3.0 가공 장치로
일상적인 디지털 실험실 작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풀 서비스 장치는 가공 스테이션을 완전 자동 창고 관리 시스템,
지능형 공구 관리 및 습식 및 건식 모드 사이에서 자동 변경이
가능한 통합된 세척 장치와 연결합니다.

이에 따라 Ceramill Matik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야간이나
주말에도 관리 없이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치과 기공사는
지금까지 작업 시간의 최대 40%를 차지했던 비생산적인 부가적인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본질적인 것인 치과 기술 자체와
실험실에서 부가가치에 100%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능 케어프리 솔루션의 핵심은 새로 설계된 10축 제어 장치입니다.
특히 이 솔루션의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C-Clamp 및 Sculpturing
모드 가공을 위해 최신 세대 머신과 최신 소프트웨어를 갖춰
혁신적인 가공 모드를 제공합니다. 가공 스테이션은 자체적으로

Time is on your side
bit.ly/3xgWg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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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크와 공구를 공급합니다. 블랭크가 이미 제품 입고 시 또는
직접 시스템에서 RFID 칩이 있는 지능형 홀더로 "인식"되는 경우
기계가 자체적으로 해당 블랭크를 작업 공간으로 가지고 옵니다.
Amann Girrbach의 공구를 사용하는 경우 RFID 칩이 포장에
통합되어 Ceramill Matik은 항상 올바른 공구를 선택하고 해당
작동 시간이 기록됩니다. 이와 같이 해당 수명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마모된 공구로 인해 질이 낮은 결과물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²ceramill® map 600+

최대 정밀도로 고속 스캐닝
개방형 교합기 스캔을 위한 Amann Girrbach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
캐너인 완전 자동 Ceramill Map 600+는 완벽한 수복물을 위한 뛰
어난 정밀도로 빛을 발하고 작업 시 치과 기공사를 최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새로운 고성능 스캐너를 통해 Industry 4.0이 실험실에서
활용됩니다. 지능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상악 및 하악을
자동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전정 스캔과 실험실에서 수동 작업
단계의 최대 30%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유형의
교합기에 비해 통합된 범용 캐리어 플레이트를 적용하여
Map 600+는 시간을 소모하는 플레이트 교체가 없고 지능형
스캔 높이 제어는 스캔할 대상을 가능한 최선의 스캔 영역으로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동시에 Amann Girrbach는 Map 600+에 Ultra HD 카메라를
갖췄습니다. 청색광 기술이 적용된 고감도 산업용 3D 센서는 뛰어난
피사계 심도와 4마이크로 미터의 스캔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디지털화의 장점과 원활한 워크 플로를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최대 정밀도로 수집한 실제 교합기의 모델 상황을 데이터
세트로 변환해야 합니다.
새롭고 더 효율적인 계산 알고리즘은 각 적응증에 따라 매칭
시간을 최대 35%까지 단축합니다. 따라서 스캔 과정에서 활성화된
대기 시간이 최대 25초까지 줄어 듭니다. 이에 따라 Ceramill Map
600+는 적응증에 따라 15에서 38%까지 시간 절감을 구현합니다.

AutoArticulation

READY
FOR

37

#OutOfThis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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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id 지르코니아

Zolid DNA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알립니다.
치과 기공소에서 심미성, 품질 및 경제성에
대한 최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사내에서 개발 및 제조되었습니다.

39

사용자 친화성에 초점을 맞춘 미래 지향적 포트폴리오 변경
Amann Girrbach는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업계 최고 원료
(Tosoh 분말)의 지르코니아 블랭크를 100% 오스트리아에서
제조해 왔습니다. 2008년 카피 밀링용 블랭크로 시작하여,
2011년에는 Zolid 상표의 블랭크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제품군에 98mm 블랭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업계의 전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CAD/CAM 재료 포트폴리오의 단순화

사용자의 경우 형태 변형 선택 시 복잡성이 크게 감소하는 동시에
71mm 블랭크의 장점은 유지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위치가
올바른 클램핑과 견고한 플라스틱 프레임에 적용되어 공작물
홀더에 고정할 때 박리와 장력을 방지합니다. Amann Girrbach는
전환 기간 동안 고객이 프레임이 있는 98mm 버전으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D형 형식을 제품 품목에 계속
유지합니다.

Designed to outperform
bit.ly/3dEYy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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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CAM 재료 영역을 미래 지향적 및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고
사용자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Amann Girrbach는 98mm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D형 형식의 장점을 98시리즈 형식으로 이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Zolid 지르코니아 포트폴리오와 Ceramill Sintron
포트폴리오의 98mm 블랭크에도 플라스틱 프레임이 사용됩니다.

이외에 재 출시를 위해 98시리즈 블랭크에 새 인쇄 이미지가
제공되고 다양한 수준의 반투명도 색상 코딩이 유지되어 처리
중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특징 및 장점
밀링기 내에서 완벽한 위치 변경이 가능하도록
가장자리 마킹
뛰어난 재질 안정성 덕분에 최고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가장자리까지 밀링 가능
재료 가장자리의 사면이 이탈을 방지하고 평소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도움
플라스틱 링이 있어 재료 홀더에 안정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게 삽입됨
시중의 모든 CAD/CAM 밀링기에 사용 가능한
98mm의 표준 치수
다층 블랭크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마킹

Zolid Gen-X | CDT Atsushi Haseg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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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zolid gen-x

모든 경우에 적합한 심미성.
산업용으로 다층 사전 착색된 산화지르코늄 블랭크는 그 사이 치과 시장에 정착된 기술 수준에
포함됩니다. 일상적인 실험실 작업에서 색상과 반투명도의 간편하고 빠르며 정확한 재현성을
보장합니다. 물론 치아색 블랭크의 색상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고려될 수 없는 추가적인
높은 잇몸 부분이 있는 경우 단순한 "대칭" 또는 균일하게 분포된 색상 그라데이션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Amann Girrbach의 통합된 색상 그라데이션을 갖춘 심미적인
고강도 산화지르코늄 Zolid Gen-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Zolid Gen-X는 16가지
Vita 색상, 두 가지 블리치 색상 및 시장에서 통용되는 모든 높이(12, 14, 16, 18, 20,
22 및 25mm)로 공급됩니다.

Zolid FX Multilayer | Atsushi Hasegawa

치아 부분의 색상 그라데이션이 수복물의 각 높이에 따라 최적으로 일치하도록
모든 Zolid Gen-X 블랭크에서 절단 부분은 블랭크 높이에 비례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블랭크가 높을수록 절단 부분도 높아집니다. Zolid Gen-X 25mm 블랭크는 특수
모델인데, 잇몸 부분이 특히 높은 임플란트 지지 수복물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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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zolid gen-x

Zolid Gen-X 25mm 블랭크를 4개의 수평 레이어 영역으로 가상 분할하면
착색 기술상 16mm 블랭크로 나타납니다(다색 및 단색 색상 비율 포함).
Amann Girrbach의 네스팅 모듈 Ceramill Match 2를 사용하면 블랭크의
기본 색상 분포를 시각화 할 수 있습니다.

CAM 소프트웨어 Ceramill Match 2를 사용하여 Zolid Gen-X로 제작된
중첩 수복물의 색상 분포 시각화

소결 전 Zolid Gen-X 25mm REAX 수복물

Zolid Gen-X 25mm 블랭크의 "비대칭" 레이어 분포로 인해 평균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높이(16mm)는 더 많은 "지면 간극"을 통해
우수하고 직접적인 착색을 위해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전치 심미성을 위한 좋은 토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블랭크에서 16mm 색상 그라데이션 아래 연장된 단색 색상 비율이 이상적인 구현을 위해 심미성과 제한 없는 사용 중 좋은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칭의 다색으로 착색된 산화지르코늄 블랭크인 Zolid Gen-X 25mm는 잇몸 부분이 높은 임플란트 지지 수복물에서 심미적 결과를
최적화합니다.

MiYO Liquid Ceramic, Benjamin Votteler로 개별화된 Zolid Gen-X 25mm REAX 수복물(Votteler Dentaltechnik, Pfullingen, Germany)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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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AG.STORE

직접적, 개인적,
실용적

간편하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주문

CERAMILL M-CENTER

AG ACADEMY

거의 모든 적응증 및
재료용 제작 센터

전 세계 교육 – 온라인
및 실험실 내

DENTAL WORKFLOW
MANAGEMENT PLATFORM

기술 서비스

현지의 전 지역

HELPDESK

CAD/CAM 사용자를
위해 즉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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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ag academy

DIGITAL DENTAL EDUCATION AT ITS BEST

지속적인 제품 혁신, 수많은 교육 행사 및 고객 및 파트너의
제안을 통해 AG Academy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_전 세계 고품질 트레이닝

이제 디지털 지식 플랫폼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충하기 위해
라이브 및 주문형 웨비나, 비디오 및 기타 많은 전문 분야별
콘텐츠를 통해 저희의 아날로그 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AG Academy의 본질적인 기능은 제공되는 학습 콘텐츠,
저명한 학술 강사, 트레이너 및 주요 실무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학제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AG Academy는 Ceramill 커뮤니티가 요구하는 전 세계
가용성과 일관되게 높은 표준을 보장합니다.

_하루 중 언제라도, 어디에서든지 개별적인 속도로 학습

_종합적이고 대학의 지원을 받는 CAD/CAM 교육과정과
트레이닝 콘텐츠
_저명한 외부 및 내부 강사

AG ACADEMY의 서비스 스펙트럼 요약
BLOG
CAD/CAM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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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및 수요에 따른
웨비나와 트레이닝

비디오 아카이브

블로그

특별 이벤트

²ag academy

학습 모듈 및 CAD/CAM 교육과정
AG 강사, 전문가 및 저명한 대학 강사의 비디오 자습서 및 상호
작용이 가능한 교육 세션과 같은 다양한 모듈과 기술을 사용하여
조정된 프로그램의 학습 콘텐츠가 참가자에게 전달됩니다.
직접적인 실무 관련성을 지닌 산업, 학술 연구소, 실험실 및 치과
의사가 확실하고 검증된 지식을 제공합니다.

모든 이수자는 성과 확인을 포함한 참여 후 치과 분야의
선도적인 대학과 제휴하여 발행되는 공식 증명서를
받습니다.

BASIC CURRICULUM:
모듈

모듈

모듈

_ 모델

_ 모델

_ 주입

스캔

AV / 모델

_ 인상

_ Zebris

_ Artiscan

_ IOS

_ 재스캔

_ 인상

_ 매칭

데이터베이스
_ 데이터 가져오기(Zebris)
_ 적응증

_ AG.Live
_ 재료

모듈

모듈

모듈

_ 워크 플로

_ 네스팅

_ 마무리 처리

CAD

CAM

_ 도구

_ 정비 / 서비스

_ 전문가 모드
_ 브리지

추가 작업/마무리
_ 소결/소결로

_ 학습 목표 확인

AG ACADEMY에 참여하십시오

상세한 정보를 받고 첫 콘텐츠를 보기 위해 즉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AG Academy 관련 정보
bit.ly/3xfxRK4

47

SIMPLE.ONLINE.
Ordering material and
accessories is now
even easier with our
new Webshop AG.Store.

ag.store

²ag.store

온라인 AG.STORE WEBSHOP*
이제 몇 번의 클릭만으로 Amann Girrbach의 제품을 주문하여
치과기공소의 평소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성해 보십시오.

24/7
AG.Store는 언제 어디서든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구입하고자 하는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검색에 시간을 들일 필요 없이
AG.Store의 주문 내역에서 쉽고
편리하게 재구매할 수 있습니다.

AG.STORE 접속

Amann Girrbach의 모든 기존 고객은 AG.Store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비밀번호를
한 번 지정하고 나면 온라인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는
기본 결제 조건 및 결제 방식이 저장됩니다. 온라인 매장에는
정가와 고객별 가격이 모두 표시됩니다.

재고가 없어 기한을 넘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AG.Store가 재고 유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므로 재고가 있는
대체 제품을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G.STORE 관련 질문 또는 의견

질문과 의견은 store@amanngirrbach.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Amann Girrbach의 고객이 아닌 사용자는 "가입"에서
간편하게 계정을 만들거나 바로 첫 주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고객에게 제공 예정, 다른 국가도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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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ceramill® m-center

모든 적응증 및 재료용 제작 센터

Amann Girrbach의 M 센터는 스스로를 실험실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고 치과 기술 제품 생산에 최적의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M 센터는 정밀 생산 시설이 최적으로 조정된 시스템과 독점적인
재료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고 품질의 치과 수복물을 보장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특별히 교육을 받은 CAD/CAM 치과 기공사는
생산에 수반되는 품질 검사를 통해 보장되어 균일하게 유지되는
높은 제품 품질을 구현합니다.

_다양한 적응증 및 재료 스펙트럼

_ Amann Girrbach가 최적으로 조정한 시스템

_수익성 있는 할인율 시스템(11개 유닛부터 이미 할인)
_24시간 이내 생산 시간

_다음 날 12시까지 신속 배송

_특별히 교육을 받은 CAD/CAM 치과 기공사의 탁월한 서비스
_안전: 5년 보증

새로운 사항

AG.LIVE 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데이터 업로드

AG.Live에서 성공적으로 등록한 후 Ceramill M 센터를 생산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환자 사례가 생성됩니다. 생산
데이터를 STL 형식으로 삽입한 후 Ceramill M 센터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주문 확인이 이메일 알림으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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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900121 KO
hellblau.com
기술 및 내용 변경 가능.

AUSTRIA (HEADQUARTERS)
Amann Girrbach AG
Koblach, Austria | +43 5523 62333-105
austria@amanngirrbach.com
GERMANY
Amann Girrbach GmbH
Pforzheim, Germany | +49 7231 957-100
germany@amanngirrba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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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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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MANNGIRRBA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