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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LL DRS PRODUCTION KIT +
디지털화된 미래로 나아갈 시간

 3Shape(검증 완료)
 Medit(검증 완료)
 I-Tero(검증 완료)
 기타

케이스 공유

PRODUCTION KIT

3rd Party IOS

Ceramill DRS Production Kit+와 함께 검증된 Single Visit Dentistry 오픈 워크플로우로 진료실의 스
펙트럼을 넓혀 보십시오. Amann Girrbach의 디지털 드림팀 – 디지털화된 치과 진료의 미래를 대표하는
Ceramill DRS와 AG.Live는 더욱 긴밀한 관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Ceramill DRS Production Kit+는 어떤 제조업체의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든 CAD/CAM 확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품질 싱글
크라운과 브릿지 케이스를 안정적으로 자체 제작하고, 개방성과 유연함이 주는 이점을 누려 보십시오.
선도적인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AG.Live는 치과 진료의 디지털 워크플로우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 플랫폼은 환자 관련 파일이 공유되는
과정을 포함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치과 진료실과 치과 기공실을 연결합니다.
AG.Live와 Ceramill DRS Production Kit+로 구성된 드림팀은 구강 스캐너를 추가하는 데 투자하지 않고 Single Visit Dentistry 또는
Same Day Dentistry 치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Ceramill DRS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 개별 치아 수복물을 몇 단계만에 걸쳐 빠르고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캔 파일은 AG.Live에 업로
드됩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복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Ceramill Motion DRS에서 제작을 시작하면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하이라이트

 진료실의 스펙트럼 확장: 뛰어난 품질과 심미성을 겸비한 Single
Visit Dentistry 또는 Same Day Dentistry 구현
 기존 기기 활용: 추가적인 투자 비용 발생 없이 기존 구강 스캐너
에 기반하여 진료실의 가능성 확장

* Amann Girrbach는 다수 구강 스캐너의 파일 업로드(.stl, .ply)를 검증하였습니다
(3shape, Medit, I-Tero). 다른 모든 구강 스캐너의 파일(.stl, .ply)도 사용 가능합니다.

 고품질 수복물이 주는 이점: 검증된 재료와 완벽한 밀링 기술로 완
벽한 적합 제공
 치과 기공소와의 팀워크 향상: AG.Live를 통한 디지털 공유 방식
으로 환자 케이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편리성 향상

뛰어난 밀링 품질: CERAMILL MOTION DRS

습식 전용 CNC 머신 Ceramill Motion DRS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 15분만에 완벽한 품질과 심미성을 갖춘 밀링 결과물을 제
공합니다. 해당 재료 제조업체와의 공동 검증 과정을 거친 모든 재료와 밀링 기술 및 공구는 수복물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과 구강 내 보철물
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장점 개요

 All In One: 독립식 습식 전용 CNC 머신에 물 탱크, 에어 컴프레셔, 공구 보관함 모두 통합됨
 안전한 사용: 조작이 쉽고 작업 단계 안내와 유지 보수 영상을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재생할 수 있음
 간편한 지원: 통합된 카메라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지능적인 재료 사용: RFID 공구 홀더와 공구가 제공됨
 자체 연산 장치가 있어 효율적으로 작업: 기계 작동 중 이미 다음 환자에 대한 작업 가능

주문 정보:

Ceramill DRS Production Kit +(AG.Live 기본 기능 포함)

제공 사항: 181500, 181400, 1년 기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Ceramill DRS
노트북(국가에 따라 다름), 설치*, 교육 및 트레이닝*, 재료 스타터 패키지(2x
751004, 2x 751006, 2x 751008, 1x 179601, 5x IPS e.max CAD - 쉐이드 선
택 가능)

181400	Ceramill Motion DRS 4축 연삭기/밀링기(물탱크, 에어 컴프레셔, 코
드 스캐너 포함)
181500	Ceramill Mind DRS – CAD/CAM 동글 소프트웨어(자동 교합 모듈
포함) + Trusmile + 네스팅 모듈
Ceramill DRS 노트북 – 선택:

German (181551), US (181552), Italy ABZ (181554), Spain ABE
(181555), Poland AKD (181556), Netherlands ABH (181557), Croatia
BED (181558), Switzerland UUZ (181559), Denmark ABY (181560),
Belgium UUG (181561), France ABF (181562), Canada (181563)
재료 스타터 패키지
2x 751004

Roto RFID 2.0 Diamond BLG(글라스 세라믹 + 컴포짓트)

2x 751008

Roto RFID 0.4 Diamond BLG(글라스 세라믹 + 컴포짓트)

2x 751006
1x 179601
5x		

Roto RFID 1.0 Diamond BLG(글라스 세라믹 + 컴포짓트)
냉각액(125 ml) + 필터(10x)

IPS e.max CAD C14(쉐이드 선택 가능)

액세서리 – Ceramill Motion DRS

179601 냉각액(125 ml) + 필터(10x)

751004 Roto RFID 2.0 Diamond BLG(글라스 세라믹 + 컴포짓트)
751006 Roto RFID 1.0 Diamond BLG(글라스 세라믹 + 컴포짓트)
751008 Roto RFID 0.4 Diamond BLG(글라스 세라믹 + 컴포짓트)
751010 Roto RFID 2.5 DC BLM(지르코니아 + 아크릴)
751011 Roto RFID 1.0 DC BLM(지르코니아 + 아크릴)
751012 Roto RFID 0.6 DC BLM(지르코니아 + 아크릴)

181410 Ceramill Motion DRS – 지르코니아용 밀링 세트

교체형 보관함 지르코니아 밀링용 특수 필터 + 냉각액 및 전용 Roto 밀링 공구
기타 액세서리

181571 Ceramill Uni-Cart

181573 나사가 있는 Ceramill Uni-Cart용 전원 공급 장치 홀더
181574 노트북 키보드 보호 필름

Ceramill DRS High Speed Zirconia Kit

181900	Ceramill Therm DRS 지르코니아 급속 소결로(외부 디스플레이 장
착, 액세서리 케이스 포함)
액세서리 – Ceramill Therm DRS
181901 액세서리 케이스( 포함)
178755 소결 비드 
181902 핀셋 

181903 소결 볼 

181904 소결 베이스 

181905 소성용 트레이 

761936 세라믹 핀, 10개 
181906 냉각판 
181907 열선

181908 온도 센서
기술 데이터 – Ceramill Therm DRS
치수 D/W/H 390 x 300 x 484mm
무게 50kg
전기 연결값 230V / 50~60Hz
최대 전력 3.5kW
최고 온도 1,600° C

기술 데이터 – Ceramill DRS 노트북
DRS 전체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맞춰 구성된 이동형 워크스테이션, 연중무휴 24시간 사용을
위해 설계된 작업 모드,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최고 성능으로 작동, 모든 국가에서 3년
보증, 사양: Windows 10 Pro 64, NVIDIA Quadro RTX 3000 6GB 그래픽, 32GB(2x16)
DDR4 2666, Corporate Ready IOPT, Intel Core i7-10750H 프로세서, 17.3“ 모니터
기술 데이터 – Ceramill Motion DRS
치수 D/W/H 490 x 580 x 580mm
무게 66kg
전기 연결값 100~230V / 50~60Hz
최대 전력 250W
정확성 ≤ 5μm
허용 온도 범위 18~30° C

추가 자료는 홈페이지의 서비스/다운로드/브로셔 카탈로그 메뉴에 있는
Ceramill DRS 브로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1575 마우스

* 제조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시에만 포함됨

Amann Girrbach AG
Fon +43-5523-62333-105
www.amanngirrba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