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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X의 정밀함에
속도는 업그레이드

READY
FOR

THE INHOUSE MOVEMENT ®

가장 좋은 CERAMILL MAP 스캐너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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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 지능적이며, 정밀합니다

편안하고, 빠르고, 간결합니다

D/W/H 415/424/469 (mm)
무게 25 kg
스캔 정확도 4 μm
풀아치 스캔 18초

D/W/H 390/360/310 (mm)
무게 11 kg
스캔 정확도 6 μm
풀아치 스캔 20초

교합기 스캔을 위한 자동 고성능 오픈형 스캐너
차세대 디지털 자동화의 새로운 고성능 스캐너인 Ceramill Map 600+는 지능적이고, 효율적이며,
최고의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모든 일반 교합기 유형에 대해 통합된 범용 플레이트가 있어 플레이트 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Artex Splitex의 통합으로 Map 600+ 포트폴리오의 모든 액세서리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능적인 스캔 높이 제어 기능은 스캔 대상을 스캔할 수 있는 최상의 스캔 영역으로 자동
이동시키므로, 사용자에게 더 많은 프로세스 안정성, 최대의 작업 편리성을 제공하며, 자동 Z축이
포함된 새로운 기술은 매우 정확하고 빠른 동작을 보장합니다.
블루라이트 기술이 적용된 고정밀 산업용 3D 센서는 뛰어난 피사계 심도와 4μm의 스캔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Map 600+는 STL or PLY 스캔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자동 교합
매칭

50%
단축
고속
매칭

_모든 일반 유형의 교합기에 통합된 범용 고정 플레이트로 최대의 유연성 보장

_스캔 영역에서 최적의 모델 정렬을 위한 지능형 스캔 높이 제어는 최고의 작업 안정성 제공

_블루라이트 기술과 가변 해상도의 3D 센서를 통한 HD 스캔으로 최적의 재현 가능한 결과를 보장
_스피드업 매칭은 워크플로우를 최대 50% 더 빠르고, 과정을 최소화
_DNA Speed Scanning으로 단 18초 만에 완벽한 악궁 스캔 가능

4 μm
스캔
정확도

-33 %
작업시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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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 빠름, 정확함
오픈형 디자인
최고 수준의 정확도로 손쉬운 작동을 위해 치과적 요구사항에 따라 개발
단일 실내 공간
내부의 손쉬운 청소 및 민감한 구성 요소 보호
고화질 3D 센서
최상의 결과를 위한 블루라이트 기술, 가변해상도 및 빛샘 방지 커버
자동 Z축
이상적인 스캔 측정 필드 영역에서 스캔 대상을 쉽게 배치
통합 다기능 교합기 고정 장치
최상의 스캔 품질을 얻기 위한 통합 다기능 교합기 고정장치
Splitex 플레이트
Artex 교합기 스캔용 Map 액세서리 구성 요소
빠른 액세스 키
간편하게 장치에서 직접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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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기 스캔

새로운 산업용 카메라

최대 효율성

최대 정밀성

가상 교합기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합기의 모델 상황을 1:1로, 데이터화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Ceramill Map600+를
사용하면 교합 상태의 모델을 이전의 전송 키트 없이 교합기에서 직접 스캔할 수 있습니다. 스캐닝하면서, 스캔 모델은 축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로 전송됩니다. 통합된 다기능 스캔 플레이트에서 추가 액세서리 없이 다양한 종류의 교합기를 배치하고,
정밀하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최대의 편리함과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_Artex를 사용한 작업과정에서 과두와 관련된 스캔 프로세스의 최대 정밀성 재현
_추가 액세서리 없이 편리하고, 작업 시간 절감할 수 있는 사용법

_3.2MP 산업용 고해상도 카메라는 완벽한 1:1 변환을
하기에 높은 데이터 품질을 제공합니다.

_이상적으로 설계된 스캔 영역은 최고의 정밀도 보장

_마진 영역에서의 향상된 데이터 품질을 제공합니다.
_정확성과 재현성에 대한 높은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_새로운 프리미엄 PC를 사용하면, 프로세스를 최대 20%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교합 기능 보철로 가는 길

모델이 마운팅 된 Artex CR
교합기를 Map 600+ 에 배치

Artex 스캐너는 축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델 스캔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전송합니다.

3.2 MP의 새로운 Ultra HD 카메라는 완벽한 고품질 스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을 디지털로 1:1 변환하기에, 완벽한
복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없고, 높은 정확성과 함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칭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 PC로 추가 보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0%까지 계산 프로세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상교합기 Artex CR은 실제
교합기와 같은 무한한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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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LEVEL SCANNER - 작고, 정확하며, 빠르다
Ceramill Map 200+는 복잡하지 않고,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완전 자동 스캐너로, CAD/CAM
기술 또는 효율적인 비용으로 스캔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DNA 고속 스캔과 고해상도 3D 센서를 갖춘 Ceramill Map 200+는 모든 정밀도와 속도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390x360x310mm의 컴팩트한 설치 공간에서 편리함과 정밀성을 보장합니다. Ceramill
Map 200+는 오픈형 타입으로, 출력된 STL 스캔 파일은 다른 CAD 프로그램에서 로딩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_최소한의 공간으로 최고의 정밀도

_”DNA Speed Scanning”으로 스캔시간을 최대 50% 단축
_개방형 인터페이스

AmannGirrbach는 새로운 기능을 갖춘 엔트리 레벨 Map 200+ 스캐너의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스캔 정확도와 향상된 스캔 속도를 보장하여 수많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길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스캐너 GUI는 뛰어난 디자인을 제공
스피드업 매칭은 더 빠른 매칭을 보장

Free scanning 시퀀스는 유연한 워크플로우를 제안

그리고 위 내용은 앞으로, 훨씬 더 지능적인 내용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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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교합
매칭

50%
단축
고속
매칭

한눈에 살펴보기

FUNCTION

²ceramill® map 200+

²ceramill® map 600+

멀티-다이 스캔

지능적인 멀티-다이 스캔
텍스쳐 및 컬러 스캔
지능성

유니버셜 스캔
스캔 자유도

자동 교합 기능
All-In 스캔

자동 초점 (모델 자동 위치 지정)
정밀성

블루 라이트 기술
HD 스캔

임프레션 스캔 / Triple Tray / Full arch
Splitex 통합
오픈 스캔
효율성

DNA Speed Scanning
교합기 스캔

Fixator 스캔

DNA 고속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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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교합 기능
최대 지능성

Industry 4.0은 기공소를 위해 출시됩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상악과 하악을 자동으로 배치함으로써, 기존 기공소 워크플로우의 33%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작업자의 수동적이고 물리적인 활동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공소 워크플로우를 최적화합니다. 컴퓨터가 작업자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작업자는 보다 중요한 작업에 시간을 할애하여 처리 시간을
늘리고,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든 표시에서 스캔 프로세스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은 교합기 사용과 관련하여 완벽한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정확한 교합 관계 데이터는 페이스보우와 전송 스탠드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상악과 하악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고, 일반적인 과두 관련 방식으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_작업 시간 절약 및 최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_스캔 프로세스 중 작업자의 동선을 줄임으로써, 작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_수동 대기 시간(매칭)에 다른 작업을 함으로써, 기공소의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_교합기 사용에 최대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_고정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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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CANNING 시퀀스
최대 지능성

“Free scanning 시퀀스” 기능은 기공소에서 스캔 프로세스를
수행할 시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초기
상황에 따라서, 모델을 불필요하게 수정할 필요 없이 가장
적합한 스캔을 하여 스캔 단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욱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부하가 감소하여 직원들이 전체 스캔 워크플로우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업 매칭
최대 정밀성

새로운 매칭 알고리즘은 매칭 시간을 최대 35%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캔 프로세스 시간은 최대 25초 단축됩니다.

_편리하고 유연한 작업 관리

_빠른 매칭 알고리즘

_높은 수준의 관리성

_적응증에 따라 15%~38% 향상

_작업량 감소

NEW 스캐너 GUI
최대 효율성

New 스캐너 GUI는 Ceramill Mind의 디자인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에게 친숙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작업을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하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_전체 스캔 시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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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워크플로우와 스마트한 새로운 액세서리
임프레션 스캔

자동 교합 매칭

지능형 멀티 다이 스캔 - 최대 12개

_임프레션 스캔을 위한 자동화 워크플로우
_수동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_쉬운 조작법

_추가의 바이트 스캔없이 자동으로 정렬되는 상악과 하악

_최대의 시간 절감과 최대의 작업 편리성 - 작업자의 수동적인
작업 과정은 모두 예전의 일입니다.

_최대 12개 다이 스캔 가능
_단 2번의 스캔으로 완벽한 결과를 얻음
_각 다이 스캔 자동 정렬
_작업 시간 절약

스캔 과정 자유 수정

ALL-IN 스캔

자동 포커스

_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_리듬과 작업 편의성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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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FOR
MAP 600+

_단 2번의 스캔으로 편측 케이스의 디지털 스캔 데이터 추출
_최대 3개 싱글 다이 자동 정렬

ONLY FOR
MAP 600+

_최적의 스캔 영역에서 모델을 위치
_지능형 스캔 높이를 통한 최대 안정성 조절
_각 적응증에 최고 정밀도 표시

주문 정보

Ceramill Map 200+
179130NC

Ceramill Map 200+

Ceramill Map 600+
179560
179561

Ceramill Map 600+ (액세서리 세트 포함)
스캔 액세서리:

179135

All-In Bar

179137

M-Die

179118

Universal model socket

179119

Fixation pins

179121

Calibration model

179123

Putty

179116

Fixing compound

기술 데이터
크기 D/W/H (mm)
무게
표준 전압
퓨즈
출력 (W)
ISO 12836:2013-01에 따른 정밀도
임플란트 바 정밀도 (µm)
축
권장 설치 장소
풀아치 스캔 (sec.)
세라밀 멀티캠 싱글 다이 (sec.)

¦ ceramill® map 200+
390 x 360 x 310
11 kg
100-240 V, 50/60 Hz
T 2 x 1,25A
80
6
10
2
테이블, 직사광선이 없는 곳
20
4,5

¦ ceramill® map 600+
415 x 424 x 469
25 kg
100-240 V, 50/60 Hz
T 2 x 1,6A
60
4
10
3
테이블, 직사광선이 없는 곳
1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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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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W. A M A N N G I R R B A C H . C O M

hellblau.com

917917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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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ktangebot kann je nach Zulassungsstatus länderspezifisch abw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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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