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estro Dental
Scanner
정확도 0.01mm, 해상도 0.07mm

마에스트로 덴탈 스캐너는 치과 전용 스캐너로서
가격대비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제공합니다.
이 스캐너는 stumps, abutments, complete dental casts, fillings, bridges,
antagonists, dental inlays, wax-ups, coverings, armours의 3D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단순화 시켜 원 클릭 만으로 간단하게 고품질의 치아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스캔 할 수 있습니다.

*헬로3D는 AGE Soutions (Maestro)의 대한민국 총판입니다.

Maestro Easy Dental Scan 특징
•고객의 요구에 따라 구성 및 확장 가능 - 간편한 설정
•하드웨어 모니터링 - 스캐너 시스템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동 클러스터링
•Autoalign - arch의 stumps 자동 정렬
•Autoalign - antagonists와 bide의 자동 정렬
•Exocad 와 Ortho Studio 소프트웨어와 100% 호환

3D 해상도

0.07mm 이하

3D 정확도

0.01mm 이하

크기

400mm x 300mm x 265mm

무게

15 kg

작동 축

2축 360도 회전 테이블

출력 포맷

STL, OBJ, PLY 등

2축 회전 테이블

호환성

원 터치 방식

2축 360도 회전 테이블
로 구석구석 스캔

Exocad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과 자유로운
호환성

원 클릭으로 스캔 부터
모델링 생성까지
한번에 가능

고해상도 정밀도

반 영구적 부품

편리함

0.07mm의 고해상도
0.01mm의 고정밀도

소모품이 없고 교환품
불필요

주기적인 보정작업이
불필요

Ortho Studio
Ortho Studio는 덴탈용 교정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단순한 인터페이스와 사용법이 쉬워 타 소프트웨어보다 숙련이 용이하고
직관적이며 교정 분야의 업무를 단시간으로 축소 시킬 수 있어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캐너를 보유하셨다 해도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성된 3D모델링 편집과 동시에 환자의 이력 관리 및 정보 추적이 용이
•상/하악의 교합 상태를 3D로 편리하게 확인
•특정 지점을 설정하여 빠르게 분석 가능
•강력한 3D 도구로 교합상태를 조정하기 용이
•모든 작업이 몇 분 안에 가능한 편리성과 조작법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 포인트 설정
•1 분 이내 Virtual Bases를 핸들링
•3D상의 거리와 측정 도구를 손쉽게 이용

1분 이내 생성되는 Virtual Bases

Attachment Designer

Brackets Module

Label Designer

•강력한 레포트 출력 기능
•아이패드에서 실행 가능
환자와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가시성 제공

헬로3D

- AGE 한국 총판, 3D스캐너, 3D프린터, 역설계, 스캔용역 전문업체

문의 전화 : 02-6332-1530
이메일 : hello3d@hello3d.kr

www.hello3d.kr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41 세진빌딩 4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