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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디지털 트랜스퍼는 치과 설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구강 내 스캐너 및 이식 라이브러리

와 함께 Axiom® TL ,Axiom® BL 임플란트 또

는 inLink® ,Multi-Unit 지대주와 같이 치과보

철물의 설계에 사용하기위한 악세사리입니

다.각 디지털 트랜스퍼는 각각의 나사가 제

공되어집니다.각 디지털 트랜스퍼에 레이저 

표시가 있으면 삽입 플랫폼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재료: 방사성 불투과

성의 열가소성 고분자, 티타늄입니다. 

호환성 

디지털 트랜스퍼는 Axiom® TL 및 Axiom® 

BL 임플란트 제품군, Multi-Unit 및 inLink® 

지대주에 호환됩니다.사용된 CAD 소프트웨

어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퍼, 보철물 및 라이

브러리의 호환성을 확인하려면 웹사이트 

www.anthogyr.com 의 "디지털" 섹션에서 

Labside 호환성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적응증 

디지털 트랜스퍼는 CAD 치과 설계 애플리케

이션에서 모델링을 위해 수술 부위에 삽입물

을 정확하게 배치하는 데만 사용됩니다.디지

털 트랜스퍼는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단일 

또는 다중 수복물작업에만 사용되어져야 합

니다. 

경고 및 주의사항 

디지털 트랜스퍼와 해당 나사는 구강내에서

만사용되어져야합니다.디지털 트랜스퍼는 

각각의 해당나사가 제공되어집니다.해당나

사는 같은 포장에 들어있는 디지털 트랜스퍼

와만 호환되어집니다. 이 나사의 다른 사용

을 금지합니다.디지털 트랜스퍼는 멸균상태

로 사용되어져야합니다. 

 디 지 털 트 랜 스 퍼 는  육 각  렌 치

 (INCHECV, INCHELV 또는 INCHEXLV

제품 )를 사용한 가벼운 수동 조임으로 삽입

물에 고정해야 합니다.과도하게 조이면 CAD 

치과 설계 애플리케이션의 삽입 위치가 변경

되고 디지털 트랜스퍼가 손상될 수 있습니

다.

디지털 트랜스퍼는 주의하며 취급해야 하는 

정밀 부품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퍼는 단일사용하는 제

 품으로 설계되었습니다.;재사용 및 재

살균 금지. 

손상된 디지털 트랜스퍼로 인해 임플란트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척-멸균 

비멸균상태인 보철물은 다음 로고와 제공되

어집니다. 

비멸균 상태 제품은 ifu.anthogyr.com 웹 사

이트에서 제공되는 세척 및 멸균 설명서에 

따라 또는 위에 언급된 Anthogyr 웹사이트

의 요청에 따라 세척, 오염 제거 및 멸균해야 

합니다.습식 열 오토클레이브 멸균(최소 20

분 동안 2.13bar에서 135°C(275°F) 주기)은 

기존에 꺼낸 보철 부품을 적절한 포장에 넣

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nthogyr는 B등급의 오토클레이브를 사용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디지털화 프로토콜 

• 육각 렌치와 제공된 나사를 사용하여

Axiom® BL 또는 Axiom® TL 임플란트또는

Multi-Unit 또는 Link® 지대주에 디지털 트랜

스퍼를 수동으로 조입니다. 

• 구강 내 카메라를 사용하여 부위를 디지털

화합니다. 

• 나사를 풀어 디지털 트랜스퍼를 제거합니

다. 

항목 156-01-DT-IL 및 156-02-DT-IL의 경우 

다음 권장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전정 및 혀의 부분에서 보철물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형물 홈에 디지털 

트랜스퍼 레이저 표시를 부착합니다. 

안전 및 책임 

제품의 올바른 사용 및 취급은 전적으로 사

용자의 책임입니다.Anthogyr는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디지털 마크의 품질은 의사의 

책임입니다.보철물의 설계는 동일한 디지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최종 보철물의 적

합성 및 품질을 결정합니다.Anthogyr 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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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er marking on the top of the Digital 
Transfer determines the position in the 
prosthesis of the future machined groove.  

Machined groove housing the retaining ring . 

Digital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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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신뢰에 감사드리며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Digital transfers item  Indication  Implant platform compliance  

152-27-DT Single Axiom® BL implant  

156-01-DT Single N Ø4.0 Axiom® TL implant  

156-02-DT Single R Ø4.8 Axiom® TL R Ø4.8 implant  

156-01-DT-IL Multiple Axiom® TL implant / N Ø4.0 inLink® abutment  

156-02-DT-IL Multiple Axiom® TL implant / R Ø4.8 inLink® abutment  

151-03-DT-MU Multiple Ø4.8 Axiom® BL Multi-Unit abutment  

151-04-DT-MUN Multiple Ø4.0 Axiom® BL Multi-Unit abutment  

Digital Transf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