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첨단 DENTAL UV LED 광경화기

ODS Cure Box

최소 1분 이내
세계 최고 빠른 경화시간
(레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ED 광량조절가능(1~20단계)
단계별 광량 선형증가
(10~15단계 권장)
최적 열경화 기능 구현

LG LED 등 국산부품
안정성, 재현성, 내구성 탁월

사용자 친화적 UI 
자동360˚ 턴테이블, 터치스크린

치과 디지털화 완성

ODS Cure Box 특장점

FAST
CURING

300mW/㎠
+ 최적온도

LARGE
SIZE

INTERNATIONAL
LOW VOLTAGE 

DIRECTIVE

LIGHT OUTPUT
STABILITY

EASY
USE

㈜ 오디에스  032-425-2804  www.odsresin.co.kr / com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송도스마트밸리 D동 1904-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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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150 x 110 mm

국제규격지침준수



ODS는 ?

ODS Cure Box는?

ODS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치과용 3D 

프린터 액상광경화성수지(레진) 전문기업입니다. 

2015년부터 ODS는 치과의사가 현장에서 필요한 

치과용 레진을 고안하고, 세계시장의 요구에 적

합한 치과용 레진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현재 꿈

으로만 여겨왔던 인체에 완전 무해한 치과용 레진

을 현실화했습니다. 앞으로도 ODS는 치과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DS Cure Box는 ODS가 출시한 최첨단 UV 광경화

기로 메디칼 LED 광학테크놀로지의 결정판입니다. 

치과 병·의원 및 기공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3D Printer 레진 출력물 모두를 경화하는데 사

용 가능합니다. 조사 시간과 강도를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최적의 열경화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의 레진 소재를 사용한 

출력물뿐만 아니라 수지의 종류가 달라져도 안정

적이고 완벽한 경화가 가능하여 광범위하게 사용

될 수 있습니다

UV 경화기(UV Curing Machine)

ODS Cure Box

UV LED
(파장: 395 ~ 405 nm / 최대광량: 300mW/㎠)

최대 Ø 150 X 110 mm

280 (W) x 283 (D) x 291 (H) mm

12 kg

Metal Black

100 - 240VAC  50/60Hz

3.85 – 2.2 A

전면부 : LCD 패널(화면, 터치)
후면부 : 냉각팬, 전원인렛, 전원스위치

Made in Korea

제품명

모델명

경화 방식

경화 지원 
사이즈

크  기

무  게

색  상

전  원

소비 전력

구  성

제조국

제품외관 제품사양

291MM

291MM

283MM

283MM

FRONT VIEW

SIDE 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