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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ion of Digital Dentistry

(주) 오디에스 / 082 32 425 2804 / www.odsresin.co.kr/com

순 제     품 개     요 출력물 + 제품 이미지 특     징 인 증 포장 단위 소 모 량 가 격 / 가 성 비

Resin Consumption

(Resin) (Post-Curing) (Based on 1 kg)
정교성과 정확성(저점도)

뒤틀림과 수축, 팽창에 대한 안정성 확보

탁월한 강도구현 Retail Price
(CROWN & BRIDGE) A1, A2, A3 다양한 색상(쉐이드) Implant Molar Single Case \550,000

Permanent A1,A2,A3 (in Shade Guide) 치과용 3D 프린터 전용 About 0.8~1g

레진시멘트와 화학적 결합으로 자연치의 강도 구현 (About 1,000ea) Cost-effectiveness(per 1ea)
크라운부터 인레이, 온레이, 비니어까지 모두 가능 \550

치과용 3D 프린터 전용

높은 기계적 물성치(높은 굴곡강도와 인장강도)

임시치관용 레진으로 최장 30일 사용가능 Retail Price
C & B Enamel Brightness 자연치의 명도 구현 Implant Molar Single Case \330,000

(CROWN & BRIDGE of Natural Tooth 뒤틀림과 수축, 팽창에 대한 안정성 확보 About 0.8~1g

Temporary) 정교하고, 정확한 출력 (About 1,000ea) Cost-effectiveness(per 1ea)
부드러운 냄새 \330

치과용 3D 프린터 전용

정교성과 정확성(저점도)으로 착용감 우수

뒤틀림과 수축, 팽창에 대한 안정성 확보 Full Denture Base Retail Price
색의 동일성(잇몸색) 완벽 구현 About 19-20g \550,000

DENTURE BASE 탁월한 강도구현 (About 50ea)

Cost-effectiveness(per 1ea)
\11,000

치과용 3D 프린터 전용

투명성 우수

형상의 안정성 투명교정기 (0.3mm) Retail Price
CLEAR 열 변형 없음(오토크레이브(135̊고온멸균)에도 안정성 유지) About 1.08g \550,000

두께 조정 가능 (최소 0.1mm까지) (About 555ea)

일시적 변형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자기수복성 보유(형상기억 폴리머) Cost-effectiveness(per 1ea)
\991

유연함

우수한 정확도

치과용 3D 프린터 전용 IBT Retail Price
IBT(Indirect Bonding

Tray)
About 0.5g \385,000

or IDBS(Indirect

Bonding System)
(About 2,000ea)

Cost-effectiveness(per 1ea)
\193

치과용 3D 프린터 전용

높은 기계적 물성치 보유

빠른 경화시간 Retail Price
SG 높은 경도로 Metal Sleeve 없이 임플란트 식립가능(Sleeveless) Half Arch Case \330,000

(Surgical Guide) 편리함과 비용절감효과 About 6-7g

냄세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서나 사용가능 (About 142ea) Cost-effectiveness(per 1ea)
높은 투명도로 실시간 시술부위 확인가능(완전경화시 투명) \2,324

정교하고 다양한 가이드 모양(동그라미, 육각형 등)과 안정성

오토크레이브가 가능하여 수술시 감염 위험성 없음

치과용 3D 프린터 전용

높은 재현력 보유 Hollow Model Retail Price
고정밀성-->95% 이상 스캔 데이터 표현(프린터의 해상도에 따라 상이함) About 15-16g \220,000

고내열성-->투명교정용 모델로 사용가능! (About 60ea) Cost-effectiveness(per 1ea)
Model 높은 출력안정성-->저광량에서도 안정적인 출력가능           - Hollow Model

Solid Model \3,667

About 27-28g           - Solid Model

(About 35ea) \6,286

Certification

4병(250g)/1kg

4병(250g)/1kg

4병(250g)/1kg

4병(250g)/1kg

4병(250g)/1kg

4병(250g)/1kg

4병(250g)/1kg

KFDA

KFDA

KFDA

KFDA,FDA,CE

X

Price / Cost-effectiveness Feature

4

영구 수복 피복관, 브릿지 등 영구보철물을 제작하

기 위한 치과용 고분자 재료로,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조하는 영구치관용 레진소재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영구 수복물이 완성될 때까

지 피복관, 브릿지 등의 임시보철물을 제작하기 위

한 치과용 고분자 레진소재

1~3

Product Name Product SummaryNo Image

KFDA

KFDA, CE

Color

7

의치상을 제작하기 위한 치과용 고분자 재료로 덴탈

용 3D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광중합형 의

치상용 레진소재

치아교정 및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 제작 등

에 사용하는 고분자 재료로 LCD, DLP 등 3D 프린터

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치과교정장치용 레진소재

교정용 IBT(Indirect Bonding Tray) 혹은

IDBS(Indirect Bonding System)라고 불리우며, 교정

용브라켓의 부착방향과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사용

되는 의료용 가이드를 위한 레진소재

5 Pale  Pink

6 Yellowish

8 Yellowish Clear

9 Caramel Caramel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또는 기구의 진로,

위치, 수술 부위의 표시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

하는 기구를 만들기위한 레진소재

고강도 및 저 수축변형으로 기존 석고 모델을 사용

하는 모든 작업에 사용가능하며 치아 표면의 미세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고정밀 치과 모델 출력

에 적합한 레진소재

Clear

Clear

Light Pink

색     상

Ivory

Ivory

Yellowish

치과용 3D 프린터 전용

높은 기계적 물성치

적합도 우수 Retail Price
파셜 프레임에 최적 소재 Partial Flame \385,000

Cast 급속 경화, 빠른 완전 연소(약 3시간) About 1.5g

소환 후 잔류물이 남지않아 주조 용이(ASH-FREE) (About 666ea) Cost-effectiveness(per 1ea)
캐스팅 후 잔류물이 없어 타사 재료와 차별화 \578

위해물질 없는 안전성

균일도포로 높은 정확성

소재 제한없는 정밀 스캔 Retail Price
뛰어난 경제성 Based on 3-unit Bridge \77,000

Scan Cure 장기간 사용, 보관 150 times

스캔 시간단축 Cost-effectiveness(per 1ea)
물 세척 가능

\513

X

KFDA

4병(250g)/1kg

4병(250g)/1kg

8 ml

X9 Caramel Caramel

Pistachio

White

10 Pistachio

11

기존의 금속 주조용 주물 왁스를 대체하는 빠른 출

력 속도와 변형이 없어 출력 정확도가 높은 덴탈 3D

프린터 전용 애쉬프리(ash-free) 소재

구강내 스캔시, 스캔하고자 하는 부위 표면에 도포

하여 스캔데이터가 선명하고 빠르게 스캔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는 소재

* Including 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