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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베이스

터치 스크린

하드웨어

선택 품목인 카운터 스탠드는 별
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iTero Element 

on(켜기)/off(끄기) 전원 버튼은 전원
표시등 아래에 있는 시스템의 오른 쪽
하단에 있습니다.

스캐너 슬리브

완드 / 터치패드

iTero Element 1은 1세대 iTero 

Element입니다. 이는 작업실 간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밑면에 바퀴가
달린 소형 모듈형 유닛입니다. 

• 고화질 멀티터치 19인치 디스플레이

• 모든 임상용 장갑 유형에서 사용 가능

• 세척 및 소독지침은 사용 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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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휠 고정장치

휠 베이스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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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21.5" 터치식 와이드스크린은 향상된 색상으로 더 나은 시각화 제공

차세대 컴퓨팅

중앙에 위치한 인체 공학적인 크래들로 완드 접근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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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플러그를 꽂거나 재부팅하지 않고도 쉽게 이동
하기 위한 오래가는 충전용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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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호환 가능한 노트북
(별도 구매)

완드 및 허브 전용 시스템
“가상으로 연출된 임상 환경입니다.“ 노트북 및
모든 해당 액세서리는 환자로부터 최소 1.5m 떨
어져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 또는 해당 액세서리
를 만지면서 동시에 환자를 스캔하지 마십시오

7



하드웨어

휴대용, 다양한 사무실 업무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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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하기 전에 슬리브가 완전히
맞춰졌는지 확인합니다.

사이드 그립을 사용해 슬리브를
탈부착 합니다. 

주: 완드 렌즈를 만지지
마세요.

파란색 보호 슬리브는 완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렌즈를
보호합니다.

일회용 슬리브는 환자 스캔시 새
슬리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환자에 사용 후 폐기하도록 합니다.

스캐너 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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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을 시작 및 정지하려면, 사이드 버튼 중
한 개를 누르고 해제합니다.

완드 터치패드를 활성화하려면, 

사이드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해제합니다.

완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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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드 잡는 방법

인체공학적이며 피로감을 줄이는 사용을
위해서 팔꿈치를 몸에 가까이 붙이고 완드
슬리브 뒤에 완드의 얇은 부분을 쥐도록
합니다.

공기 구멍을 가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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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해제하면
터치패드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 된
후, 완드의 터치패드를 밀면 각 스캔
세그먼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캔 세그먼트가 화면에서
인디케이터 박스에 표시됩니다.

화면사이의 모델을 회전시키려면, 

완드 사이의 터치패드를 길게
누릅니다. 

완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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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지시사항은 사용 매뉴얼을 참조합니다.

각 환자마다 사용 시 권장되는 스캔 장비, 

베이스 장비, 휠 스탠드 및/또는 카운터
스탠드 세척 및 소독 방법

• 소독약을 스캐너 시스템 표면에 직접
분사하지 마세요.

• 소독약을 타올에 분사하거나 스캐너 장비
및 베이스 장비용 소독 수건을 사용합니다.

• 소독약 제조업체의 지시사항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접촉합니다.

•

• 보풀없는 깨끗한 헝겊으로 소독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유지관리

분류 pH 제조사

Birex Quat Wipes 7.6 Biotrol Intl.

CaviCide AF 12.7 Metrex

CaviCide 12.5 Metrex

CaviWipe

CaviCide 1 12.5 Metrex

CaviWipe 1

Clorox Healthcare Hydrogen 

Peroxide Cleaner 

Disinfecting Liquid

2-3 Clorox Healthcare

Clorox Healthcare Hydrogen 

Peroxide Cleaner 

Disinfectant Wipes

2-3 Clorox Healthcare

Opti-Cide 3 Liquid 7.6 Biotrol Intl.

Opti Cide 3 Wipes 7.6 Biotrol Intl.

OPTIM 33TB Liquid 2.5-3.5 SciCan Inc.

OPTIM 33TB Wipes 2.5-3.5 SciCan Inc.

ProSpray 10 Certol

ProSpray wipes

Webcol Alcohol Prep Pads 7 Med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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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To register the iTero Element 

system, have the following 

information available*

• User Name

• User Password

• Company ID

* iTero 구강 스캐너와 관련하여 기술 및 임상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해당 지역 고객 지원팀에 문의 하십시오.

Make It Mine / Registering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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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캐너에 로그인 하려면, 

• 의사 이름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 “로그인 상태 유지” 상자를 선택해
9시간동안 스캐너에 로그온 상태를
유지합니다..

iTero 구강 스캐너와 관련하여 기술 및 임상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해당 지역
고객 지원팀에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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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홈 화면 아이콘

얼라인 테크놀로지의 알림, 업데이트, 기타
메시지를 보려면 누릅니다.

원격 기술 지원을 위해 iTero 고객 지원
상담원과 연결하려면 두 번 누릅니다. (먼저
iTero 고객 지원 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

선호사항을
설정하려면 누릅니다.

데스크톱을 잠그려면 누릅니다.

학습 센터에 들어가거나 교육을 시작하려면 누릅니다. 

주문 상태를 확인하려면 누릅니다.

이 도움말 오버레이를
닫으려면 화면 아무
곳이나 누릅니다.

데모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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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모드

iTero Element 로고를 누른 다음 데모
모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사용자를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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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모드
데모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

데모 타임랩스

환자 탭에서 데모 케이스 탐색

데모 모드 상태를 알리기 위해 배경 화면에
줄무늬가 표시되었습니다.

선택한 케이스 유형에 대해 새 스캔 아
이콘을 선택하고, Rx를 완료한 다음
프로토콜에 따라 스캔하여 스캔을 실
습합니다.  참고 : 데모 모드에서 스캔
한 케이스는 제작하기 위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데모 모드는 팀 구성원이 임상 케이스
를 완료하기 전에 새로 스캔 실습을 하
고 케이스를 검토하도록 하는 데 효과
적입니다. 

데모 모드를 종료하려면 iTero 

Element 로고를 누르고 데모 모드 종
료(Exit demo mod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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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졸업 모자는 학습 센터 링크입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모든 학습 지원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비디오

• 교육 및 참고자료

• 웨비나 등록 및 보기

작은 아이콘 – 학습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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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AA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자물쇠 옵션으로 데스크톱을 보호하고 로그인 페이지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시스템을 잠그면 의도치 않은 입력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아이콘 -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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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아이콘을 누르면 새로운 업데이트를 위해 컴퓨터 설정사항, 스캐너 설정, 표준 시간대, 언어, 

의사의 서명 추가, 라이선스 번호, 시스템 동기화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작은 아이콘 –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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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설정에서 자이로(Gyro) 및 터치패드(Touchpad) 

작동을 위한 선호사항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그림에서 자이로(gyro) 및 터치 패드의 방향은
완드 베이스가 화면을 향하는 설정입니다.

설정 – 스캐너 설정

스캔 시 컬러 실행, 스캔 범위 권장, 안내 힌트, 추가
스캔 피드백으로 스캔에 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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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명령을 변경합니다. 

악궁 순서 준비 순서

설정 – 스캐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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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에 의사 라이선스 번호를 입력합니다. 

• 서명 박스에 서명합니다. 

• 선호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설정 – 스캐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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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를 한번 누르면 오버레이가 투명해지면서 간략한 소개가 표시됩니다. 이 도움말 화면을
닫고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아무 곳이나 누릅니다.

도움말 오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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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o 구강 스캐너와 관련하여 기술 및 임상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해당 지역 고객 지원팀에 문의 하십시오.

고객 지원 센터와 연락이 취해진 후에 상담원이 원격 접속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검토할 것입니다.

iTero 고객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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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아이콘을 눌러 상황에
맞는 지시사항과 툴 설명이
오버레이 되도록 합니다.

• 손가락으로 스캔한 모델을 회전, 

이동 또는 확대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디스플레이 화면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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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o 데이터베이스에서 환자를 검색하려면, 홈페이지에서 환자(Patient)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환자별 주문 목록이 열립니다. 

환자를 찾으려면 환자 이름이나 차트 번호를 검색합니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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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Patients) 아이콘으로 새로운 스캔을 시작하거나 뷰어(Viewer) 또는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Outcome Simulator)로 이전 스캔을 열 수 있습니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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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아이콘 / 메시지

메시지(Messages) 아이콘은 제품 업데이트, 향후 교육세션 또는 인터넷 연결
문제와 같은 얼라인 테크놀로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아이콘 입니다. 

Dr. Te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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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Orders) 아이콘에서 처리 중(In 

Progress)이거나 과거 주문(Past Orders)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아이콘 /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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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중(In Progress) 섹션에서는 처방전(Rx) 

보기, 스캔 계속하기, 보기 또는 삭제하기가
가능합니다.

과거 주문(Past Orders) 섹션에서는 처방전(Rx) 

보기, 뷰어를 이용한 주문 열기, 또는 뷰어나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로 Invisalign 스캔
열기가 가능합니다.

큰 아이콘 / 처리 중 및 과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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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적 디자인은 편안하게
스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환자를 바로 눕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머리를 낮추고 측면에
팔꿈치를 편안하게 두십시오. 

화면을 돌리거나 당기지 않고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편한 방향으로 위치 시키십시오.

완드를 가볍게 잡아 손바닥에
편안하게 맞도록 합니다. 완드를 꼭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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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스캔(임플란트 스캔 바디) 

아이콘을 열면 처방전(Rx) 

페이지가 나옵니다. 

처방전(Rx)은 필요한 모든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큰 아이콘 / 새로운 스캔

임플란트
스캔 바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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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계획서 – 새로운 처방 시작하기

선택할 케이스 유형(Case Types)이 몇 가지
있습니다.

Invisalign 치료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은
Invisalign 의사 사이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악 스캔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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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salign 스캔 계획서 – 안내 힌트

iTero Element 스캐너는
스캔 순서를 기억하도록
돕는 안내 힌트(Guidance 

Hints)를 제공합니다. 

‘다시 보지 않습니다 (Don’t 

show again)’ 박스에 표시해
안내 키(Guidance Keys)를
비활성화합니다. 

설정(Settings) 톱니바퀴
아이콘에서 안내 키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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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연속 동작으로 교합면을
스캔합니다.

완드가 견치에 도달하면, 전치부
전체를 문지르고 완드가 반대쪽
견치에 닿을 때까지 설측으로 살짝
기울여 스캔을 계속 합니다.

완드 끝을 최후방 구치를 향해 다시
이동하여 진행합니다.

교합면
(우선 스캔할 상악 또는 하악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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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면에서 완드를 굴리며 설측을
스캔합니다. 완드의 케이블
끝부분을 옆으로 빼고, 완드 팁을
설측면에 수직으로 45도를
유지합니다. 

근심과 원심 인접 치간의
아나토미를 캡쳐하려면, 완드를
악궁(arch) 주위에서 완드를
이동시킬때 완드 팁을 좌우로
비틀어야 합니다. 완드 팁을 치아에
대고 유지하면 혀를 밀어 넣는데
도움이 됩니다.

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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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협측

설측부터 협측으로 수평으로 45도
각도로 굴리고 좌우로 흔드는
동작으로 완드를 정중선 방향으로
이동해 치간 아나토미를 캡쳐합니다. 

정중선을 지나친 후, 반대 측면의
최후방 대구치에서 시작해 동일하게
좌우로 흔드는 동작으로 계속 스캔해
구치부에서 전치부까지 협측면을
캡쳐합니다. 

협측에 구치부부터 전치부까지
이동하면 볼에 의한 방해를 줄이고
더욱 부드럽게 스캔할 수 있습니다.

완드의 케이블 끝부분을 악궁 방향으로 가져가 근심 치간의
아나토미를 캡쳐하고 케이블 끝부분을 악궁에서 멀리 빼내어
원심 치간의 아나토미를 캡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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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견치와 측절치를 뷰파인더의 중앙에 둔 상태에서
완드를 넣고 설측면에서 절단연을 거쳐
순측면까지 굴립니다.   

반대쪽에도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전치부 / 절연부

이 스캔은 설측 세그먼트와 협측
세그먼트가 정확한 절단면과 정확히
결합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단계는 Invisalign 투명 교정장치가
잘 맞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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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스캔 최적화 기능(Optimized Scanning Feature)아이콘이 활성화되면, 누락된 아나토미 영역이 단색 모드로
스캔 시 빨간색으로, 컬러 모드로 스캔 시 보라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이 기능은 추가 스캔이 필요한 영역을
알려줍니다. 컬러 아이콘을 선택하면 컬러 또는 단색모드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든 유형의
케이스 스캔 및 보기에 적용됩니다.

스캔 최적화

Scan Color Toggle

Additional Scan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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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터치 스크린의 악궁(arch)을 누르거나 완드의 터치패드를 이용해
반대편 악궁으로 전환합니다. 

하악, 교합부, 설측/구개부, 협측, 절단연 순서로 상악도 하악과
동일한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반대편 악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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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 Invisalign + iRecord 또는
iRecord 스캔의 경우

• 설측 치아의 해부학적 구조
스캔을 완료했으면,

• 중절치 바로 뒤 정중선에서
시작합니다.

• 연구개까지 일직선으로
스캔합니다.

• 정중선부터 양측 치아까지의
구개부를 채웁니다.

구개부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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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마지막 세그먼트는 바이트입니다. 

스캔 전에 환자의 바이트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입을 열도록
하고 완드로 볼을 밀고
중심교합에서 입을 닫도록 합니다. 

완드 끝을 부드럽게 치아에 대고
뷰파인더에서 바이트를 관찰합니다.

바이트(bite)

작은 물결을 그리듯 움직여 3-

4개의 치아를 포착한 후 동일한
기법으로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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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스캔에 누락된 세그먼트가
있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스캔을 완료합니다.

• 스캔 모드로 돌아갑니다.

•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된
누락된 세그먼트 스캔을
완료합니다.

• 필요한 경우 상위 순서를
재반복합니다.

누락 스캔 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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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스캔을 완료한 후, 스캔 타이머(Scan Timer) 

아이콘으로 스캔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스캔
경과시간(Elapsed Scan Time)은 완드로
스캔한 실제 시간입니다. 총 경과시간(Elapsed 

Total Time)은 완드로 스캔 여부에 상관 없이
스캔 모드에 있던 시간입니다.

스캔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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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멀티 바이트(Multi-Bite) 

스캔 기능은 더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바이트 정보를
포착해 장치 제작을 위해
기공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기능성 교정 장치

• 구강내 수면 무호흡
장치–하악골을 전돌시켜
기도를 열어줍니다.

멀티바이트(multi-bite)

이들 세그먼트는 소두치와 대구치 영역에서 항상 보라색 스캔으로 등록될 것입니다. 

일차 바이트 관계 추가 바이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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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멀티 바이트

표시할 악궁을 선택합니다.

뷰어에 두 개의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화면 좌측의 아이콘은 멀티 바이트를 보여줍니다.

Bite 

Toggle

바이트 1 바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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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정기적으로 스캔한 환자는 이 툴을
이용하여 분석 가능합니다. 

환자의 프로필에서, 화면 하단에
타임라인에서 두 개의 스캔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스캔을
선택했으면, “선택사항
비교하기(COMPARE SELECTED)” 

옵션이 실행되고 이를 처리하면
비교 툴(COMPARISON TOOL)이
시작됩니다. 

iTero Time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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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iTero TimeLapse

잇몸뒤물림치아 마모 치아 이동

시간대 애니메이션 색상 전환 애니메이션 재생/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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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스캔 기본사항



iTero와 Invisalign 치료

Invisalign 스캔 기본사항

본 섹션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룹니다:

Invisalign 케이스의 모델 평가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
진행상황 평가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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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맞는 교정장치(aligner)의 제작을 위하여, 제출 전에
디지털 모델에서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치은 조직 2mm 캡쳐

• 최후방 치아의 원심면

• 치아 사이 근원심면의 아나토미

• 완전한 상하악 절단면/교합면

• 중심교합에서의 정확한 bite

디지털 모델 평가하기

Invisalign 스캔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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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모델 평가하기

상악 최후방 치아의 원심면 하악 최후방 치아의 원심면

Invisalign 스캔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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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모델 평가하기

완전한 상하악 절단면/교합면

Invisalign 스캔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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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간격 범례를 이용해 반대 악궁과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디지털 모델 평가하기 / 교합면 분석

Invisalign 스캔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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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기 모드
스캔 모드에서 몇 번이나 캡쳐를 시도했는지와 무관하게 해부 조직이 지속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스캐닝 세그먼트에서 해부 조직(입술, 뺨, 혀) 또는 습기의 방해로 인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영역을 더욱 쉽게 캡쳐할 수 있도록
채우기 툴이 iTero Element 소프트웨어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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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1. 스캔 모드 중 채우기 툴을 사용하려면, 화면을 길게
눌러서 스캔 옵션(Scan option) 메뉴로 진입합니다.

2. “채우기(Fill)”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스캔의 개수에
따라, 채우기 모드가 나타나도록 스캔을 준비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용할 준비가 되면, 해당 모델은 채워질 수
있는 모든 표면을 적색의 윤곽으로 표시하
여 보여줍니다.



채우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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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3. 지속적으로 해부 조직이 누락되는 부분을 재스캔합니다. 

참고: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모두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캡쳐되지 않는 부분만 채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4. 완드 버튼 중 하나를 눌러서 채우기 모드 기능을 종료합니다.  

그렇게 하면 통상적인 스캐닝 모드로 돌아오게 되며 이제 이전의
빈 공간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이레이저 툴 사용하기

참조

1. 이레이저 아이콘을 누릅니다.

2. 화면 상에서 지울 영역을 선택합니다.

3. 스캐너 슬리브 아이콘을 누릅니다.

4. 지운 영역을 채우기 위해 스캔합니다.

5. 보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6. 수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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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이나 입술 등 스캔에서 제거해야 할 아티팩트가 과도한
경우 가장자리 다듬기(Edge Trim) 툴을 사용합니다.

1. 가위 아이콘을 누릅니다.

2. 제거할 영역에 원을 그립니다.

3. 선택한 영역을 확인합니다.

4. 녹색 체크를 누릅니다.

5. 보기 버튼을 눌러 이 영역이 선택한 대로
다듬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다듬기 툴 사용하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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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모드에서 가능합니다

1. 삭제할 악궁을 누릅니다.

2. 모델을 누른 후 유지합니다.

3. 휴지통 세그먼트나 빗자루 아이콘을
누릅니다.

4. 삭제를 확인합니다.

5. 영역을 다시 스캔합니다.

잘못된 악궁을 스캔 시

아티팩트 제거 시 (연조직)

치아의 아나토미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

툴 – 스캔 삭제하기

참조

Unstitched 

Segment

Mai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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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bite채득 Occlusogram 디스플레이 상
불량한 접촉

임상 시나리오

환자는 최대 교두감합위로 폐구되며, 교합지에 명확한 접촉점을 보입니다. 스캔 중에는
환자가 적절히 교합할 수 없었습니다. 

참조

툴 – 스캔 삭제하기 및 bite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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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할 bite 세그먼트를 모두 누릅니다.

다시 스캔합니다.

참조

툴 – 스캔 삭제하기 및 bite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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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조치

양측 bite를 지우고 다시 스캔합니다.



새로운 bite 채득 확인하기 Occlusogram 디스플레이 상
적절한 접촉

참조

툴 – 스캔 삭제하기 및 bite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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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추가하기(Add Rx) 실행을 위한 조건:

• 주문과 환자 아이콘에서 접근 가능

• 수복치료 및 진료실 밀링(chairside milling) 외의 케이스

• 케이스의 스캔일로부터 최대 21일까지 가능

• 모델이 스캐너의 베이스 유닛에 위치해야 함

기존에 전송한 스캔에 처방전(Rx) 추가하기 – 추가 작업순서 생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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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전송한 스캔에 처방전(Rx) 추가하기 – 작업순서

참조

2. 필요한 스캔을 추가합니다.

3. 보기 툴을 누릅니다. 4. 케이스를 전송합니다.

1. 케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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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를 제출하려면 봉투 아이콘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약 15분 내에 Invisalign 의사
사이트(IDS)에서 처방전 제출 시 스캔된
자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OK)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yes를 클릭해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를 시작합니다.

케이스 제출하기

Invisalign 스캔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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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Viewer)는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스캐너가 디지털 모델을 조작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툴입니다.

뷰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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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

참조

모델 보기 사전설정

상악 또는 하악
감추기/표시하기

정면 보기

교합면 보기

갤러리 보기

컬러/단색

Occlus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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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뷰에서든
occlusogram 아이콘을
누름으로써 Occlusogram 

을 볼 수 있습니다.

뷰어 / Occlusogra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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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보기(Gallery 

View)에서 각 윈도우의
모델을 따로 제어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뷰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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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L을 내보내거나 모델을 보려면, OrthoCAD를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합니다.. 

iTero 구강 스캐너와 관련하여 기술 및 임상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해당 지역 고객 지원팀에 문의 하십시오.

OrthoCAD
OrthoCAD 소프트웨어는 모든 치과교정 케이스를 볼 수
있는 디지털 모델 뷰어입니다.

iTero Element 스캐너에 케이스를 전송한 후 이 툴을
사용해 모든 진료실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에서 열람, 

관리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임상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치과 진료실과 의사소통 – 프린팅 또는 3D 모델
이메일 전송

b) 3D 치과교정 모델의 진단분석
c) 케이스를 환자에게 보여주며 치료 계획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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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ligntech 웹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Invisalign 의사 사이트 (IDS)에 로그인
해 환자 케이스 파일에 접근합니다.

스캐너로 채득한 디지털 인상을 전송한
후, 제출을 위해 IDS 사이트에서
열람하기까지 최대 15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스캔은 Invisalign 오더를
제출하기에 앞서 IDS 내의 처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nvisalign 의사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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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는 Invisalign 

치료 결과를 환자에게 시뮬레이션 해주는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려면,

•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교정 케이스를
스캔합니다.

• 케이스를 전송합니다.

• 주문(Orders)이나 환자(Patients) 

페이지로 이동해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로 케이스를 엽니다.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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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의는 환자에게 보여주면서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툴은 환자가 치료를 수락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임상의는 Invisalign 의사 사이트에서
ClinCheck 치료 계획을 계속 작성하고
제작을 위해 케이스를 제출합니다.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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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선을 추가/삭제/교정

치료 목적:
발치되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치아
치간미세조정(IPR) 허용

결과 조정
치아
악궁
악궁간 충돌 툴

환자와 공유

치료를 위해 전송

시뮬레이션 저장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 - 결과 시뮬레이션 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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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는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MYALIGNTECH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

참조

Orders’ pag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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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Orders)이나 환자(Patient)를 선택하여
케이스를 엽니다.

진행상황 평가

참조

축 선을 교정합니다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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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합니다.

진행상황 평가

참조

진행상황 평가를 분석합니다.ClinCheck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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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평가 툴에는 색으로 분류된 치아 이동표 형태의 기록이 있어, ClinCheck 치료 계획에 따라
환자의 치료 진행 상태를 추적해 의사의 치료 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평가

평가 툴

단계 슬라이더

단계 버튼

단계 컨트롤

범례

페이지 버튼

기록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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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iTero.com

웹 브라우저에서 www.myitero.com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정보는
스캐너에 사용하
는 것과 동일합
니다

MyiTero.com은 iTero® Element 스캐너의 직관적인 경험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홈 화면 아이콘은 스캐너와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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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iTero.com

환자 교육, 치료 계획, 관리 작업 및 STL 내보내기를 위한 가상 모델의 시각화 경험을 확장하여 myiter.com을 통해 스캐너와 컴퓨터 또는
태블릿 모두에서 iTero Element 스캔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회사

로그아웃

학습 센터

케이스 상태

스캐너에 새 스
캔 추가

기존 환자 데이터베이스

알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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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iTero.com – 사용가능한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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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열기
케이스 유형 변경

웹 뷰어
(Viewer) 열기

STL 내보내기
(Export)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
(Invisalign Outcome 

Simulator) 열기

Invisalign 진행
평가(Invisalign Progress 

Assessment) 열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10층 1001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얼라인테크놀로지

iTero 구강 스캐너와 관련하여 기술 및 임상 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해당 지역 고객 지원팀에 문의 하십시오.

일회용 스캐너 슬리브, 교합기, 환자 브로셔를 iTero Store  

(www.store.itero.com) 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MyAligntech에 iTero 스토어 탭을 클릭합니다.

월간 iTero 고급 교육 웨비나에서의 업그레이드 통지와
정보는 MyAligntech와 메시지(Messages)를 확인합니다.

iTero 고객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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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o Element 사용 매뉴얼

Invisalign 결과 시뮬레이터 빠른 참조 가이드

STL 내보내기 안내

iTero Element 비디오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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