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 품목명 : 절삭가공용치과도재      

· 형   명 : Zirtooth F S-4019-F 외 461종

· 사용목적 :  본 제품은 CAD/CAM system을 사용하여 가공할 수 있는 절삭 가공용 치과도재 일종인     

                  지르코니아 블록이다. 본 제품은 Full Contour 크라운 및 세라믹 수복물을 올리기 위한 

                  지지구조 및 크라운을 제공하는 세라믹이다.

· 포장단위 : 자사 포장단위에 따른다.

·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 : (주)하스 강원도 강릉시 과학산업단지로 77-14

· 제조업 허가번호 : 제 2814호    · 제조품목 허가번호 : 제허 09-10호

2. 사용 방법

(1) 사용 전 준비사항

 본 제품의 사용 전에 블록 본체의 파손이나 크랙 여부를 필히 확인한다.

(2) 사용방법 및 조작방법

① Jig를 정확한 위치에 부착한다.

② CAD/CAM장비에 장치한다.

③ 준비된 block의 사이즈 정보를 CAD/CAM 장비에 입력한다.

④ 가공에 필요한 보정 정보를 입력한다.

⑤ CAD/CAM 장비를 사용하여 Block을 가공한다.

⑥ 가공이 완료된 블록을 조심스럽게 장비에서 분리한다.

⑦ 가공된 인공치아 또는 보철물 등을 블록으로부터 분리한다.

⑧ Furnace를 사용하여 적정 온도에서 소결한다. (장비조건 준수)

(3) 사용후 보관 및 관리방법

① 사용 후 남은 블록은 완전 건조(열처리)하여 보관한다.

② 유 ·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③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재에 잘 싸서 보관한다.

④ 본 제품은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본 제품은 일회용으로 재사용을 금지한다.

3. 사용시 주의사항

① 본 제품의 사용 전에 블록 본체의 파손이나 크랙 여부를 필히 확인한다.

② 본 제품의 탈장착시에는 장비의 절삭공구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절삭공구에 손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Jig 장착 시 정확한 위치에 부착한다.

⑤ CAD/CAM 장비 가동 시 발생되는 분진을 억제 또는 제거한다.

⑥ 본 제품은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⑦ 유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⑧ 본 제품의 사용은 치과 전문가 이어야 한다.

4. 저장방법

① 본 제품의 보관은 상온의 건조한 곳에 한다.

②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재에 잘 싸서 보관한다.

③ 본 제품의 보관은 온도 0 ~ 40℃, 습도 10% r.H ~ 90 r.H 대기압 500 hPa ~1060 hPa에서 
     보관한다.

5. 물리적 및 기계적 특성

① 이축굴곡강도 : 1420 MPa

② 화학적용해도 : 17.42 ㎍/㎠

③ 저온열화시험 후의 굴곡강도 : 1288 MPa

④ 저온열화 시험 전 · 후의 phase volume fraction : 전 - 8.13%, 후 - 15.83%

※ 일회용 의료기기임     ※ 재사용 금지임

※ 본 제품에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083-1368)

Instructions for Use

1. Overview
· Product Category : Ceramic Block
· Product Name : Zirtooth
· Intended Use of the Device : Dental zirconia block used with CAD/CAM milling machine to 
                                                produce dental prosthesis such as Full Contour crowns or copings.
· Packaging Unit : Refer to HASS standard package.

2. Instructions for use
(1) Preparation for use

(2) How to use and handle
① Attach the JIG on the accurate position.
② Load the block or disk in the CAD/CAM machine.
③ Select or input the block or disk size on the CAD/CAM Software.
④ Set the required calibration information for processing .
⑤ Process the blocks by CAD/CAM machines.
⑥ Unload the processed blocks from the machine.
⑦ Detach the processed restoration units from the blocks.
⑧ Sinter the milled restoration unit in the sintering furnace. (follow furnace instruction)

(3) Storage and maintenance after use
① Store the remaining block  after fully drying up.
② Keep the product out of reach of infants and children.
③ Store the products in the package or after packing, not to be damaged.
④ Do not drop the product on the ground or apply heavy force as it may damage the product.
⑤ Do not reuse or recycle the remaining part once used.

3. Cautions
① Please check cracks or fractures on the products before use.
② Be careful not to damage the milling tool of the CAD/CAM machine when attaching 
     or detaching the product.
③ Be careful not to get your hand caught in the milling tool.
④ The jig should be attached to an accurate location.
⑤ Suppress or remove the dust which may occur during the operation of CAD/CAM machine.
⑥ Do not drop the product on the ground or apply heavy force as it may damage 
     the product.
⑦ Keep the product out of reach of infants and children.
⑧ Product should be handled by dental technician

4. Side effect
It the patient is known to be allergic to any of the components of Zirtooth       
the material must not be used to fabricate restoration.

5. Contraindication
① If sufficient oral hygiene is not present
② In case of inadequate/inappropriate tooth preparation
③ In case of insufficient hard tooth substance
④ Bruxism

6. Storage and Maintenance 
① Store the product at room temperature in a dry place.
② Pack and store the product properly to ensure that it is not damaged.
③ Store the product at temperatures ranging from 0℃ ~ 40℃, in combination with relative 
     humidity of 10% r.H ~ 90% r.H, under atmospheric pressures ranging from 500 hPa ~ 1060 hPa.

7.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① Biaxial Flexural Strength : 1420 MPa
② Chemical Solubility : 17.42 ㎍/㎠

③ Flexural Strength after Low Temperature Aging Test : 1288 MPa
④ Phase Volume Fraction before and after Low Temperature Aging Test : 
     a) Before  -  8.13%          b) After  -  15.83%

* This is a single - use product.    * Do not reuse.  

8. Pic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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