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ign, Invisalign, iTero 및 iTero Element 등은 Align Technology, Inc. 또는 그 자회사나 계열사의 
상표 및/또는 서비스 마크이며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2019 Align Technology, Inc. 모든 권리 보유.     207726 개정 B

Align Technology, Inc.
2820 Orchard Parkway
San Jose, CA 95134
USA

Align Technology B.V.
Arlandaweg 161
1043HS Amsterdam
The Netherlands

휠 스탠드 구성

사용 설 명 서 



iTero Element 5D 사용 설명서 한국어

i

저작권
© 2019 Align Technology, Inc. 모든 권리 보유.

본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에 설명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판매 및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제공되며,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Align Technology Inc.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고객의 정상적인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재생산, 복사, 검색 시스템에 저장 
또는 임의의 방식(전자적 또는 기계적)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iTero® Element 5D 광학 인상 장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국어 
버전. 2018년 10월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상표
다음은 Align Technology, Inc.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상표 및/또는 
서비스 마크이며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등록되었습니다: Align 
Technology Inc., iTero®  

본 문서에 나오는 기타 모든 상표 또는 등록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미국 사무소
기업 본사 
Align Technology, Inc. 
2820 Orchard Parkway 
San Jose, California 95134

www.aligntech.com

전화번호: +1 (408) 470-1000 
팩스: +1 (408) 470-1010

이스라엘 사무실
Align Technology Ltd. 
3 Ariel Sharon Boulevard 
Or-Yehuda 6037606 
Israel

전화번호: +972 (3) 634-1441 
팩스: +972 (3) 634-1440

네덜란드 사무소
국제 본사  
Align Technology B.V. 
Arlandaweg 161 
1043 HS Amsterdam

전화번호: +31 (0) 20-586-3600 
팩스: +31 (0) 20-586-3751

고객 지원 
전화번호: +1 (800) 577-8767 
 
이메일:  
iterosupport@aligntech.com

이메일:  
orthocadsupport@aligntech.com



iTero Element 5D 사용 설명서 한국어

iiiii

iTero Element 5D 사용 설명서 한국어

1등급 레이저 준수
본 장치는 "21 CFR 1040.10" 및 "EN 60825-1"을 준수합니다. 

 

CSA 준수
본 장치는 캐나다 및 미국의 경우 다음 CSA 표준을 준수합니다.  
"UL Std No. 60601-1 - 의료용 전기 장치 Part 1: 안전을 위한 일반 요건" 

C            US

FCC 준수
본 장치는 FCC 규정 제 15 조를 준수하며 작동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2. 본 장치는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유발할 수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FCC 경고
제조업체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장치를 수정할 경우 FCC 규칙에 
따라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권한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EMC 준수
본 장치는 다음 EMC 표준을 준수합니다. 

"IEC 60601-1-2 의료용 전기 장치 - 1-2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위한 
일반 요건 - 보조 표준: 전자기 현상 - 요구 사항 및 테스트". 

안전 준수
이 장치는 다음 안전 기준을 준수합니다. 

"IEC 60601-1 의료용 전기 장치 -1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위한 일반 
요건.

CE 준수
본 장치는 의료 기기에 대한 위원회 명령 93/42/EEC를 준수합니다.

1등급 레이저 제품

의료 기기가 안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온도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사용 지침을 참조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제조업체의 배치 코드.

의료 기기가 안전하게 노출될 수 있는 대기압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의료 기기가 안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습도 범위를 
나타냅니다.

파손 주의. 조심해서 다루십시오.

이쪽이 위로 향해야 합니다.

IEC 60417-5031: 직류.

봉 (스캐닝 유닛).

USB 소켓.

전기 배터리.

RoHS (중국).

IEC 60417-5009: 대기 기준.

MLot

이 기호가 장치에 나타날 때마다 장치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이 문서를 참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적용된 부품 유형 BF. 이 기호가 표시되는 구성 
요소는 전기 절연 유형 BF입니다.

전기 폐기물 및 전자 장비는 별도로 수거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기호는 장치와 관련된 특정 경고 또는 주의 
사항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기호가 
장치에 나타날 때마다 이 문서의 안전 관련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호가 있는 부품이나 액세서리는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미국 연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치과 의사, 
치열 교정 의사 또는 치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 장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방 
의료 기기의 역할을 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기 제조업체.

주문번호.

일련번호. 

유럽   공동체의 공인 대리인을 표시합니다.

IEC 60417-5032: 교류 전류.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료기기를 나타냅니다.

"Rx only"

REF

SN

기호 
다음 기호들은 iTero Element 5D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본 설명서 및 기타 iTero Element 5D 관련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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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모든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전에 이 안전 지침을 숙독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 전원은 내부 의료용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시스템에 공급됩니다.  

배터리 전원
• 충전 - 2 시간 동안 전원에 연결하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됩니다.

•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전원 플러그에 
연결하지 않고도 iTero Element 5D 스캐너로 최대 30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전기 경고
• 감전 위험! 공인된 Align Technology 기술자만 외부 패널 및 덮개를 
탈거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 감전 위험을 피하기 위해 iTero Element 5D를 보호 접지가 있는 전원 
공급 장치에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 Align Technology에서 승인한 웹 카메라 또는 DOK만 시스템 뒷면의 
USB 소켓에 연결 가능합니다. 

무선 LAN
• 이 시스템에는 무선 LAN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전 분류
• 감전에 대한 보호 종류: 클래스 1. 

• 전기 충격에 대한 보호 클래스: BF. 

• 유해한 침수에 대한 보호 클래스: 보통. 

• 인화성 마취제가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장비임. 

• 작동 모드: 연속.

처방 의료 기기
• 이 시스템은 처방 의료 기기의 역할을 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 경고
• 스캐너는 백색 LED 및 850nm LED  뿐만 아니라 적색 레이저 광선

(680nm Class 1)도 방출합니다. 정상적인 스캐너 사용은 사람의 눈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스캐너를 환자의 눈에 직접 비추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 케이블이 꼬이거나 묶이거나 케이블을 당기거나 발로 밟는 것을 
피하십시오. 

•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캔 유닛을, 탐침이 카트의 기둥과 
터치 스크린의 후면을 향한 상태로 크래들에 놓아서, 레이저 광선이나 
깜박이는 흰색 LED 및 850nm LED가 직접 눈에 닿지 않게 합니다. 

• 의사는 스캐너의 탐침이 환자의 입 안에 있을 때만 스캐너를 작동해야 
합니다.

• 스캐너가 작동을 하는 동안에는 스캐너를 크래들에 놓지 마십시오.

• 스캐너 오작동이 발생하면 스캔을 중지하고 서비스 지원팀에게 
연락하십시오.

세척 및 소독
• 교차 감염을 방지하려면 각 환자 진단 후에 일회용 플라스틱 슬리브를 
교체하고 스캔 유닛을 소독해야 합니다. 

•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환자 세션 후에 장갑을 제거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이유로든 찢어지거나 오염되거나 
제거된 장갑은 버리십시오.

• 스캐너 슬리브는 오염된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 또는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포장 풀기 및 설치
• Align Technology의 지침에 따라 시스템의 포장을 풀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환경 
• 시스템을 진료실 간에 이동 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 스캔 유닛 및 기본 유닛의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 경고: 시스템은 실내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사 광선, 과도한 
열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전자기 간섭
• 경고: 본 기기는 검사를 거쳤으며 IEC60601-1-2 표준에 의거한 의료 
기기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일반적인 
의료 설비의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 환경 내에서 무선 주파수 
전송장비 및 기타 전기 소음원이(예: 휴대 전화, 모바일 양방향 라디오, 
전기 제품)  확산되기 때문에 소음원과 가깝거나 소음이 강할 경우 
간섭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장치의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ESD
는 스캐닝 중에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SD 간섭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스캐닝을 중지하고 적절한 뷰파인더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스캔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스캐너봉의 스캔 버튼을 눌러서 
스캔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뷰 파인더는 항상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일반 
• 경고: 이 장비를 개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경고: 작동 중에는 터치스크린을 반드시 스탠드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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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소개
 
이 문서 정보
iTero Element 5D 시스템은 의사 진료실에서 구강 내 스캔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체적인 PC‑ 기반 워크 스테이션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문서는 시스템을 시작 및 종료하는 방법, 스캔 유닛/봉 및 케이블을 
올바르게 취급하는 방법, 스캔 유닛을 소제하고 슬리브를 환자 진료 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도된 사용법 / 사용 목적 
iTero Element 5D는 다음과 같은 기능 및 의도된 사용법/사용 목적을 
갖춘 구강 스캐너입니다. 

1. iTero Element 5D의 광학 인상(CAD/CAM) 기능은 치아 및 구강 
조직의 지형 이미지를 기록하는 의도된 사용법/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iTero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치과용 기기(예: 정렬기, 
브레이스, 전자 제품 등) 및 액세서리의 생산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iTero Element 5D 소프트웨어는 iTero 스캐너와 함께 치아, 구강 
연조직 및 구조의 3D 디지털 인상을 캡처하는 데 사용됩니다. iTero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처리를 제어하고 데이터 통합을 용이하게 하며 
보철물, 치열 교정 장치, 지대치 및 액세서리의 CAD/CAM 제작을 
위해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캔 이외에도 다양한 
환자 및 사례 정보를 가져오기/내보내기 또는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검증 및 수리에 활용하거나 주문 관리 
도구로 사용되는 그 외 다른 기능 역시 제공됩니다. 

3. Element 5D NIRI 기능은 치은 위의 인접면 치아 우식 병소의 검출 
및 해당 병소의 진행을 모니터하는 진단 보조 기능입니다. 

iTero Element 5D 시스템의 장점
iTero Element 5D 시스템은 파우더 프리 스캐닝, 크라운 생산 정확도 
향상 및 스캔 프로세스 중 즉각적인 피드백을 포함하여 기존의 크라운 
생산 방법에 비해 중요한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웹사이트 www.itero.com을 참조하여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임상 
결과를 개선하며 진료실 효율성을 향상시켜 iTero Service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iTero Element 5D 사용자 인터페이스
iTero Element 5D 시스템은 보철 또는 교정 용도로 디지털 스캔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시각 자료 
및 텍스트를 통한 스캔 순서에 대한 안내가 의사에게 제공됩니다. 터치 
스크린 및 봉의 버튼으로 스캔 과정에서 화면상의 지침에 응답하는 데 
사용합니다. 

학습 센터에 입장하거나 교육을 시작하려면 탭하세요

이 도움말 오버레이를 
닫으려면 화면의 아무 
곳이나 탭하세요.

(새 사례를 시작하려면 탭하세요) (탭하여 환자 목록 보기 및 검색하기)

바탕 화면을 잠그려면 탭하세요.

환경 설정을 하려면 탭하세요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담당자에게 연결하려면 두 번 탭하십시오 
(지원 센터에 먼저 전화를 주세요).

Align Technology의 알림, 업데이트 및 
기타 메시지를 보려면 탭하세요.

탭하여 주문 상태 확인

배터리 충전 상태를 보려면 탭하세요

물음표를 한 번 탭하면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는 투명한 도움말 
오버레이가 활성화됩니다. 이 보기 상태에서는 물음표 대신 
헤드셋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도움말 화면을 닫고 관련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아무 곳이나 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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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기본 하드웨어 기능
 
사용자 정의 휠 스탠드 하드웨어 기능: 시스템 전면

터치스크린

전원 스위치

전원 LED
스캐닝 유닛 (봉)

스캔 유닛 (크래들)

휠 베이스

사용자 정의 휠 스탠드 하드웨어 기능: 시스템 후면

스캔 유닛 
커넥터

봉 케이블 
연결 패널 PC 전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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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유닛 (봉)

터치패드

일회용 슬리브

USB 커넥터가 있는 분리형 
스캐닝 유닛 케이블

측면 버튼: 스캔, 켜기/끄기, 
터치 패드 활성화

통풍구

3장:

조립 설명서
 
1단계: 조립
아래의 지침에 따라 iTero Element 5D 스캐너를 조립하십시오:

3.
큰 렌치를 사용하여 육각 나사 2개를 조입니다.

6.
크래들을 붙잡습니다

7.
작은 렌치를 사용하여 뒤쪽의 봉 크래들 육각 
나사를 조입니다.

8.
덮개를 손잡이 뒤쪽에 다시 부착합니다

4.
손잡이 뒤쪽에서 덮개를 제거합니다. 

2.
포스트를 휠 베이스에 연결하십시오. 

1.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하십시오.

5.
휠 스탠드 전면에 봉 크래들을 부착합니다.

A

B

C

D
휠 스탠드

케이블이 달린 봉 

봉 크래들

HD 터치스크린

외부 배터리

봉 케이블

A

B

C

D

E

F

F

E

AC 전원 배터리 클릭 DC 전력  

전원 버튼 설치에 2명이 필요합니다.봉  
(스캐닝 유닛)

9kg / 20 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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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D 화면을 들어 올려 장착합니다

13.
스캐너를 돌리고 엄지 나사를 조여 HD 화면을 
고정합니다

14.
DC라는 라벨이 부착된 포트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15.
전원 케이블이 삽입되었습니다

16.
뒷면 자기 커버를 부착합니다 

11.
배터리를 배터리 슬롯에 밀어 넣고 엄지 나사를 
조입니다

10.
배터리 덮개를 탈거합니다

9.
휠 스탠드 프레임의 뒷면에서 자기 커버를 
제거합니다 

17.
봉을 크래들 안에 놓습니다

23.
웹캠을 HD 화면 하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4.
버튼을 눌러 스캐너를 켭니다

20.
휠 스탠드의 바닥에 케이블을 붙인 다음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21.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19.
휠 스탠드 바닥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18.
HD 화면 뒷면에 봉 케이블을 부착합니다 

22.
원격 교육 또는 지원 세션을 받기 위한 웹 
카메라를 HD 화면 위에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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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D 화면 뒷면에 봉 케이블을 부착합니다

8.
DC라는 라벨이 부착된 포트에 전원 케이블을 
부착합니다

7.
커버를 놓습니다

iTero Element 5D 카운터 스탠드 조립
아래의 지침에 따라 iTero Element 5D 카운터 스탠드를 조립하십시오: 

10.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11.
원격 교육 또는 지원 세션을 받기 위한 웹 
카메라를 HD 화면 위에 배치합니다

12.
웹캠을 HD 화면 하단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4.
새 커버를 설치합니다

3.
커버를 제거합니다

2.
육각 렌치를 사용하여 포스트를 조입니다

1.
포스트를 프레임에 삽입합니다.

5.
HD 화면을 들어 올려 장착합니다. 

F

6.
스캐너를 돌리고 엄지 나사를 조여 HD 화면을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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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용자 정의 프로세스  

1.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Make it Mine(사용자 정의) 버튼을 탭하면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2.
화면에서 마법사의 지시에 따라 iTero Element 5D의 사용자 지정을 
완료합니다.

4장:

사용 설명서
 
의사 진료실, 의사가 참여하는 실험실 및 Align Technology Center 간에 
백그라운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업무 시간 중에는 시스템을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시스템을 종료하고 
다음 날 아침에 재부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 마감 시 시스템 종료
1. 모든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2. 스크린 하단의 전원 스위치를 눌렀다 떼면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진료실 내 시스템 이동
최대한의 시스템 보호를 위해 두 명이 함께 시스템을 이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시스템의 위치를 변경하세요.

1. 스캔 유닛(봉)이 스캔 유닛 크래들(홀더) 내부에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벽면 콘센트에서 시스템의 플러그를 뽑습니다.

3. 두 명이 협업해서 신중하게 시스템을 이동하십시오.

4. 시스템을 새 위치에 놓은 다음 플러그를 벽면 콘센트에 꽂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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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스캐너 취급, 세척 및 소독 
지침

스캐닝 유닛(봉)의 취급
스캐닝 유닛에는 섬세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스캔 유닛 케이블의 취급
• 손상되지 않도록 스캐너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 한 환자의 진료가 끝나면 꼬이거나 매듭 지어진 부분을 풀어서 스캐너 
케이블의 장력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캐닝 유닛은 처음 사용 전과 각 추가 사용 전에 및 마지막 스캔 후 30분 
이내에 적절한 세척 및 소독이 필요합니다.

스캐닝 유닛 세척 및 소독
스캔 유닛(봉)은 다음과 같이 세척 및 소독해야 합니다.

• 보푸라기가 없는 천을 준비된 CaviCide 1에 적시고 천이 촉촉할 
때까지 물기를 짜냅니다.

• 봉을 완전히 닦아서 모든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 다음 단계를 계속하기 전에 잔유물이나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전체 장치를 눈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 추가로 2개의 보푸라기가 없는 천을 CaviCide 1에 적시고 천이 촉촉할 
때까지 물기를 짜냅니다. 다음으로 장치를 철저하게 닦고 모서리 및 
구석까지 모든 표면을 닦은 것을 확인합니다. 접촉 시간은 최소 2
분입니다.

• 다음으로 보푸라기가 없는 천에 증류수를 적셔서 최소 15-30초 동안 
모든 표면을 닦으십시오.

• 다음으로 보푸라기가 없는 마른 천을 사용하여 표면을 건조시킵니다.

유지 보수
산업용 카메라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6장:

환자 진료 후 슬리브 교체
 
iTero Element 5D 슬리브는 한 명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교차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각 환자 후에 교체해야 합니다. 

슬리브를 교체하려면 아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주의: 스캐너 슬리브는 오염된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 또는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1단계
슬리브를 당기거나 꺼낼 때는 슬리브의 중앙을 잡으십시오.

2단계
일회용 슬리브 양쪽을 살짝 누르고 슬리브를 스캐너에서 천천히 벗긴 
다음 버리십시오.

3단계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새 슬리브를 스캔 유닛에 부드럽게 밀어 
넣으십시오.

경고: 광학 부분 표면을 주의하세요! 
광학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접촉 시 파손될 수 있습니다.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슬리브 상자 안에있는 물티슈 및 정전기 방지 천을 
사용하십시오.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스캐너 슬리브 상자 안에 있는 지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일회용 슬리브 교체



iTero Element 5D 사용 설명서 한국어

1716

iTero Element 5D 사용 설명서 한국어

스캐너 슬리브
스캐너 유닛(봉)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슬리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회용 슬리브
흰색 슬리브는 환자 스캔 시 사용하는 일회용 슬리브입니다.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환자의 진료가 끝나면 스캐닝 유닛의 흰색 
슬리브를 항상 교체하십시오. 환자 진료가 끝날 때마다 흰색 슬리브를 
폐기하십시오. 

스캐너 슬리브 포장 상자
스캐너 슬리브는 iTero 스토어에서 25개입 상자 단위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www.store.itero.com

보호용 슬리브
파란색 보호용 슬리브는 스캔 유닛을 사용하지 않을 때 광학 표면 렌즈를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란색 슬리브는 분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7장:

액세서리 (옵션)

교합기
교합기는 환자의 위턱과 아래턱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는 기계 장치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의 치아와 잇몸의 플라스터 몰드를 장치에 
넣어 환자의 턱의 교합(물기)과 조음을 재현합니다. 교합기는 틀니에 
맞추거나 치열 교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운터 스탠드 및 크래들

후면도 전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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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클리닉 LAN 네트워크 
가이드라인 
소개
iTero Element 5D 스캐너는 Wi-Fi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여 iTero 
클라우드에 스캔을 보내고 가져옵니다.

항상 최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최상의 Wi-Fi 연결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입니다.

 
Wi-Fi 인터넷 연결 수준 
 
 
 
 
 

• 중요: iTero Element 5D 스캐너의 성능을 최대화하려면 Wi-Fi 신호 
강도가 "우수" 또는 적어도 "양호"인지 확인하십시오.

• 주의: 환자를 검사하는 동안 LAN 케이블을 iTero Element 5D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준비

• 필요한 모뎀/라우터는 암호를 포함하여 WPA2 보안 표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스캐너 설치를 계획되었을 때 IT 전문가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Wi-Fi SSID 자격 증명(로그인 및 암호)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스템의 최소 Wi-Fi 강도 표시는 위의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적어도 
두 칸의 "줄무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설정" 아래의 진단 도구 또는 연결 도구는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 iTero 연결 도구를 사용하여 PC 컴퓨터에서 로컬 Wi-Fi 연결을 
테스트합니다(가능한 한 스캐너 위치 근처에서 테스트 실행).

• 연결 도구 다운로드 위치 fc1.orthocad.com\download\
AlignSupport\ConnectivityCheck2.0.exe

• 다음은 iTero 스캐너에 액세스 또는 연결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된 클리닉 IT 담당자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사항입니다.

1. 포트 80 및 443을 수신하는 Align 서비스와 관련된 호스트 이름 권장 
사항.

2. 스캐너가 특정 파일 형식을 전송하므로 FTP 통신을 막지 마십시오 
(.3ds 및.3dc/.3dm).

3. TCP/IP를 통한 데이터 통신용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비활성화하십시오.

4. 스캐너를 도메인 그룹에 추가하지 마십시오.

5. 스캐너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룹 정책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라우터 가이드라인
최소 표준: 802.11N / 802.11AC

인터넷 연결 가이드라인
iTero Element 5D 스캐너의 성능을 최대화하려면 인터넷 연결 업로드 
속도가 스캐너 당 최소 1Mbps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스캐너와 
병렬로 인터넷에 연결된 추가 장치가 스캐너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화벽
열린 포트(방화벽이 작동 중인 경우): 

a. 80 - HTTP - TCP 
b. 443 - HTTPS - TCP

우수 
> -50 dBm

양호 
-50에서 -60 dBm

보통 
-60에서 -70 dBm

약함 
<-70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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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팁
Wi-Fi 라우터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무선 네트워크의 작동 범위 
내의 모든 곳에서 Wi-Fi 연결을 사용하여 인터넷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선 신호가 통과해야 하는 벽, 천장 또는 추가 
파티션의 수, 두께 및 위치에 따라 신호의 범위와 강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신호는 가정이나 사업장의 재질 및 배경 RF(라디오 
주파수) 잡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라우터와 다른 네트워크 장치 사이에 최소한의 벽과 천장이 있어야 
합니다. 각 장벽은 어댑터의 범위를 1~3 미터(3~9 피트)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네트워크 장치 간에는 파티션이 없이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얇은 벽조차도 벽의 각도가 2도만 기울어져도 1미터 (3피트)의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수신 감도를 얻으려면 Wi-Fi 신호가 
벽이나 파티션을 통해 (각도 대신에) 직선으로 (900) 이동하도록 모든 
장치를 배치하십시오.

3. 건축 자재 간에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단단한 금속 문 또는 알루미늄 
못은 매우 밀도가 높으며 Wi-Fi 신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마른 벽 또는 열린 출입구를 통과하도록 액세스 지점, 무선 
라우터 및 컴퓨터를 배치하십시오. 유리, 강철, 금속, 단열재 포함한 
벽, 수조(수족관), 거울, 파일 캐비닛, 벽돌 및 콘크리트와 같은 재질 및 
물체는 무선 신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RF 노이즈가 발생하는 전기 장치 또는 가전제품에서 iTero 제품을 
멀리(최소 3~6 피트 또는 1~2 미터) 유지하십시오.

5. 2.4GHz 무선 전화기 또는 X-10(천장걸이형 선풍기, 원격 조명 및 
가정 보안 시스템과 같은 무선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 연결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완전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선 장치의 
기반은 장치가 사용 중이 아닐지라도 RF 신호를 전송합니다. 스캐너 
및 라우터에서 다른 무선 장치를 최대한 멀리 배치하십시오.

6. 해당 지역에 두 개 이상의 활성 무선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채널을 사용합니다. 채널이 시스템 채널 
근처에 있으면 통신이 점차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IT 부서에 
이를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채널 
번호를 변경하십시오.

Align 호스트 이름 권장 사항
Align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따라서 특정 IP가 아닌 
호스트 이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스트 이름 목록은 스캐너 성능의 모든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Align의 스캐너에 적절한 작동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Align 호스트 이름 권장 사항:

호스트 이름 포트

Mycadent.com 80, 443

Myaligntech.com 80, 443

Export.mycadent.com 80, 443

Cboserver.mycadent.com 80, 443

Matstore.invisalign.com 80, 443

Matstore2.invisalign.com 80, 443

Matstore3.invisalign.com 80, 443

Matstore4.invisalign.com 80, 443

Matstoresg.invisalign.com 80, 443

Matstorechn.invisalign.com.cn 80, 443

AWS IP 범위 - Amazon 글로벌 CDN 서비스 - IP 주소 범위는 스캐너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80, 443

cloud.myitero.com 443

speedtest.tele2.net 80

alignapi.aligntech.com 80, 443

http://www.google.com 80, 443

http://www.microsoft.com 80, 443

http://www.yahoo.com 80, 443

iterosec.aligntech.com 80, 443

storage.cloud.aligntech.com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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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모니터 21.5" 모니터

스캐너 스캐너는 백색 LED 및 850nm LED  뿐만 아니라 적색 레이저 광선(680nm Class 1)도 방출합니다.

무선 LAN LAN 카드는 로컬 네트워크 통신의 무선 연결을 가능케 합니다. 

보안 iTero 암호는 각 사용자마다 고유하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면 안됩니다. iTero 암호 정책은 높은 수준의 암호 강도를 요구합니다. 

작동 전력 100-240VAC- 50/60 Hz - 200VA (최대)

작동 온도 18° ~ 26°C / 64.4° ~ 78,8°F 

보관 / 운송 온도 -5° ~ 50°C / 23° ~ 122°F

작동 기압 및 고도
기압: 520 mmHg ~ 771 mmHg (-69 kPa ~ -103 kPa) 
고도: -400부터 10,000 피트 

보관/운송 기압 및 고도
압력: 430 mmHg ~ 760 mmHg (~ 57 kPa ~ 101 kPa)
고도: 0 - 15,000 피트

상대 습도 작동 시: 40 % ~ 70 %; 보관 시: 30 % ~ 90 %

치수

iTero HD 터치 모니터:
높이: 356mm (~ 14 인치)
너비: 552 mm (~ 21.7 인치)
깊이: 65 mm (~ 2.5 인치)

iTero Element 5D 봉:
길이: 346mm (~ 13.3 인치)
너비: 50mm (~ 2.0 인치)
깊이: 68 mm (~ 2.7 인치)

휠 스탠드
높이: 1280mm (~ 50인치)
너비: 645mm (~ 25인치)
깊이: 625mm (~ 24.5인치)

카운터 스탠드:
높이: 480mm (~ 19 인치)
너비: 552 mm (~ 21.7 인치)
깊이: 220 mm (~ 8.7 in)

순 중량
iTero HD 터치 모니터: 8.3 kg (~ 18.3 lbs)
iTero Element 5D 봉: 0.47 kg (~ 1 lbs)
휠 스탠드: 13.6 kg (~ 30 lbs)

선적 중량 ~ 37.5 kg (~ 83 lbs)

테스트 표준 등급 / 심각도 테스트 결과

문서 (IEC 60601-1-2 섹션 4 및 5)

EMC에 대한 일반 요건 섹션 4.1 -- 준수

외부 레이블 섹션 5.1 -- 준수

사용자 설명서 준수 섹션 5.2.1 -- 준수

기술 설명의 정확도 섹션 5.2.2 -- 준수

방출 (IEC 60601-1-2 / EN 60601-1-2 섹션 7)

전도 방출  
 주파수 범위: 150kHz - 30MHz

CISPR 11
그룹 1 클래스 B 230, 120 및 100 VAC 본선 (50 Hz);  
220 VAC 전원 (50 및 60 Hz)

준수

방사성 방출  
주파수 범위: 30 - 1000 MHz

CISPR 11 그룹 1 클래스 B 준수

고조파 전류 방출 시험 IEC 61000-3-2 230 VAC 메인 (50 Hz 및 220 V (60 Hz) 준수

전압 변화, 전압 변동 및 플리커 테스트 IEC 61000-3-3 230 VAC 주전원 및 220 VAC 주전원 준수

내성 (IEC 60601-1-2 섹션 8)

정전기 방전에 대한 내성 (ESD) IEC 61000-4-2 8 kV 접촉 방전 및 15 kV 대기 방전 준수

방사형 전자기장에 대한 내성 IEC 61000-4-3 10.0 V / m; 80 MHz ÷ 2.7 GHz, 80 % AM, 1 kHz 준수

무선 통신 장비의 근접 장에 대한 내성 IEC 61000-4-3
9V/m에서 최대 28V/m까지의 주파수 목록,  
PM (18 Hz 또는 217 Hz), FM 1 kHz

준수

EFT(electrical fast transient)에 대한 내성 IEC 61000-4-4 ± 2.0 kV - AC 주전원에서; Tr/Th – 5/50 ns, 100 kHz 준수

서지에 대한 내성 IEC 61000-4-5
AC 주전원 상에서 ± 2.0 CM / ± 1.0 kV DM;
Tr / Th - 1.2 / 50 (8/20) μs

준수

무선 주파수 영역에 의한 전도성 간섭에 대한 내성‑ IEC 61000-4-6
VDC 230 VAC 본선 및 봉 케이블에 3.0, 6.0 VRMS;  
0.15 ÷ 80 MHz, 80 % AM 1 kHz

준수

전압 강하, 짧은 정전 및 전압 변동에 대한 내성 IEC 61000-4-11
0 % - 0.5 사이클 & 1 사이클; 70 % - 25 사이클;
AC 주전원 상에서 0 % - 250 사이클

준수

부록 A:

EMC 신고
 
iTero Element 5D에 대한 EMC 테스트 결과 요약

부록 B:

시스템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