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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저스, 리히텐슈타인, 2020년 9월 22일 – 표면 처리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올리콘 발저스가 현대 치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치과용 기구 및 어버트먼트를 위한 PVD 코팅인 BALIMED TICANA 를 출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코팅은 잇몸의 색상과 유사하여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환자들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적 특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BALIMED TICANA 코팅은 올리콘 발저스의 의료 산업 성장 

전략에서 또 다른 진보를 보여줍니다.  

고정형 치과 보철물을 사용하는 덴탈 임플란트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치과용 어버트먼트 

표면에 생체 적합성이 높은 내마모성 코팅을 적용함으로써 수명 향상 및 다목적성이라는 현대 치과 기술의 필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BALIMED TICANA 코팅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연스러운 천연 장미(선홍색) 색상이며 탁월한 코팅 특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HIT [GPa] > 35의 고경도 내마모성 코팅에 의한 내구성 있는 표면을 제공하여 치과 보철물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정하며 크라운의 높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올리콘 발저스가 특허 받은 S3p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매우 매끄러운 코팅인 BALIMED TICANA는 임플란트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정합니다. 또한 25 wt.% 염화나트륨(NaCl) 수용액에서 34 일 동안의 침지 테스트 후에도  

BALIMED TICANA 코팅은 색상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우수한 내식성으로 구강 위생 제품이나 타액으로부터 보호합니다.  

BALIMED TICANA 코팅이 적용된 치과용 기구의 표면은 경도가 높고 매끄러우며,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고압 

멸균처리가 가능합니다. BALIMED TICANA 코팅의 색상은 치과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기구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료 제품 코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올리콘 발저스의 Balzers (리히텐슈타인), Brügg (스위스), Cluses (프랑스) 및 Elgin 

(미국) 코팅 센터가 ISO13485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BALIMED 포트폴리오는 최고의 산업 표준을 충족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BALIMED 메디컬 코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oerlikon.com/balzers/balimed/  

 

https://www.oerlikon.com/balzers/bal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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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기구 및 어버트먼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PVD 코팅인 BALIMED TICANA 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연스러운 천연 장미빛 색상을 표현하여 

미적 효과와 우수한 코팅 특성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환자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