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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명판마킹기 IMP-20

IMPRESSION-20

IMPRESSION-20
마킹에 최적화된 고속 스크래치 명판 마킹
- 명판 마킹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 산업용 명판 및 부품 마킹에 최적화시킨 고속 스크라이빙 마킹
- 각종 금속소재 마킹
- 착탈식 바이스 구조로 바이스 주문 제작 가능
- 선명하고 지워질 염려없는 마킹
- 초소형 마킹기로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 가능
- 저소음 기기로서 현장에서의 소음 유발 최소화
- 소재 높이 및 기울기 자동 측정 기능의 Full Automatic 마킹기
- 바이스를 직접 비추는 조명을 내장하여 마킹 상태 확인이 용이
- 마킹 전용 프로그램(매직아트) 제공으로 마킹이 쉽고 간편
- 내구성이 높은 다이아몬드 공구를 기본 제공하며 유지 보수비 최소화
- 간단한 사용법으로 다수 사용자의 공동 사용이 용이

제품 상세 스펙
크기

288mm(W) x 303mm(H) x 355mm(D)

작업영역

130mm(X) x 116mm(Y) x 30mm(Z)

해상도

(XY) 0.005mm / (Z)0.00125mm

공구 직경

4mm

무게

24.6Kg

소비전력

12W

전원

AC 100~240V 50/60Hz

IMP-20은 산업용 명판, 부품 등의 마킹 솔루션입니다.
초소형 금속 마킹기로서 소음이 거의 없고 콤팩트한 크기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법이 간단해 누구나 빠르고 쉽게 미려한 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금속 명판, 각종 금속 부품 등에 스크
라이빙 마킹을 할 수 있는 초소형 마킹기입니다.

Applications

기기의 좌측면을 오픈하여 파이프와 같이 길이가 긴 소재도 마킹이 가능

다목적 바이스/핀홀
주요특징

- 다목적 바이스를 이용해 대부분의 소재를
빠르고 쉽게 고정
- 불규칙한 형상의 소재 고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핀을 이용해 다양한 형상의 소재를 손쉽게 고정
- 마킹 소재의 신속한 교체가 용이
YOOSUNGENG

착탈식 바이스

레이저 포인터

바이스의 착탈이 가능하여,
용도에 따라 다양한 바이스를
선택하여최적의 조각 환경 구성

레이저 포인터를 내장하여,
마킹 위치를 빠르고 쉽게 확인 및
조정이 가능하여 마킹 실수 예방

스크라이빙 마킹
내구성이 높은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해 다양한 소재에
YOOSUNGENG
스크라이빙 마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