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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데스크탑 각인기, 매직™-S4
매직™-S4는 다양한 크기의 평면형 소재 각인을 위한 각인기로서 기능성, 구조적 안정성, 퍼포먼스, 디자인 

완성도 등에서 획기적 변화가 실현된 제3세대 다목적 데스크탑 각인기입니다. 표찰, 명판 등과 같은 

플레이트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상품에 직접 각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사이니지, 기념품, 판촉물, 산업용 

등의 각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각인할 수 있습니다. 

매직™-S4는 쉽고 간단한 사용법, 다양한 기능, 폭넓은 활용성과 성능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심미적 만족감을 주는 중형 다목적 각인기입니다. 

금, 은, 동, 황동, 티타늄,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등 모든 금속에 각인

넓은 작업 영역으로 크기가 큰 소재에 각인

전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한 고품질 경면 각인

내장 카메라와 레이저에 의한 직관적이며 간편한 각인 위치 제어

소재의 높이를 자동 측정하는 자동 측정 기능

소모품 비용이 적은 경제적인 유지 관리

작은 크기와 쉽고 간단한 사용법으로 누구나 사용

MagicEngrave™ 소프트웨어로 쉽고 빠른 각인

중요 특징 KEY POINT

각인 소재 MATERIALS

금, 플래티넘, 은 등 귀금속

각종 도금 소재

티타늄, 써지컬 스틸 등 특수 금속

플라스틱, 유리

황동, 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 등 일반 금속

기타

주요 고객 CUSTOMERS

사인물/판촉물 업체공예 공방

제조 공장

기념품 숍

기타 다양한 제품에 각인하고자 하는 고객 

용도 USES

명판 각인

메탈 각인

기념품 각인

산업용 마킹

화장품/향수 케이스 각인 

펜던트 각인

유리 각인 

판촉물 각인

각종 표찰(사이니지) 각인

기타 다양한 금속/플라스틱/유리 각인 

인식표 각인

펜 각인

부품 각인 



제품 특징

다양한 각인 타입 지원 
해칭 라인 - 도안을 일정한 간격의 가로선 또는 세로선으로 표현

사선/크로스 라인 - 도안을 일정한 간격의 사선 또는 X자 모양의 크로스 라인으로 표현

등고선 - 도안의 내부를 일정한 간격의 테두리 선으로 채워 패턴을 표현

아웃 라인 - 도안의 테두리를 선으로 깔끔하게 표현

단선 - 글자 등을 단선으로 단순하게 표현

사진 각인 - 사진 이미지를 점으로 표현

FEATURES

다아아몬드 공구에 의한 고품질 스크라이빙 각인
다이아몬드 공구에 의한 스크라이빙 각인을 지원하며 각인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공구에 의해 각인 면이 경면화되어 생기는 표면광에 의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각인됩니다.

소재 경도에 따른 각인 속도 제약이 없어 고속으로 각인합니다.

경면 각인에 의한 표면광과 각인 깊이에 의한 빛 반사로 각인이 선명하고 식별이 
용이합니다.

소재 색상을 변화시키지 않아 소재 본연의 색을 유지합니다.

공구 수명이 길고 소모품 비용이 적어 경제적입니다.

■ 고품질 스크라이빙 각인

혁신적 변화가 실현된 제3세대 다목적 데스크탑 각인기입니다.

디자인, 부품, 기능 등이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모두 재설계되었습니다.

기능성, 구조적 안정성, 퍼포먼스, 디자인 완성도 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디자인, 부품, 기능의 혁신적 개선
기존 제품보다 2배 높은 해상도로 기기를 제어합니다.

보다 세밀한 표현력으로 각인 품질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각인 중 발생하는 작동 소음이 대폭 줄었습니다.

제3세대 최신 모터 제어 시스템 

■ 제3세대 다목적 데스크탑 각인기

넓은 작업 영역으로 다양한 크기의 소재 각인 
넓은 조각 가능 영역으로 각인할 수 있는 소재 크기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기본 평판형 클램프로 약 240mm x 180mm 크기로 각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넓어 각인 영역보다 더 큰 크기의 소재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각인기의 앞뒤가 개방되어 있어, 이 공간을 이용해 길이가 긴 소재도 각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 크기의 제약이 적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기능 확장
각인기 기능의 간편한 확장을 위한 다양한 옵션 장치가 지원됩니다.

착탈식 구조의 클램프로 용도에 따라 간단히 클램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높이 가변형 구조의 클램프로 클램프 높낮이를 조절해 다양한 두께의 소재를 각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지그와 클램프 핀 등을 이용해 다양한 형상의 소재를 쉽게 고정하고 각인할 수 
있습니다.

■ 다목적 활용

(단위 : mm)

241

315

179

>600

60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MagicEngrave™ 소프트웨어 제공
누구나 쉽게 각인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며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 
MagicEngrave가 제공됩니다.

MagicEngrave가 제공하는 쉬운 사용법과 다양한 기능으로 누구나 각인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블루투스 무선 연결
블루투스 무선 통신으로 태블릿에서 무선으로 각인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 아이패드, 윈도우 태블릿 등 대부분의 태블릿을 지원합니다.

숍에서 태블릿을 이용해, 고객과 각인을 위한 소통을 하고 고객을 각인에 직접 
참여시키는 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고 조용하며 모던한 스타일의 디자인
크기가 작고 작동 소음이 거의 없어 설치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이든 주변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숍에 설치하여 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좋은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속 각인 
다이아몬드 공구에 의한 스크라이빙 각인으로 각인이 아주 빠릅니다.

소재를 재질의 구분없이 고속으로 각인합니다. 

간편한 소재 착탈을 돕는 클램프가 있어 대량의 반복 각인도 쉽고 간편하며 빠릅니다.

자동 측정 기능
소재 측정 센서가 소재 높이를 자동 감지하여 원점을 맞춥니다.

공구를 소재에 맞추기 위해 따로 할 일이 없어 빠르고 편리합니다. 

■ 누구에게나 쉽고 빠른 각인을 위한 편이 기능

내장 카메라와 레이저를 이용한 간편한 각인 위치 지정
내장 카메라로 소재 이미지 위에서 각인 내용을 직접 도안하고 바로 각인하는 
직관적인 사용법을 지원합니다. 

레이저 포인터도 내장되어 있어 각인 위치를 간편히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인 준비 작업이 최소화되어 빠르고, 누구나 각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Magic



기능 및 활용 APPLICATION

각종 인식표, 액세서리, 명판, 기념품, 판촉물 등에 각인

펜던트 각인 

다양한 소재에 글자, 로고, 패턴 등을 각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각인 소재의 범위가 넓어 다양하게 공급되는 애견 인식표 
각인

애견 인식표 각인 

다양한 소재의 애견 인식표에 각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황동 또는 도금된 메탈 소재의 라이터에 각인

라이터 각인

라이터에 글자, 패턴 등을 각인할 수 있습니다.

앞뒤 개방형 구조를 활용해 길이가 긴 소재에 각인

길이가 긴 소재 각인

길이가 긴 소재를 각인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소재 각인

두께가 두껍고 옆면이 둥근 소재도 각인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이 가변형 클램프를 통한 높이 조절과 다양한 지그를 활용해 
다양한 두께와 모양의 소재를 각인

소재의 곡면을 따라 각인하는 기능을 통해 곡면 팔찌, 볼, 
힙플라스크, 펜 등에 쉽게 각인

곡면소재 각인 

표면에 굴곡이 있는 소재도 간단히 각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황동,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된 네임택에 이름 
등을 각인

네임택 각인

네임택을 각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 뒷면 또는 옆면에 기념일, 이름, 로고 등을 각인

시계각인

시계 뒷면 또는 옆면에 각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폰트와 크기 및 내용으로 각인

부품 각인

다양한 산업용 부품에 각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상의 소재 고정을 지원하는 지그를 활용해 쉽게 고정하여 
빠르게 각인

다양한 상품 각인 

다양한 상품에 직접 각인할 수 있습니다.

펜던트 클램프를 이용해 다양한 길이의 펜을 쉽게 고정하여 각인 

펜 각인 

다양한 길이의 펜에 각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각인 

펜던트, 인식표 등에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에 작은 점을 찍어 이미지를 표현하는 각인 방법

화장품 케이스, 뚜껑 등에 다양한 메시지를 각인

화장품 케이스 각인

화장품 케이스에 각인할 수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으며 깊이가 깊어 식별성이 좋은 각인

산업용 명판 각인

산업용 명판에 각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등으로 제작된 군인 인식표에 각인

군인 인식표 각인

군인 인식표를 각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