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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 -T5는 전통의 전각(篆刻)을 현대적 기술로 계승하여, 오랜 세월 장인의 손을 통해 조각되었던 상용 도장, 예술 인장 

등을 새로운 방식인 소프트웨어와 기계 기술을 이용해 조각하는 인장/스탬프 조각기입니다.

1세대에서 2세대에 걸쳐 쌓아온 인장, 전각, 스탬프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능성, 구조적 안정성, 퍼포먼스, 디자인 

등에서 큰 변화를 실현한 3세대 조각기 터보™-T5는 상용 인각(印刻)을 편리하게 하는 수단일 뿐만아니라 전통 

예술로서의 전각이 현대적 활용을 통해 다양하게 재창조되어 변화 발전하도록 하는 도구로서 현대 전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도장, 고무 스탬프를 모두 조각하는 다목적 조각기

양각과 음각의 자유로운 표현

크기가 작고 소음이 적으며 모던한 스타일의 디자인 적용

소재와 조각날을 자동 측정하는 자동 조각기

사용하기 편리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조각

2배로 높아진 해상도로 더욱 좋아진 조각 품질

도장 소재를 하나의 클램프로 고정하는 V형 지그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

조각 분진 집진 시스템 

중요 특징

조각 소재

용도

고무 스탬프 조각

- 베이크라이트

인면 평탄화 가공

- 모든 인장 소재

벽조목/대추목

화양목

목봉

비단목/흑단 등

수우

가옥

인조상아

아크릴

베이크라이트

플라스틱

기타 

일반 인장 조각

- 원형인

- 타원인

- 직사각인 

- 계인 

- 직인

- 법인인감

- 결재인

- 삼각형인

전통의 전각을 현대적 기술로 계승한

인장 조각기, 터보™-T5



제품 기능

제품 특징

다양한 크기의 도장 소재를 모두 고정하는 V-형 바이스

시중에 유통되는 인장 재료의 크기와 모양은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작게는 5~6mm의 작은 

도장에서부터 크기가 40mm 보다 큰 소재도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소재를 단 하나의 기본 지그로 

모두 고정할 수 있도록 바이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 고정시 크기에 신경쓸 필요없이, 모든 크기의 소재에 대해 단일 고정 방법으로 소재를 고정하게 

되어, 조각기 사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모든 상용 인장 조각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개인 인감, 법인 인감, 회사인, 직인, 계인, 

사무인 등 오랜 시간 유통을 통해 규격화된 모든 인장 재료에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 규격에 맞게 조각할 수 있도록 전용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조각할 수 있습니다.

- 타원 목인장
- 원형인
- 법인인감
- 계인

- 사무인 (大/小)
- 사각직인
- 기타 

스탬프 제작용 베이크라이트 패널 조각

스탬프 성형 틀 역할을 하는 베이크라이트 패널을 조각하는 스탬프 

조각 기능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다양한 스탬프를 빠르고 쉽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내용만 입력하면 자동 완성되는 마법사 기능을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스탬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1mm 이하 크기의 글자까지 표현하는 터보™의 정밀 조각 기능과 

베이크라이트 패널을 이용한 스탬프의 열성형 제작 방식은, 고무 

스탬프를 제작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좋은 품질의 제작 

방법입니다.

인면 평탄화 가공

도장의 인면이 고르지 않거나, 조각한 도장 재료를 다시 조각하는 

경우, 이제 더이상 사포로 갈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자동 인면 평탄화 가공 기능을 이용하면 그 어떤 

방법보다도 깨끗하며 정확한 수평으로 인면이 만들어집니다.

- 조각기를 이용한 자동 인면 가공
- 수평이 정확한 가공
- 아주 고운 면 처리 
- 후작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면 가공  

공구 길이 자동 측정 시스템

공구 길이 자동 측정 기능이 제공되어 새 조각날의 길이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보정합니다.

조각날을 적당한 길이로 교체하기만 하면 바로 조각할 수 있어, 

조각기의 사용과 관리가 아주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기본 공구로 모든 도장을 조각할 수 있지만, 공구 교체가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조각날을 자유롭게 교체하여 조각 

소재,  방법, 품질, 속도 등에 따라 최적의 조건으로 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

기기 내부 부품의 노출을 최소화하였고 모든 부품에 대해 디자인과 

마감 품질을 크게 개선하여 제품 품질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조각기를 설치하는 주변의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 어느 공간에나 

노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계로 인식되던 조각기에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마감 품질이 

더해져 인장 조각기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소재 크기, 높이 및 중심 자동 측정 시스템

소재 측정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소재의 크기, 높이, 기울기 및 

중심을 자동 측정하므로 소재를 조각기에 고정시키기만 하면 

조각이 됩니다.

조각기 사용을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밀한 

글자 조각과 일정한 두께의 테두리 조각을 위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동 측정 기능을 통해 버튼만 누르면 자동 조각되는 도장 조각은 

프린터 인쇄 방법과 동일합니다.

2배로 높아진 해상도로 더욱 개선된 조각 품질

기존 제품 대비 해상도가 2배로 높아졌습니다.

정밀한 모터 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더욱 정밀한 위치 제어와 부드러운 동작을 하며 조각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작동 소음이 대폭 줄어 아주 조용한 작동을 합니다.

정확한 위치 제어와 세밀한 움직임으로 더욱 미세한 표현이 가능해져 눈에 띄는 조각 품질의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공 소프트웨어

샘플

스탬프 도안 소프트웨어, 스탬퍼™

인장 도안 소프트웨어, 기린™

- 시중 유통되는 모든 상용 인장의 도안

- 쉬운 사용법과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누구에게나 쉬운 도안

- 편리한 한자 변환 기능

- 30여종의 인장용 서체 제공과 편리한 서체의 선택

- 양각과 음각의 간편한 전환 기능

- 글자의 획을 자유롭게 다듬는 가획 기능 제공

- 누구나 쉽게 디자인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유사한 쉬운 사용법

- 자주 사용하는 스탬프를 자동 생성하는 마법사 기능

-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우 등과 호환

- 조각 버튼만 누르면 베이크라이트 조각을 자동 제어



제품 스펙

모델명

소재 최대 길이

크기

XYZ축 행정

해상도 사각 소재 최대 크기

중량

전압

소비 전력

원형 소재 최대 직경 평판 소재 최대 크기

터보™-T5

287mm(W) x 302mm(D) x 283mm(H)

118mm(X) x 116mm(Y) x 38.5mm(Z)

0.0025mm(XY) / 0.000625mm(Z) 41mm x 41mm

19.5Kg 

AC 100~240V, 50Hz/60Hz 

25W 

Ø22mm

125mm

DC 모터 출력 14.5W

120mm x 100mm

스핀들 회전 속도( ±10%) MAX 12,000RPM

사용 온도/습도 0~40°/10-85%

옵션

조각 중 발생하는 분진을 흡입하여 깔끔한 조각기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조각 후 남은 가루를 간편히 
제거하기 위해 사용

음각 조각된 베이크라이트 패널 위에 고무 시트를 
올리고 열과 압력을 가해 성형하여 고무 스탬프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

고무 스탬프 제작을 위해 베이크라이트 패널을 
조각할 경우, 칩의 깔끔한 배출과 고속 조각을 위해 
사용

새 도장 또는 이미 조각한 도장을 갈아내고 다시 
조각하고자 할 때 조각기를 이용한 자동 인면(篆刻) 
평탄화 작업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집진기 * 출시예정 고무 스탬프 조각날 인면 평탄화 전용날열프레스

287 mm 30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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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비교표

아크릴(명찰) 조각

터보™-T5기  능분  류 터보™-T7 터보™-T9 터보™-T10

돌도장 조각

금속 마킹

측관 조각

고무 스탬프 조각

인면 평탄화 가공

도장 조각

조각 가능 소재 크기

조각 기능

기린™ (도장)

스탬퍼™ (스탬프)

MagicEngrave™ (각인)

도장용 V홈 지그

측관용 지그

다목적 펜던트 지그

제공 프로그램

바이스

원형 22mm / 사각 직인 41mm
베이크라이트 120mm x 100mm

원형 22mm / 사각 직인 45mm / 베이크라이트 패널 200mm x 120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