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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버�레이저�마킹기 L2 는?
L2는�주얼리�산업에서�오랫동안�사용되어온 L100 레이저�마킹기를�기반으로�하여, 일반�마킹과는 
다르게�더�섬세하고�복잡하며�형상이�다양한�주얼리�특유의�마킹�작업을�안전하고�편리하며�빠르게 
작업할�수�있도록�개발된�레이저�마킹기입니다. 

많은�주얼러들의�다양한�레이저�마킹기에�대한�요구와�기대를�청취하여�개발된 L2는�주얼리에�특화된 
레이저�마킹기이며, 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을�만큼�편리하고, 주얼리�공장, 공방뿐만�아니라�주얼리�숍 
사용에도�완벽한 3세대�레이저�마킹기입니다. 

중요�특징
- 주얼리에�최적화된�레이저�마킹기 
- 다양한�주얼리�소재�및�제품의�고속  마킹
- 간편한�로터리�클램프�연결 
- 간편한�펜던트/링�마킹�기능�전환 
- 설치�공간의�제약이�적은�초소형�크기 
- 사용자의�안전을�완벽히�보호하는�챔버형�구조

용도
- 일반�마킹
- 블랙�마킹
- 화이트�마킹
- 포토�마킹
- V-카빙
- 클리닝

Made in KOREA

기기 크기(mm) : 304 (W) x 554 (D) x 500 (H)
* 로터리�클램프는�별도�구매품�입니다. 

안전 도어 개방 시 높이

: 75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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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마킹에 최적화된 L2 

블랙 마킹/화이트 마킹/깊은 마킹 
푸시-풀 커넥터로 간편한 펜던트↔반지 마킹 모드 전환 
반지 외경/내경 마킹이 간편한 좌우 슬라이딩 로터리 구조 
반지 외경/내경 마킹 시 편리한 각도 조절을 위해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각도 조절 노브 
복잡한 형상의 주얼리 제품의 간편한 마킹을 위한 다양한 
바이스 제공 

L2는�주얼리에�특화된�레이저�마킹기로서�주얼리에서�빈번히 
사용되는�섬세하고�복잡한�작업을�가장�빠르고�편리하게�작업할 
수�있습니다. 

숍 설치에 필수적 기능을 제공하는 L2 

어떤 주얼리 숍에도 잘 어울리는 사용자 및 공간 친화적 디자인 
초소형 구조로 좁은 설치 공간에서도 사용 가능 
필요시에만 냉각 팬이 작동되는 Adaptive Cooling 
시스템으로 무소음 또는 저소음 작동 

L2는�주얼리�공방�뿐만�아니라�주얼리�숍�사용도�염두에�두고 
개발된�레이저�마킹기로서�주얼리�숍�사용에�완벽한�구성을 
갖추고�있습니다. 

304mm

500mm

LOW
NOISE
LEVEL

푸시-풀 커넥터를 통한 간편한 로터리 클램프 착탈 
평판 높이 자동 제어축 내장 
집진기 자동 ON/OFF 기능 기본 제공 
기기 상태의 빠르고 간편한 확인을 위한 상태표시등 내장 
적은 힘으로도 부드럽게 안전 도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힌지(Soft-Hinge) 내장 
상향 개방형 안전 도어로 개방감이 크며, 넉넉한 기기 조작 
공간 제공  

L2는�다음과�같은�기능을�통해�사용�경험이�없는�초보�사용자도 
실수없이�빠르고�안전하게�마킹을�할�수�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 기능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L2 

Auto Auto

Soft-Hinge

화이버�레이저�마킹기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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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마킹

블랙/화이트 마킹, 깊은 마킹 등의 혼합 툴패스로 복잡한 
형상에 대한 일괄 마킹 작업 
다양한 특성의 레이저 옵션을 툴패스에 각각 반영하여 복합 
툴패스에 의한 일괄 마킹 작업 
높이가 다른 마킹 면에 자동 포커싱하여 마킹하는 자동 다단 
포커싱 마킹 
곡면 팔찌 등 곡면 소재 마킹 
글자 단위 고속 로터리 마킹 
동일 내용의 간편한 반복 마킹을 위한 반복 마킹 기능 내장 
쉽고 빠른 매직아트 7 소프트웨어 제공 

L2는�복잡한�주얼리�마킹에�보다�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 
다양한�편이�기능을�제공합니다. 

안전한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L2 

Class 1 등급에서 규정하는 수준 이하로 레이저 광의 외부 
방출을 차단하는 안전한 기기 
분진의 외부 비산과 비가시 레이저 광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챔버형 구조 
집진기 자동 제어 기능으로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분진의 비산 
예방 
챔버 내부 에어 흐름 최적화를 통한 강력한 집진 효율 
시력 보호창을 내장하여 고글 등이 없어도 기기의 작동 상태 
확인 
2중 안전 센서를 내장하여 레이저 작동 중 레이저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 

레이저�마킹기는�편리한�기기이지만�안전한�사용을�위해 
유의해야할�사항들이�있습니다. L2는�기기의�안전한�사용을 
위해�다양한�기능을�제공합니다.   

L2에는�주얼리�마킹�및�생산�시�빠르고�편리한�작업�환경을�만들수�있도록�작업�특성에�맞추어  선택할�수�있는�다양한�보조�도구가�준비되어 
있습니다.

옵션 클램프

L-클램프
불규칙한�형상의�반지, 팔찌�내/외경�수동 
마킹용�클램프

펜던트�클램프
다양한�형상의�펜던트�마킹용�클램프

자동�중심형자유�이동형

화이버�레이저�마킹기 L2

반지�내/외경�마킹용�클램프
로터리�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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