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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hange
대한민국� 평판� 프린터의� 표준�,� 멀티� 체인지� 시리즈�!

적은� 투자�,� 고수익� 디지털� 평판� 프린터�!

디지털� 평판�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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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가�?
153TECH

1. 헤드가� 잘� 막힌다�?
   자동클리닝� 기능으로� 헤드� 막힘� 방지�.
    
2. 잔고장이� 많다�?
      �1년에� �1�~�2회� �(소모품� 제외�)�.

3. 잉크� 유지비가� 많이� 든다�?
    � 타제품의� �1�/�3� 수준�.

4. 전기료가� 걱정� 된다�?
  � 형광등� �2개� 켜놓는� 것과� 유사�.

5.  �A�/�S가� 잘� 안된다�?
      당일� 또는� 익일� 총알� 출장�.

6. 출장비가� 부담� 된다�?
      택배� 시스템으로� 저렴한� 비용� 부담�.

7. 업체� 선정이� 어렵다�?
      국내� 최초� 개발� 노하우�.

�1�.� 확실한� 사후� 관리

�2�.� 저렴한� 유지비

�3�.� 우수한� 성능

�4�.� 잔고장이� 없다

�5�.� 상부� 분리형으로� 다양한� 소재� 인쇄� 가능

성공으로� 가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www.153tech.co.kr

국내� 유명� 기업들이� 선택한� 이유�?
멀티체인지로� 바꿔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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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양

320*630mm

5760*1440DPI

59kg

600*925*510mm

80mm. (열판� 제외) 

AC 100-240V 50/60HZ 2A

USB2.0

에코� 솔벤� 잉크

6칼라 (C.M.Y.K.LC.LM)

100ml/병

최대� 인쇄� 사이즈

최고� 해상도

무게

제품� 사이즈

인쇄� 가능� 높이

전원

인터페이스

잉크

칼라

잉크� 공급

S370
경제적이고� 다양한� 기능의� 프린터
S370 프린터는� 크리스탈�,� 캔버스�,� 아크릴�,� �P�V�C�,� 알루미늄�,� 돌�,� 나무등의� 
인쇄에� 최적화� 된� 솔루션�.

장점

선택� 사양

가격대비� 성능� 우수�.

내구성� 우수� �/� 잔고장� 없음�.

편리한� 유지� 보수
    - 출장비� 걱정� 없는� 저렴한� 유지비�.
� � - 상부� 교체형으로� 상부만� 분리하여� 택배� 발송� 수리�.

자가� 진단� 시스템
    - 각종� 센서� 등을� 자동으로� 진단하는� 시스템�.

작업� 데이터링
    - 작업� 현황을� 데이타링� 관리� 시스템�.

자동� 잉크� 재충전� 시스템
�    - 인쇄� 중� 잉크� 잔량을� 체크하여� 자동� 해지� 기능�.

자동� 급지� 시스템
�    - 연속� 자동� 출력� 시스템�.

높이� 조절� 편리성
�    - 자동�,� 반자동�,� 수동� �3단계� 선택� 기능�.

적합한� 소재
크리스탈�,� 나무�,� 캔버스�,� 메탈�,� 유리�,� 돌�,� �P�C�,� �P�V�C�,� 세라믹�,� 종이�,� 알루미늄� 등�.

프로모션� 제품
시계�,� 크리스탈�,� 골프공�,� 나무� 장식품�,� 스탬프�,� 캔버스�,� 타일�,� 화병�,� 아이디카드� 등�.

할로겐� 램프
     - 두꺼운� 소재� 표면을� 예열� 및� 건조� 기능으로� 최상의� 인쇄� 품질� 구현�.

열판� 기능
     - 전처리� 없이� 인쇄� 품질� 향상과� 다이렉트� 출력을� 위한� 하부� 예열� 시스템�.

아이디카드�,� 커플� 카드

캔버스� �(다양한� 모양과� 크기�)

캔버스� �(고품질� 프레임�)

시계

안경� 프레임� 장식

화장� 스폰지�,� 손톱� 줄�,� 휴대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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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70 
고품질� 에코솔벤� 다이렉트� 잉크를� 사용하여�,� 
고급� 브랜드� 이미지� 완벽� 재현� �!
별도의� 전처리� 및� 후처리� 없이�,� 자사가� 개발한� 잉크로� 소재에� 제한없이� 직접� 인쇄가� 가능�.

1 사� 양

적합한� 소재
코팅� 종이�,� 에칭판�,� 나무�,� 타일�,� 스폰지� 등�.

프로모션� 제품
퍼즐�,� 에칭프레임�,� 상패�,� 손톱줄�,� 애완견� 이름표�,� 자계� 등�.

장점
가격대비� 성능� 우수�.

내구성� 우수� �/� 잔고장이� 없음�.

편리한� 유지� 보수
    - 출장비� 걱정� 없는� 저렴한� 유지비�.
� � - 상부� 교체형으로� 상부만� 분리하여� 택배� 발송� 수리�.

자가� 진단� 시스템
    - 각종� 센서� 등을� 자동으로� 진단하는� 시스템�.

작업� 데이터링
    - 작업� 현황을� 데이타링� 관리� 시스템�.

자동� 잉크� 재충전� 시스템
�    - 인쇄� 중� 잉크� 잔량을� 체크하여� 자동� 해지� 기능�.

자동� 급지� 시스템
�    - 연속� 자동� 출력� 시스템�.

높이� 조절� 편리성
�    - 자동�,� 반자동�,� 수동� �3단계� 선택� 기능�.

최대� 인쇄� 사이즈

최고� 해상도

무게

제품� 사이즈

인쇄� 가능� 높이

전원

인터페이스

잉크

칼라

잉크� 공급

320*630mm

5760*1440DPI

59kg

600*925*510mm

80mm. (열판� 제외) 

AC 100-240V 50/60HZ 2A

USB2.0

에코� 솔벤� 다이렉트� 잉크

6칼라 (C.M.Y.K.LC.LM)

100ml/병

상패

애완견� 이름표

타일

퍼즐

나무� 악세사리

골프공

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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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케이스

하드� 케이스� �(아이폰�)

하드� 케이스

젤리� 케이스

타이머�,� 스위치

오직� 당신이� 원했던� 그� 제품�!

H310 
스타일리쉬하고� 칼라풀한� 나� 만의� 
핸드폰� 케이스� 완성�!

장점

어떤� 디자인도�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자신만의� 폰케이스에� 직접� 인쇄� 가능�.

어떤� 종류의� 재질에도� 인쇄� 가능� �(가죽�,� 젤리�,� 하드� 케이스� 등�)�.

모바일� 전용� 잉크의� 침투로� 내구성� 및� 고착성� 우수� �(알코올� 및� 스크래치에� 강함�)�.

균일하고� 안정된� 잉크� 분출로� 선명한� 색상 구현�.

별도의� 전처리� �(코팅�)� 및� 후처리가� 필요� 없음�.

브랜드에� 관계� 없이� 모든� 폰케이스에� 인쇄� 가능�.

적합한� 소재
�P�C�,� �A�B�S�,� 가죽�,� 인조� 가죽 � 등�.

프로모션� 제품
핸드폰� 케이스�,� 볼펜�,� 스위치�,� 닌텐도� 케이스� 등�.

1 사� 양

최대� 인쇄� 사이즈

최고� 해상도

무게

제품� 사이즈

인쇄� 가능� 높이

전원

인터페이스

잉크

칼라

잉크� 공급

320*630mm

5760*1440DPI

59kg

600*925*510mm

80mm. (열판� 제외) 

AC 100-240V 50/60HZ 2A

USB2.0

에코� 솔벤� 다이렉트� 잉크

6칼라 (C.M.Y.K.LC.LM)

100ml/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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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셔츠

티셔츠� �(흰색�,검정색�,노랑색�,분홍색� 등�)

에코백�,� 쿠션

앞면뒷면

손수건�,� 수건

티셔츠�,� 후드티�,� 니트티� 등� 어떤� 섬유에도� 인쇄� 가능�!
깜짝� 놀랄� 만한� 그라데이션� 이미지�,� 사진� 품질� 즉시� 인쇄� 가능�.

T570 
적은� 투자, 높은 수익

적합한� 소재
패브릭�,� 에코백�,� 극세사� 등�.

프로모션� 제품
티셔츠�,� 에코백�,� 니트티�,� 손수건�,� 안경닦이� 등�.

장점

탁월한� 내구성� 및� 인쇄� 후� 섬유� 표면의� 부드러운� 촉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음�.

생생한� 색상과� 사진� 품질의� 칼라� 구현�.

�R�I�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사용�.

고객의� 주문과� 동시에� 인쇄� 가능�.

�1�0�0�%� 면섬유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폴리�/면� 혼방�,� �1�0�0�%� 폴리에스테르� 옷감� 인쇄�.

검정색� 소재는� 전처리� 후� 흰색� 잉크를� 먼저� 인쇄하고� 칼라를� 인쇄�.

1 사� 양

최대� 인쇄� 사이즈

최고� 해상도

무게

제품� 사이즈

인쇄� 가능� 높이

전원

인터페이스

잉크

칼라

잉크� 공급

310*460mm

5760*1440DPI

61kg

600*925*510mm

25mm. 

AC 100-240V 50/60HZ 2A

USB2.0

워터베이스� 피그먼트� 잉크

4칼라 (C.M.Y.K.) / 5칼라� (C.M.Y.K.+2개의� 흰색� 잉크�) 

100ml/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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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양

5760*1440DPI.

18.3kg (상부:12.5kg / 하부: 5.8kg)

600*290*330mm

최고� 해상도

무게

사이즈

체인지
경제적인� 스페어� � “체인지”
프린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부� “체인지”� �2�~�3분� 안에� 교환하여� 시간을� 허비� 할� 필요가� 없음�.

장점
가격대비� 성능� 우수�.

잔고장이� 없고� 내구성� 우수�.

편리한� 유지� 보수�.

프린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상부� 교체�.

옵션
할로겐� 램프
- 상부의� 할로겐� 램프는� 즉시� 건조하고�,� 소재에� 잉크의� 번짐을� 방지�.

13 14Revolutionary Digital Flatbed Printer! MULTI CHANGE www.153tech.co.kr

상부� 분리형 “체인지”
솔벤잉크�,� 섬유잉크�,� 범용� 휴대폰� 잉크� 사용� 시� 프린트� 장비를� 최대� �3대까지� 구매를� 해야� 하지만� 

체인지는� 프린터의� 헤드부분만� 교체하면� �3대의� 퍼포먼스� 효과� 가능�.� 

비용적인� 면에서도� 기존� 제품� �1대� 가격으로� �3대를� 구매한� 것과� 같은� 효과�.

다양한� 인쇄환경에� 맞춘� 폭넓은� 컬러� 출력� 모드를� 지원하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가능�.

하부

상부

샘플



잉크
다양한� 잉크� 옵션
전� 세계� 믿을� 만한� 고객으로� 부터� 인정� 받은�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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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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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지그는� 인쇄하는� 동안� 상품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줌�. 

�7가지� 종류의� 잉크�,� 색상� 견뢰도� 및� 내구성� 우수�.

친환경� 솔벤� 잉크
1. 별도의� 전처리� 없이�,� 소재에� 직접� 인쇄�.
2.� 노즐� 막힘을� 효과적으로� 방지�.

적합한� 소재
크리스탈�,� 타일�,� 아크릴�,� 알루미늄�,� 나무�,� 자계� 등.

친환경� 솔벤� 다이렉트� 잉크
1. 선명한� 색상� 표현과� 높은� 색상� 농도�.

2. 빠른� 건조� 및� 색상� 견뢰도는� 장식의� 수준�.

3.� 자외선에� 강함�.

4. 세탁� 시� 잘� 지워지지� 않음�.

적합한� 소재
핸드폰� 케이스� �(젤리�,하드�(�P�C�)�,가죽�,인조가죽�)�,� �A�B�S�,� 등�.

옷감� �(워터베이스� 피그먼트� 잉크�)� 잉크
1. 칼라� 고착성이� 강하여� 벗겨짐� 없음�.

2. 100% 면� 인쇄� 시� 최고의� 품질, � 폴리�/면� 혼방, 100% 폴리에스테르� 옷감� 인쇄. 

3. 세탁� 시� 물에� 잘� 지워지지� 않음�.

적합한� 소재
옷감� 천�,� 에코백�,� 극세사� 등.

흰색� 잉크
블랙� 옷감� 인쇄� 시� 화이트� 인쇄� 하기� 전�,� 전처리를� 한� 후� 칼라� 잉크� 인쇄�.

폰케이스

�I�D� 카드� 및� 커플� 카드�,� 사원증 명함CD

볼펜 골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