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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 에이스기계 주식회사
▷ 브랜드 네임: SIGNATURE
▷ 대표이사: 이철
▷ 1993년 설립
▷ 자동접착기와 관련 기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내수시장에 판매 및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1,000대 이상의
    자동접착기를 공급해왔습니다.
▷ 하이엔드 시장을 타겟으로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사 및 기술연구소 시흥시 소재

해외지사, 베트남 호지민 빈증성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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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호기 수출

NET(신기술) 인증 획득
 지식경제부장관상, 미래 패키징 코리아스타상 기업부문 대상
 ATC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선정 (산업통상자원부) 

IP 스타기업 지원사업 선정 (특허청, 지식재산센터 주관) 

글로벌 창의.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 (한국산업단지공단)

KOTRA 글로벌 브랜드 신규기업(Blue) 선정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테마클러스터 총괄 주관기관 사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시흥시 최고경영인상 수상 (이철 대표이사) – 시흥시 상장

시화 MTV 단지내 신공장으로 이전 (스마트 팩토리 준비)

  500만불 수출의탑 달성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사업선정 

Kotra Pre월드챔프 사업선정

1995. 05. 18

2011. 12. 21

2012. 05. 22

2013. 06. 14

2014. 02. 20

2014. 05. 02

2014. 05. 02

2014. 05. 09

2014. 07. 21

2014. 10. 03

2014. 11. 05

2014. 12. 05

2015. 05. 01

2016. 09. 01

2016. 10. 01

2017. 04. 01 글로벌 융합 ATC 사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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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GLOBAL NETWORK

03/30

1. 회사 소개

Japan



접착기 폭 면

ELITE 70 SL
MK 90 CS

PREMIER 110 4,6CS
SELECT 135 8CS
EAGLE 145

ALBATROSS 165
ACE / NANO 220

관련 전후공정 기계

SIG FEED
SIG TORNADO

SIG CHECK
SMART PACK

SIG PACK
TEAR TAPE

INLET SPOTTER
300

커스터마이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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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품 소개

Straight line / Lock bottom / 4&6 CornerELITE

World Best HIGHEND MODEL

- ACE기계, 시그네쳐의 대표 모델로 전세계에 제일 많이 판매된 접착기입니다.

- 옵션을 활용한 무한한 확장성과 범용성을 자랑하며

어떠한 어려운 박스라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벨트스피드 550mpm으로 고속작업을 진행합니다.

·얼라이너와 MS 캐리어 업다운 장치가

   기본옵션장치로 장착됩니다. 

·옵션을 활용하여 650m 까지 증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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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 line / Lock bottom / 4&6 CornerPREMIER

06/30

접착기계의 명품“프리미어”

- 시그네쳐의 기본 모델이자

   25년 동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로

   작은 박스부터 큰 박스까지

   넓은 범용성을 자랑합니다.

- 또한, 세팅이 쉽고 유연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소량 다품종 유틸리티와

   고속생산 모두에 최적화된 모델로

   가성비가 뛰어난 솔루션입니다.

2. 주요 제품 소개



Straight line / Lock bottomMK

프리미어의 컴팩트 버전

- 프리미어에 기반하여 만든 접착기로,

   보다 작은 샘플에 최적화된

   접착기입니다. 

- 작지만 소량다품종 생산과

   고속대량생산 모두에 최적이며

   초보급 기장도 쉽게

   오퍼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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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품 소개



Straight line / Lock bottom / 4&6 CornerSELECT

강력, 견고, 안정

- 일반박스는 물론 골판지 작업이 가능한 접착기로

   강력한 내구성과 외관을 자랑합니다.

- 크고 복잡한 박스를 작업하는 생산환경에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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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품 소개



Straight line / Lock bottom / 4&6 CornerEAGLE

- 골판지 작업에 특화된 접착기로

   하드보드부터 E/B/A/EB 골까지 작업합니다.

- 스팡커와 스퀘어링디바이스가 장착되어

   핀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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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품 소개



Straight line / Lock bottom / 4&6 CornerALBATROSS

- 일반박스부터 골판지까지 다양한 골과 종류의 박스작업이 가능합니다.

  * N,F,E,B,C,AB,AC,BC,EB,EF 골 단면부터 6면까지 커버합니다.

- 다양한 사이즈가 가능합니다. (예:단면 : Max. 3000mm ~ Min. 290mm)

  * 전구간 MS 상부캐리어 업다운이 가능합니다.

- 오토조그 장착으로 350mpm 속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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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품 소개



Straight line / Lock bottom / 4&6 Corner ACE

Straight line / Lock bottomNANO

뛰어난 퀄리티와 경제적인 가격,

미국과 유럽에 납품하며 쌓여온 ACE기계만의 노하우로 설계된 제품으로

ACE기계의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ACE기계의 기술력으로 만든 접착 입문 단계의 저가형 모델입니다.

시그네쳐 브랜드를 등에 업고 세계시장에 노크하고 있으며,

기존 접착기와 협업하는 서브 접착기로도 뛰어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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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품 소개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Straight line / Lock bottom / 4&6 Corner SIG

- 고속작업 시, 접착기 피더에 일정량의 블랭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오토피더

- 장시간 작업에 의한 작업자 피로도 감소와 업무 능률 향상

- 생산성 향상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

- 높은 호환성

Straight line / Lock bottomSIG

- 다이컷팅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루어지는 급지.

-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전과 급지

- 높은 호환성과 쉬운 설치, 작동

- 작업자의 피로도 감소 및 업무능률 향상

- 원가절감 실현

FEED

TORN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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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PackerSIG
PACK

- 접착 기계의 최고 운전 속도 지원

- 단면 작업 시 시간당  최대 200,000장 자동포장 작업 가능

- 포장 전 풀 불량 유/무 샘플링 검사 가능 (eject)

- 최소 인력으로  포장작업 가능 - 인건비 절감에 기여

- 접착 단가 감소로 경쟁력 우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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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SMART PACK

- 뛰어난 유연성

  고객사 공장의 공간에 맞게 유연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자유로운 터닝

   270도 까지 왼쪽, 오른쪽, 직선 상관없이 플렉시블 컨베이어를 통해

   변형 설치 및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법이 쉽고 작업자 혼자서 컨트롤하기 충분합니다.

- 최소의 인건비와 노동력으로 구동합니다.

- 블랭크를 안정적으로 잡아 줍니다.

- 스토퍼를 이용하여 미숙련 작업자도 빠르게 다가오는 블랭크들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계속도를 줄이지 않고 작업물을 아웃박스에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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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Carton Aligner Section

 피더에서 급지된 블랭크를

어떤 속도에도 정렬해주는 장치

정확한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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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NEW Turning station - Gyro NEW Tornado Section

90°는 물론 180°까지 블랭크를 터닝시켜서

한 접착기로 접착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특히, 맥주캐리어 작업에 필수적인 장치

작업물을 반대로 돌려서 윗면은 물론 뒷면 까지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

두꺼운 골판지도 작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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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Nick breaker

맥주 캐리어와 같이 닉을 뜯어주는 공정이 필요한 카톤을 작업하는 경우

피더에서 급지 후 원활하게 속도 및 스크레치에 대한 문제없이 카톤의 닉을 뜯어 주는 장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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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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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ast Fold

- 더 넓은 공간확보로 쉬운 세팅을 위한 접근의 용이성

- 쉽고 빠른 세팅 실현

- 훨씬 높은 생산성과 기존보다 적은 소음 발생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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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JOG

- 작업물의 각 변의 사이즈가 입력되면 캐리어가 자동 이송되어 세팅을 돕는 장치

- 각 작업물들의 사이즈를 개수에 상관없이 시스템에 저장 가능

- 불러오기가 언제나 가능하여, 빠른 세팅 가능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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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CS, 8CS BacK Folding Device

Servo Back Folding (4/6면, 8면 서보 백 폴딩 장치)

- 에이스기계 독자 기술

- 세계 최초 시간당 50,000장 작업 실현

- 독일산 서보 모터 및 드라이브 사용

- 거리,각도,속도의 입력으로 간단한 작업 가능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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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y 풀칠 및 검사 시스템 (On-Target)

- 블랭크에 도포되는 풀의“위치와 양, 길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 풀 불량 배출 장치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 200,000장 /  650M/MIN 의작업속도

풀 검출장치 (i-TAC)

- 현재 가장 진보된 풀 감지 장치

- 650 M/MIN 속도에서 풀 분사

- 위치,양,길이를 감지하는 장치

- 별도 컨트롤러 필요 없이 러리LS9 컨트롤러로 조작

Glue gun - Leary System

혼입방지용 리더기 (Pharmacode / Print-to-Cut)

- 블랭크 에 인쇄된 바코드 인식

- 고속작업에서 혼입된 제품 감별

- 혼입된 제품의 자동배출기능 (eject)과 인터페이스 

- Pharmacode  400M/MIN /  Print-to-Cut  400M/MIN 

   (Print to cut accuracy of up to +/- 0.1mm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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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LOW GLUE SUPPLY DEVICE

- 대용량 보관 때문에 잦은 풀교체 無

- 센서를 통해 정확한 양의 풀공급으로 풀불량(No-glue) 현상 無

- 풀불량 및 풀교체 작업이 필요 없어 작업시간 단축, 작업생산성 증가

- 하부풀통에 직접 풀을 넣지 않고 펌프를 통해 자동공급하므로

   풀을 넘침 없이 청결히 사용할 수 있다.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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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케이스, 봉투, 문서  파일 등을 작업할 때

갈고리로 걸어 넘길 수 없으므로

포켓 폴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합니다.

이 장치는 포켓 내부에 에어장치가

들어있어 부드럽게 넘기는 장치입니다.

UV 코팅, 양면 라미네이팅 등의 접착물을

작업할 경우 기존의 접착제로서는 접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장치는 접착물 도포면의 표면을

일정한 양만큼 갈아내는 장치입니다.

필름  라미네이팅 또는 플라스틱 상자의

접착을 위해 플라즈마로 표면을 개질 시켜

도포면의  접착력을  높이는 기술

Pocket Fold Device Milling Attachment Plasma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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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ker device

골판지(A.B.C.E.AB)  블랭크의  접착 시 골의 영향에 따른 나팔 현상을 교정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장치.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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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OBRAILLE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각인장치

- 접착기계 유닛에 추가 장착 가능

- 세계기준인 점자높이 0.27mm

- 100,000장/시간 작업가능

- 점자표기는 상자의 4면 모두 가능

당사 점자휠 방식

Rotation

Rotation

Upper Braille
Wheel

Lower Braille
Wheel

Product 
Loading

Product 
Direction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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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 DELI

서보 독립구동 피더

-  피더벨트 및 T 서포트 바이브레이터·블랭크 급지 용이

-  피더벨트 진공흡입 장치·블랭크 미끄럼 방지

-  체인타입이 아닌 벨트타입·준비시간 단축

-  생산성 10,000장/시간

-  서보 독립구동 글루 장치·정확한 위치로의 풀칠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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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랭크 (세제상자)의 내면에 절취용 티어 테이프를

   자동으로  부착

- 시간당 9,000매 작업가능 

- 테이프 유/무 검사 장치 / 불량

- 제거장치 추가 장착

Tear Tape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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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et Spotter

이 장치는  세제 박스 등 박스를 보강하기 위하여

박스 안에 박스를 이중으로 삽입해야 하는 제품 등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3. 옵션 및 기타 아이템



4. New Development & Action Plan

Drupa 2020

SIG TORNADO

새로운, 진화된 검사기

다형다종 패킹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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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lobal Partners

We will do our best to meet your request and market needs. And our ultimate goal is to make 
you fainted from our endeavor beyond your expectation. To achieve this goal we are building 

cooperation and partnership not only with dealer/agent but also with related company which is 
specialized certain �elds like programming and producing conveyor, feeder and stacker. 

With this we can be supplying your requesting products in time and with reasonable price. 

PAMA
Dealer in Slovenia / Czech and neighboring Eastern Europe countries
Tel : 386 1 3623 156 Fax : 386 1 3623 157 Email : pama@pa-ma.com
Tel : 420 602 616565 Fax : 420 2 2272450 Email : brezovar.igor@seznam.cz

GRAPHIC ARTS SUPPLY & SERVICE LTD.
Dealer in ISRAEL
Tel : +972 77 2346611 Fax : + 972 77 2346611
Email : shay.lev77@gmail.com

NISSA
Dealer in Russia and former CIS.
Tel : +7 495 956 77 90  Email : info@nppack.ru

Lapeyra&Taltavull comercial
Dealer in Spain
Tel : +34 934 558 806  Email : afornos@lapeyra.com

COOPER & TURNER
Dealer in Australia 
Tel : 61 414 313 541  Email : convert@bigpond.net.au

ACE MACHINERY CO. LTD [HQ]
Manufacturer and exporter in Korea
Tel : 82 31 433 2582~2 Fax : 82 31 433 2585 
Email : jun@acegluer.com

ACE MACHINERY VINA CO., LTD [Subsidiary]
Manufacturer and exporter in Vietnam
Tel : 84 650 358 9456~8 Fax : 84 650 363 5300 
Email : acegluervn@acegluer.com

AIM (American International Machinery, inc]
Dealer in USA, Canada and nearing countries
Tel : 414 764 3223  Fax : 414 764 8679  Email : kkoplin@americanintl.com

Lloyds Print Service Ltd
Dealer in UK
Tel : +44 (0) 773 784 5945  E-mail : sales@lloydsprintservices.com

DIECUT UK 
Dealer in UK 
Tel : +44 (0) 845 200 4076  E-mail : info@diecut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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