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판 다이 제조 및 기술 분야에서 업계 리더로 손꼽히는 Nordson과 
손잡고, 탁월한 제품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십시오.

이점

• 최적의 제품 품질 달성: 생산 요구 사항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사용자 지정 매니폴드 사용

•  소재 사용량 감소 및 간편한 작업(제품) 교체: 
자동 또는 수동 립 조정 시스템 및 deckle을 
포함하여 사용 가능한 다양한 제품 기능을 통해 
가능

•  수지 비용 감소: 게이지 프로파일 정밀 제어 
기능을 통해 가능

•  폭방향으로 제품 균일성 최대 25% 향상   
및 젤 형성 감소

•  정기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 중단 시간 감소: ‘분할 
및 세척’ 절차 중 안전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해 
설계된 보조 장비 사용

•  제품 가동 사이 퍼징 및 색상 변경 시간 절약: 
Contour® 다이의 유체 채널 볼륨 감소 과정의 
단순화를 통해 가능

압출 다이 기술을 제공하는 유수의 다국적 공급업체인 
Nordson은 캐스트 필름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라인의 맞춤 제작된 필름/시트 압출 다이 및 관련 시스템 
부품을 제공합니다. 

고유한 형태의 Contour® 다이, Uniflow™ 다이 또는 
멀티매니폴드 다이 중 귀사의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이든 
간에, Nordson 팀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고객의 필요에 맞는 혁신적 솔루션을 설계해 
드립니다. 

EDI® Contour® 다이는 조각된 구성으로 설계되어 다이 폭 
전체에서 다이 본체 굴절의 차이를 상쇄하므로 광범위한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제품의 게이지 차이가 
감소합니다.

EDI® Uniflow™ 다이는 작업(제품) 교체가 적고 온도가 
일정한 폴리머를 처리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DI® 멀티매니폴드 다이는 다양한 점성 소재 및 부분 적용 
요구 사항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utoflex™ Uniflow™ 캐스트 필름 다이

기능

• 자동 또는 수동 게이지 제어

•  멀티매니폴드 또는 단일 캐비티 공압출 다이

•  뛰어난 구조 및 유체 표면 설계

• 다양한 마감 및 도금 기법

• 고유한 heating 및 insulation 패키지

• 선택형 deckle 시스템

•  기존 장비와 접촉하기 위한 적용의 편의성

Autoflex™ Contour® 캐스트 필름 다이

캐스트 필름용 솔루션



EDI® Contour® 다이

•  열에 민감한 소재를 사용하며 속도 변화가 잦은 
용도에 적합

•  긴 물방울 형태로 용량이 줄어들도록 설계된 
매니폴드를 사용해 공압출 용도에서 레이어 균일성 
향상

•  비선형 프리랜드/매니폴드 인터페이스로 “M”과 “W” 
유체 패턴 제거 또는 대폭 감소

•  Contour 기술을 통해 치수 및 공정 안정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균일한 필름 속성, 우수한 퍼징 특성을 
달성하며 젤 및 감소 경향 방지

• 입증된  Autoflex™ 두께측정장치 자동 제어(옵션)

이점

•  표준 옷걸이(coathanger) 매니폴드 다이에 비해 허용 가능한 
제품 수준에 더 빨리 도달하므로 scrap 대폭 감소

•  기존 다이에 비해 폴리머 감소 수준이 낮아져 제품 품질 
향상

EDI® Uniflow™ 다이

• 항온 소재를 가공하며 속도 변화가 거의 없는 용도에 
적합

•  긴 물방울 형태의 매니폴드 단면 형태로 공압출 
공정에서 균일한 레이어 생성 촉진

•  다목적 유체 채널 설계로 다양한 수지 및 공정 
매개변수 수용 가능

• 입증된  Autoflex™ 두께측정장치 자동 제어(옵션)

이점

• 기계적 안정성이 우수해 제품 가동 간 교체 시간 단축

•   항온 수지의 경우 사양에 충실한 제품 대량 생산 가능

옷걸이형 매니폴드

비선형 프리랜드/매니
폴드 인터페이스

긴 물방울 형태의 매
니폴드 단면

일반 속도

캐스트 필름용 솔루션캐스트 필름용 솔루션



EDI® 멀티매니폴드 공압출 다이

•  다양한 점성 소재 및 부분 적용 요구 사항을 수용하도록 
설계됨

• 스킨 층이 총 구성의 10% 미만인 공압출 구조 사용

• 용융 온도 격차가 최대 28°C(50°F)인 공압출 구조 사용

•  옵션으로 특수 립 exit 설계, 완전한 메트릭 설계, 특수 
본체 소재, 다양한 도금 및 장착 트러니언 사용 가능

• 입증된 Autoflex™ 두께측정장치 자동 제어(옵션)

이점

• 최적화된 매니폴드 설계를 사용하여 생산 효율 향상

•  정밀한 개별 레이어 분산으로 제품 품질 향상

•  “네이키드 엣지” 또는 부분 적용 기능을 이용하면 
Trimming이 감소되므로 소재를 더 많이 절약

EDI® Ultraflow™ V-T 조정식 공압출 피드블록

• Ultraflow V-T 설계에는 프로파일 바를 교체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액추에이터가 있어 작동 중 개별 레이어의 두께를 미세하게 조정 
가능

•  melt stream이 중앙의 유체 채널과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조정식 
“결합 플레인”이 두 가지 모드로, 즉 편의성과 조정 가능성 면에서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작동자가 피드블록을 조정할 필요 없음. 조정 plane을 free-
floating 모드로 설정하면 압출기의 흐름에서 발달하는 평형 
압력에 의해 위치가 직접 결정됩니다.

•  레이어 사이의 인터페이스 최적화. 폴리머가 합류 지점에서 
상호작용하여 멀티레이어 구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정 plane을 수동으로 이동하여 폴리머 흐름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옵션으로 스풀 기능 사용 가능

이점

• 직경이 큰 프로파일링 액추에이터로 랜드를 매우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액추에이터를 혼합 지점 또는 훨씬 앞쪽의 
업스트림에 배치해 레이어 분산 조정 가능). 

•  “상황에 따른” 작업(제품) 교체 방식으로 가동 중단 시간을 제거하고 
개별 레이어를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순화의 장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조정력을 제공합니다.

캐스트 필름용 솔루션 캐스트 필름용 솔루션



사례 연구: EDI® Contour® 다이

EDI Contour® 다이의 장점은 용도에 다르지만 
Nordson과 협력하는 글로벌 필름 제조회사의 상용 
규모 시범 가동에서 이 다이는 옷걸이형 다이에 
비해 훨씬 더 좁은 게이지 공차를 달성하여 연간 
US$200,000 상당의 소재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오른쪽 표 참조). 

차세대 Contour® 다이에는 이러한 장점 외에도, 
제품 폭 변경을 위한 인터널 deckle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폭 변경을 위한 이틀간의 가동 중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압출 가공업체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Contour® 다이는 게이지 프로파일의 정밀 제어를 
통해 수지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공업체는 또한 판매 
가능한 필름 수율 증가 및 버려지는 소재 감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라는 장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Contour® 다이와 기존의 ‘옷걸이형(Coathanger)’ 다이 비교

기본 매개변수
목표 게이지(mil) 3,600

시간당 순 처리량(lb.) 1,800

압출기 활용도(%) 93

연간 수율(1,000,000lb) 14,664

평균 수지 비용($/lb.) 1.30

다이 성능 비교
기존 다이: 3-시그마 게이지 변이(mil) 0.080

계산된 최소 두께(mil) 3.520

Contour 다이: 3-시그마 게이지 변이(mil) 0.033

계산된 최소 두께(mil) 3.567

Contour 다이 사용 시 총 절감 가능액(mil) 0.047

허용 가능한 절감 수준(%) 90

Contour 다이에서 최종 계산된 최소 두께(mil) 3.558

Contour 다이 사용 시 가능한 연간 절감액
절감 속도(향상된 필름 품질 기준) (%) 1.047

향상된 수율(감소량(lb./sq.ft.)), (lb.) 153,567

소재 비용 절감액($) 199,637

출처: Nordson EXTRUSION DIES INDUSTRIES, LLC

캐스트 필름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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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Nordson Corporation의 상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