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판 다이 제조 및 기술의 업계 리더와 협력하여 

탁월한 제품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십시오.

공압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제품에 필요한 모든 속성을 갖춘 단일 소재는 
없음

	 	최종제품에는 광택 및 강성 등의 속성이 필요함

	 	가스 또는 습기 차단기 필요

	 	중간 레이어에 저렴한 소재 또는 분쇄 재생 
소재를 사용하여 소재 비용 절감

압출 다이 및 피드블록 기술을 제공하는 유수의 
다국적 공급업체인 Nordson Corporation 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라인의 맞춤 
제작된 필름/시트 압출 다이 및 관련 시스템 부품을 

제공합니다.

멀티매니폴드 다이에 적합한 공정이든 아니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Ultraflow™ 피드블록 
설계가 적합한 공정이든, Nordson 의 숙련된 

기술자 팀이 고객과 함께 고객의 공압출 공정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해 드립니다. 

공압출 솔루션

  EDI 멀티매니폴드 공압출 다이

  EDI Ultraflow™ 조정식 지오메트리 공압출 
피드블록

  EDI Ultraflow™ 고정식 지오메트리 공압출 
피드블록

  EDI 레이어 멀티플라이어 기술

  EDI Ultraflow™ 특수 용도 공압출 피드블록

  EDI 유럽 공압출 피드블록 설계

3레이어 EDI Ultraflow™ V 조정식 지오메트리 공압출 피드블록

5레이어 EDI Ultraflow™ IV 공압출 피드블록, EDI 레이어 멀티플라이어,  
3레이어 EDI Ultraflow™ IV 피드블록 및 EDI Distribution 블록

Nordson 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계의 
공압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DI® 공압출 기술



EDI Ultraflow™ V 설계

  매우 정밀하게 레이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제어 가능한 선형 
밸브

  분할 본체 설계로 물리적 필요 공간을 최소화하고 세척의 
편의성 제공

  “빠른” 레이어 비율 조정 기능으로 가동 시간과 정밀성을 
높이고 최종제품의 다목적성 향상

  Ultraflow V-T 디자인은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튜닝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엑츄에이터와 교체가 가능한 프로파일 bar 
가 포함됨.

  옵션 선택인 스풀 기능을 사용하면 피드블록을 생산 라인에서 
제거하지 않고도 결합 지점의 업스트림에서 레이어 시퀀스를 
미리 배열할 수 있음

  요청 옵션인 LMT(레이어 멀티플라이 기술)을 피드블록에 
통합할 수 있음

EDI 조정식 지오메트리 피드블록 설계

Nordson EDI 조정식 지오메트리 피드블록은 병렬 경로 방식으로 폴리머를 결합하여 구조 전체에서 
최적의 레이어 비율 안정성을 실현합니다. 이렇게 유연한 설계 덕분에 라인 설계 및 레이아웃을 토대로 
입구 위치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레이어 수 13*

최대 압출기 수 3개 초과

가동 중단 시간 없이 레이어 비율 조정 가능 45%

LMT(레이어 멀티플라이 기술) 사용 가능

EDI 고정식 지오메트리 피드블록 설계

Nordson EDI 고정식 지오메트리 피드블록은 벨기에와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설계 시설에서 30년 이상 
축적된 공압출 전문 기술력을 업계에서 인정받은 결과물입니다. 

최대 레이어 수 13*

최대 압출기 수 3개 초과

가동 중단 시간 없이 레이어 비율 조정 가능 20%

LMT(레이어 멀티플라이 기술) 사용 가능

Ultraflow™ I 설계

  매우 정밀하게 레이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제어 가능한 선형 밸브

  분할 본체 설계로 물리적 필요 공간을 최소화하고 세척의 편의성 제공

  옵션 선택인 스풀로 입구 위치를 사용자 지정 가능

*공정에 따라 다릅니다. Nordson application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공정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EDI® 공압출 기술



EDI 멀티매니폴드 공압출 다이 설계

  멀티매니폴드 기술은 현재 가장 정밀한 형태의 공압출 
기술입니다.

  정밀한 개별 레이어 분산으로 제품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점성 소재와 부분 적용 요구에 맞게 최적화된 
매니폴드를 설계하여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스킨 층 간 총 구성이 10% 미만인 공압출 구조를 
사용합니다.

  용융 온도 격차가 최대 50°F인 공압출 구조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에는 특수 립 exit 설계, 완전한 메트릭 
설계, 특수 본체 소재, 다양한 도금 및 장착 트러니언이 
있습니다. 

EDI 멀티매니폴드 공압출 다이

Nordson EDI 멀티매니폴드 공압출 다이는 Trimming 을 줄이고 소재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네이키드 
엣지 (naked edge)” 또는 부분 적용 기능을 이용합니다. 공압출은 레이어를 멀티레이어 구조로 결합하기 
전에 레이어를 펼쳐서 얇게 만들 때 이루어집니다.

EDI 레이어 멀티플라이어 기술

Nordson 의 간소화된 다기능 LMT(레이어 멀티플라이 기술)는 피드블록에서 제공되는 공압출  
“샌드위치” 내의 일부 또는 모든 레이어를 멀티플라이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특수 도구입니다.

Nordson EDI LMT 설계

  간소화된 설계에는 업계 최소의 공간 엔벨로프 필요

  인서트를 교체하기 쉽게 설계되어 레이어 멀티플라이 수준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음

  구조물의 마이크로레이어 개수와 관계없이 전체 두께는 기존 공압출보다 
크지 않으며, 구조물에 사용되는 원자재 양은 동일함

  식품 포장에 사용할 경우 장기간 OTR 및 총 산소 유입을 줄여 유통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EVOH 레이어가 얇을수록 핀 홀이 적게 생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LMT를 
이용하면 포장재가 구부러져 있을 때 차단 속성이 더 잘 유지될 수 있음

EDI® 공압출 기술



EDI™ 유럽 공압출 피드블록 설계

EDI 유럽 공압출 설계는 30 년 이상 생산 환경에서 증명된 간소한 소형 피드블록을 가공업체에 
제공합니다. 폴리머의 흐름 특성과 최종제품의 속성에 따라 기본 모델 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rdson 은 이러한 모듈식 솔루션을 통해 표준 공압출 피드블록은 물론 조정하기 
쉽고 유연한 고급 시스템까지 고객의 요구에 가장 알맞은 공압출 피드블록을 만들어 드립니다.

BOPET용 EDI Ultraflow™ PVC용 EDI Ultraflow™

EDI 인-다이-피드블록

EDI 특수 피드블록 설계

Nordson 은 특정한 수지 유형 및 용도별 고유 설계 등 고객의 요구에 맞는 표준 EDI Ultraflow™ 
피드블록을 설계합니다. 

EDI 인-다이-피드블록을 distribution 블록과 함께 사용하면 가공업체의  
전용 구조물을 위한 공압출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EDI MA-F1/F2 고정식 지오메트리 
공압출 피드블록

EDI MA-CAFR 고정식 지오메트리 
공압출 피드블록

EDI MA-CARR 조정식 지오메트리 
공압출 피드블록

EDI MA-F2FR-023-VA  
특수 공압출 피드블록

EDI® 공압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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