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mier™ 유체 이송 시스템의 장점

위생 연결 장치

손쉬운 사용 및 세척

나사산 없이 설계된 식품 등급의 연결 장치(잔여물이 쌓이지 않는 동시에 정기 
유지보수 비용 없음)

인라인 T 밸브

정기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

밸브에서 인라인으로 시스템 세척이 가능하여 세척 시간을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

모듈식 펌프 및 감속기 설계

생산 장비의 수명 연장

“C” 채널에 펌프 및 감속기를 장착하여 보다 유연한 작동

3웨이 수동 볼 밸브

시동 코팅 결함 제거

밸브가 다이의 유체 자동 재순환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 프로세스 압력에 
도달하면 즉시 시작 가능

입력/출력 압력 게이지

생산 비용 절감

게이지에서 필터 주입구와 배출구의 압력을 모니터링하여 flow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

압력 경감 안전 밸브

코팅 일관성 보장

밸브에서 생산 시 사용되는 압력의 양을 제어하여 시스템 과부하 발생 방지

배수 플러그가 장착된 드립 팬

유체 범람 및 누출 방지

초과된 유체를 모으도록 설계된 드립 팬이 설치되어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 
환경 실현

고정밀 슬롯 다이 장비 분야의 현장 책임자 및 광범위한 업계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탁월한 성과를 확보하십시오.

Premier™ 유체 이송 시스템을 선택하는 이유?

손쉽고도 간편한 작동!

표준 카트와 탱크 규격

Nordson의 표준 모델 중에서 선택:

• 연구소/소규모 생산 유체 이송 시스템 - 800mL/min 이하의 유속에 맞게 설계됨

• 중간 규모 생산 유체 이송 시스템 - 0.5L/min에서 6.0L/min 범위의 유속에 맞게 설계됨

• 대규모 생산 유체 이송 시스템 - 5.5L/min에서 36L/min 범위의 유속에 맞게 설계됨

맞춤 구성

제공되는 옵션으로 시스템 사용자 지정:

• 필터 유형 - 유체의 최대 입자크기에 따라 카트리지 스타일 필터 선택

• 펌프 유형 - 마이크로 펌프, 기어 펌프, 로브 펌프, 프로그레시브 캐비티 펌프 또는 다
이어프램 펌프

• 탱크 - Premier™ 유체 이송 시스템에 탱크 포함 여부 선택

Premier™ 유체 이송 시스템



연구소/소규모 생산 모델 중간 규모 생산 모델 대규모 생산 모델

유속 800mL/min 이하 0.5L/min~6.0L/min 5.5L/min~36L/min

탱크 규격 5갤런 25갤런, 카트 장착 50갤런, 카트 장착

카트 설계 하이탑 카트 762mm x 1422mm(30”x56”) 바
닥 카트

762mm x 1422mm(30”x56”) 바
닥 카트

필터 유형 인라인 또는 “T” 스타일 필터 10” 카트리지 필터 20” 카트리지 필터

3웨이 수동 볼 밸브 포함 포함 포함

압력 게이지 위치 필터 뒤에 게이지 1개 필터 앞뒤에 게이지 1개 필터 앞뒤에 게이지 1개

압력 경감 안전 밸브 포함 포함 포함

푸시 커넥터 크기 범위:1/4” - 3/8” I.D. 19mm(3/4”) - 25.4mm(1”) 25mm(1”) - 38mm(1 1/2”)

VFD(Variable Frequency Drive) 제공(배선 제외) 포함(배선 제외) 포함(배선 제외)

펌프

마이크로 펌프 0.3mL/rev 및 0.9mL/rev PC-15(0.55gpm) 4400-30(1.45gpm)

기어 펌프 4300-01(0.0018gpm) FB2A SSV 3 SPA(0.55gpm) FB2C SSV 3 SPA(1.45gpm)

프로그레시브 캐비티 펌프 FB31 SSV 3 SPA(0.105gp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로브 펌프 U1 006(0.10gpm) U1 006(0.55gpm) U1 006(1.45gpm)

다이어프램 펌프(TPL)
*PL 버전보다 압력 변동이 적고 세척 용이

TPL1ME-018-6T6T-CVS TPL2ME-032-6T6T-CVS TPL2ME-040-6T6T-CVS

다이어프램 펌프(PL) PLSS-05-STST-CVS PLSS-2-STST-CVS PLZXD2-33-STST-CVX

Premier™ 유체 이송 시스템

인라인 유량계

• 정밀한 유량 제어를 통해 코팅 중량 균일성 향상

유체 탱크 교반

• 계속 부유해야 하는 입자가 들어 있는 유체용

온도 조절

• 다양한 제조 환경에서 유체 속성의 일관성 유지

방폭 등급

• 정부 표준 충족

전자동 시스템

• 시스템의 센서 데이터를 통해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조작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한 유량 조절

유체 이송 시스템 옵션

Premier™ 유체 이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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