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rdson Extrusion Dies Industries의 Premier 코팅 부문은 

정밀하고 균일한 flow를 일정한 속도로 원단에 전달하는 

슬라이드 커튼 코팅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Premier™ 슬라이드 커튼 코팅 다이는 용제 및 water-

base 코팅, 염료, 접착제 등의 광범위한 fluid용으로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전용 시설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정밀 연마 및 핸드 래핑 후 정밀한 공차를 가진 슬라이드 

커튼 코팅 다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실험 기기에서터 종이, 이미징, 접착제, 광학, 페인트 등의 

생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어떤 커튼 코팅이 필요하든 

간에, 맞춤 설계된 Premier™ 슬라이드 커튼 코팅 다이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상당한 비용을 절약해 줍니다.

슬롯 다이 설계 및 제조 업계의 리더와 협력하면 탁월한 제품 품질과 

균일성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커튼 코팅 다이 기술

  생산 속도 증가: 원단에 고속으로 하나 이상의 
레이어를 균일하게 코팅

  탁월한 엣지 비드 제어 실현: 유체의 폭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된 엣지 가이드

  재료 비용 절감: 유체 또는 염료가 적게 필요한 박막 
코팅

  오염 및 휘발성 물질 방출 감소: close loop 시스템 
사용

  사용이 편리한 설계: 적용 범위 조절을 위한 작업자 
개입 필요성 최소화

  최종제품 수율 증가: fluid의 유동학적 특성에 따라 
코팅 fluid를 균일하게 분배하도록 설계된 매니폴드 
사용

기능

  항공기급 품질의 15-5PH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조되어 
최고의 안정성 제공

  엣지 가이드 어댑터를 사용한 단일 또는 다중 레이어 
경판

  액체 온도 조절을 위한 주물 구멍(선택 사항)

  고객의 요청에 따라 티타늄, 알루미늄 또는 특수 
합금을 다이 본체 재질로 선택 가능

Premier™ 슬라이드 커튼 코팅 다이



기능 범위

  다이 Lip gap 평탄도: 표준 평탄도 2.54µm(0.0001"), 최대 
제조 능력 0.5µm(0.00002").

  코팅 중량 정확도: 웹 전체에서 ± 1%

  코팅 두께: ≥1µm(0.000039”)

 최대 코팅 폭: 6400mm(251”)

  Fluid 점도: ≥1mPas, ≤10,000mPas

*위 사양은 fluid의 유동학적 특성, 유체 이송 시스템 및 보조 장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뛰어난 다이 Lip gap 평탄도 -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

Gap 평탄도 보장은 당사 제조 공정의 필수 요소로서 보다 일관된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바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원료 및 생산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커튼 코팅 다이에 대한 일반적인 평탄도 검사 결과

Nordson Corporation 폴리머 가공 시스템

Nordson 폴리머 가공 시스템은 플라스틱 및 유체 코팅용 소재를 용융하고, 균질화하고, 계측하고, 성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부
품을 제공합니다. Nordson Corporation은 여러 차례에 걸친 전략적 기업 인수를 통해 축적된 플라스틱 산업 전반의 경험을 토대
로 특별히 광범위한 업계 최고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ordson은 압출 및 사출 성형을 위한 스크류와 배럴, 여
과 시스템, 펌프 및 밸브에서 압출 다이와 펠릿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화하는 폴리머 업계의 요구에 발맞춰 정밀 용
융물 스트림 제품 일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Nordson 폴리머 가공 시스템 제품군을 구성하는 Nordson Extrusion Dies Industries는 평판 다이, 피드블록과 함께 필름, 시트, 
압출 코팅, 유체 코팅 및 펠릿화 등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유수의 다국적 공급업체입니다. 현재 중국, 독일, 일본,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 국가 모두에서 자사 다이 및 타 공급업체에서 제조한 다이를 rework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Feedgap 공차:
Feedgap 

위치
6.35mm(0.25”)  

랜드 범위
19.05mm(0.750”) 

프리랜드 범위
31.75mm(1.250”) 

프리랜드 범위
44.45mm(1.750”) 

프리랜드 범위

상부 1.397μm
(0.000055”)

1.372μm
(0.000054”)

1.219μm
(0.000048”)

1.194μm
(0.000047”)

하부 1.956μm
(0.000077”)

2.057μm
(0.000081”)

1.880μm
(0.000074”)

1.473μm
(0.000058”)

Feedgap Open
Feedgap 

위치
6.35mm(0.25”)  

랜드 평균
19.05mm(0.750”) 

프리랜드 평균
31.75mm(1.250”) 

프리랜드 평균
44.45mm(1.750”) 

프리랜드 평균

상부 766.08μm
(0.030161”)

441.68μm
(0.017389”)

442.72μm
(0.017430”)

442.70μm
(0.017429”)

하부 760.27μm
(0.029932”)

445.77μm
(0.017550”)

446.86μm
(0.017593”)

447.24μm
(0.01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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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슬라이드 커튼 코팅 다이

Nordson Extrusion Dies Industries, LLC
Premier Coating Division
2700 Olson Drive
Chippewa Falls, WI 54729 USA
전화 +1-715-723-0513

www.nordsonfluidcoating.com  |  info@nordsonfluidcoating.com 
© 2016 Nordson Extrusion Dies Industries

미국에서 인쇄됨
8/2017

독일
전화 +49-2261-814245

일본
전화 +81-3-5762-2770

중국
전화 +86-21-57850918

* 각 레이어의 일반적인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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