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점

  강력한 산성 및 기본 물질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없애고 생산 장비의 수명을 연장 - 고객의 특정 
공정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 등급
(15-5pH 또는 316 스테인리스강, 하스텔로이)으로 
제작된 슬롯 다이

  코팅 유체 수율 향상 - 용적식 펌프 및 슬롯 다이를 
통해 기질에 모든 코팅 유체를 적용하는 전계량 슬롯 
다이 시스템

  코팅 속성 일관성 달성 - 오염 및 휘발성 물질 
방출을 줄이고 전체 생산 가동 중 일관된 유체 
속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폐쇄형 슬롯 코팅 시스템

  최종 제품 수율 향상 - 유동학적 특성에 따라 유체를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설계된 슬롯 다이 매니폴드 
지오메트리로 생성되는 균일한 코팅 중량

  생산 속도 증가 - 웹 전체 균일성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지원하고 고체 비율 증가 성능으로 건조 
시간을 줄여 주는 슬롯 코팅 시스템

Nordson은 정밀하고 균일한 유체를 일정 속도로 웹에 

전달하는 컨버터 슬롯 다이 코팅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Premier 고정 립 슬롯 다이는 자외선 경화, 접착제 등의 

광범위한 유체를 위해 맞춤 설계되었습니다. 

전용 시설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슬롯 다이 장비를 맞춤 설계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균일한 코팅 중량 및 코팅 두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 장치부터 여과, 접착제, 태양열, 유리 코팅용 

생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어떤 코팅이 필요하든 간에, 

맞춤 설계된 Premier 슬롯 코팅 장비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Nordson 솔루션

 Premier 고정 립 슬롯 다이
   코팅 중량 균일성: ± 1-2%
   정밀 심으로 조정 가능한 갭 및 코팅 폭
   기질 인터페이스에서 선택형 전단에 대한 본체 립 오프셋

  Premier 다이 위치 조정기
   위치 반복 가능: ± 1.25µ
   롤 지지 TIR: 2.54µ
   신규 또는 기존의 생산 라인에 대한 간편한 통합

  Premier 유체 이송 시스템
   균일한 코팅을 위한 일관된 무진동 유체 공급
   위생 연결 장치에 잔여물 수집을 위한 스레드가 없음
   인라인 T-밸브로 간편한 시스템 세척 방법 제공

  베큠 챔버 및 재생 블로워
   공정 윈도우 증가로 다양한 조건에서 최상의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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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및 멤브레인 여과용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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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Nordson Extrusion Dies Industries

미국에서 인쇄됨
6/2017

독일
전화 +49-2261-814245

일본
전화 +81-3-5762-2770

중국
전화 +86-21-578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