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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mier™ 다이 위치 조정기

	 	위치 반복 가능: ± 1.25µ

	 	온/오프 롤(장력) 코팅용으로 설계

	 	신규 또는 기존의 생산/연구 라인에 손쉽게 통합되는 
통합의 편의성

	 	롤 지지 TIR: 2.54µ

	 	온코팅/오프코팅: 101.6mm (4.00”)

	 	접합부 간격: 25.4mm (1.00”)

	 	다이 위치 정밀 조정을 위한 볼/스크류 슬라이드

  Web 장력 아이들러를 이용한 롤/스큐 조정

	 	베큠박스 및 재생 블로워

	 	에어 실린더의 압축 공기로 작동

  CE 설계 안전 표준 준수

	 	최고급 단층 고정 lip die에서 복층 고정 lip die, 양면 
코팅용까지 사용 가능한 다목적 설계

	 	테이블 장착, 카트/플랫폼 장착, 바닥 장착 시스템 등 
다양한 장착 옵션

	 	투입 및 롤 드라이브의 각도 선택 가능
Premier™ 카트 장착형 다이 위치 조정기에 설치된 Premier™ 싱글 슬롯 다이

Premier™ 스마트 스
테이션

Premier™ 스마트 스테이션

  대형 HMI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푸시버튼으로 
조작하는 컴퓨터 기술을 채택하여 수작업 조정 
및 사용자 오류 방지

	 	코팅 작업 중 기록 수정

	 	고정밀 위치 조정으로 정확성 향상

	 	다양한 제품에 맞게 소재 제조식 사전 설정 가능

	 	볼/스크류 슬라이드의 수작업 대신 선형 단계 및 
servo 모터 사용

	 	수동 밸브 대신 솔레노이드 밸브로 “온코팅”과  
“오프코팅”을 제어하고, 라인 제조 제어기와 
호환되는 접합부 표시기 포함

  HMI 화면에 베큠 센서 표시

	 	다이 스테이션에 방폭 등급의 부품 선택 가능

Fluid 코팅 다이 위치 조정기 및 스테이션



Nordson Corporation 폴리머 가공 시스템

Nordson 폴리머 가공 시스템은 플라스틱 및 fluid 코팅용 소재를 용융하고, 균질화하고, 계측하고, 성형하기 위한 엔지
니어링 부품을 제공합니다. Nordson Corporation 은 여러 차례에 걸친 전략적 기업 인수를 통해 축적된 플라스틱 산업 
전반의 경험을 토대로 특별히 광범위한 업계 최고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ordson 은 압출 및 사출 
성형을 위한 스크류와 배럴, 여과 시스템, 펌프 및 밸브에서 압출 다이와 펠릿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화
하는 폴리머 업계의 요구에 발맞춰 정밀 용융물 스트림 제품 일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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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coat™ 지지 시스템

  Ultracoat flex lip die용으로 설계

	 	재현성을 ± 2.00µ로 높이기 위해 재설계
	 	에어 실린더의 압축 공기로 작동

	 	베큠박스 및 재생 블로워 옵션 제공

	 	온코팅/오프코팅: 152.4mm (6.00”)

	 	접합부 간격: 12.7mm (0.50”)

	 	표준 투입 각도: ± 5° 

	 연구소용 및 생산용으로 세 가지 크기 제공

Ultracoat™ V 다이, Ultracoat™ 지지 시
스템 및 모듈식 코팅 스테이션의 모습

Premier™ 카트리지 스타일 다이 위치 조정기

Premier™ 카트리지 스타일 다이 위치 조정기

	 	온라인 상태에서 스테이션 위치를 정확히 반복하여 
빠른 교체 가능

	 	표준 Premier 다이 위치 조정기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통합

	 	카트/플랫폼 장착 또는 바닥 장착 시스템 등 옵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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