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점

  최종제품 안전성 증가: Premier™ 슬롯 다이의 
최고의 평탄도 및 균일한 die lip gap

  제품 수명 연장: 각 용도별로 맞춤 설계된 슬롯 다이 
및 위치 조정기

  작업(제품) 교체에 필요한 시간 단축: 대형 공정 
윈도우용으로 설계된 슬롯 다이를 통해 여러 가지 
폭과 코팅 중량으로 다양한 fluid 사용 가능

  제품 단락의 원인을 제거하여 최종제품 수율 증가: 
fluid의 유동학적 특성에 따라 코팅 fluid 를 균일하게 
분배하도록 설계된 매니폴드 사용

 �사용 편의성: 작동자의 조정 필요성을 최소화한 
설계로 반복 가능한 결과 확보 가능

Nordson은 정밀하고 균일한 flow를 일정한 속도로 웹에 

전달하는 슬롯 다이 코팅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Premier 고정 립 슬롯 다이는 전극 코팅, Li-BS 슬러리 

코팅, 분리막 등의 광범위한 공정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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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 이온 배터리용 생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어떤 코팅이 필요하든 간에, 맞춤 설계된 

Premier 슬롯 코팅 장비는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상당한 비용을 절약해 줍니다. 

Nordson 솔루션

 Premier 고정 립 슬롯 다이
  코팅 중량 균일성: ± 1–2%
  정밀 shi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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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쉽게 통합되는 통합의 
편의성

  Premier Fluid 이송 시스템
  균일한 코팅을 위한 일관된 non-pulsing fluid 공급
  위생 연결 장치에 찌꺼기를 모으는 실이 없음
  인라인 T-밸브는 물을 흘려보내 시스템을 세척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음

� �베큠 챔버 및 재생 블로워
   공정 기간을 늘려 다양한 조건에서 최상의 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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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용 솔루션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한 Premier™ 슬롯 코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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