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신제품 BKG® HiCut™

펠릿화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점성과 처리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 압력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원하는 펠릿 중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단기 
허브의 구성과 분당 회전 속도입니다. 

절단기 허브는 적합한 다이 플레이트와 함께 펠릿화 
시스템의 심장이라 할 수 있으며 기계 부품 중 
펠릿의 토출량과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선된 블레이드 설계를 자랑하는 신제품 BKG® 
HiCut™은 Nordson이 새롭게 개발한 절단기 허브로 
펠릿화 공정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더 많은 블레이드로 성능 향상

BKG® HiCut™은 장착 블레이드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블레이드 설계를 최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에서 세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처리량 증대

 기존 주입량은 유지하면서 RPM 감소 및 블레이드와 다이 플레이트의 작동 수명 연장 가능

 기계 크기가 작아져 신규 투자 및 비용 절감 가능

예시 - 각진 블레이드 설계

펠리타이저 AH4000 - 다이 홀 2열 

 블레이드 수가  18개에서 36개로 100% 증가!

예시 - 직선 블레이드 설계

펠리타이저 AH4000 - 다이 홀 2열 

 블레이드 수가  26개에서 40개로 54% 증가!

최대 블레이드 수는 다이 플레이트 홀 열의 개수, 블레이드의 위치 및 펠리타이저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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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로운 펠릿 가공

효율적인 펠릿화 공정에는 원활하고 지연 
없는 펠릿 이송이 필수입니다. BKG® HiCut™

은 순조로운 펠릿 가공 성능을 자랑합니다.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러워 유체 경로가 
최적화되며 소용돌이 현상이 적습니다. 신규 
허브는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사이의 간격이 
넓어 펠릿이 축적되지 않으며 직선 경로로 
이동합니다.

정밀한 펠릿을 위한 정밀 블레이드

BKG® HiCut™의 블레이드는 정밀 주조 공정으로 
제조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수한 안정성

 우수한 규격 정확성

 우수한 표면 품질

품질이 우수한 펠릿 생산

새로운 블레이드 설계를 자랑하는 BKG® 
HiCut™은 절단 공정을 개선하고 펠릿 
품질을 향상합니다. 
 
테스트 결과 펠릿의 꼬리가 감소해 
미립자 발생과 소재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필터링 
작업이 획기적으로 손쉬워져 유지보수 
작업이 축소되고 전체적인 생산 비용이 
절감됩니다.

단순함의 미학

BKG® HiCut™은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유연한 
형태로 고급 기술을 구현한 결과물입니다. 
허브는 모든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며, 각진 
블레이드와 직선 블레이드 모두 BKG® HiCut™ 
절단기 허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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