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KG® NorCon™ K-SWE
연속 작업을 위한 이중 피스톤 스크린 체인져

열선 내장된 철제 하우징 안에 스크린 캐비티가 두 개 있는 스크린 베어링 피스톤이 두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melt flow는 다시 두 개의 유체 
경로로 나뉘어 두 곳의 스크린 캐비티를 각각 통과하게 됩니다.

선택한 차압(Δp)에 도달하면 스크린 교체가 시작됩니다. 필터 교체용 구성요소가 달린 스크린 피스톤이 하우징 밖으로 나오면 피스톤의 스크린 
팩을 분리하여 새 필터 요소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교체 중 다른 쪽 피스톤의 스크린 캐비티는 설치 위치를 유지하므로 melt flow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필터링 영역의 50%에서는 여전히 필터링이 이루어집니다. 특수 환기 절차 덕분에 스크린 교체 후 공정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일반 작동: 공정 중 스크린 캐비티 2개(100%)

�백플러시: 해당 없음

�스크린 교체:	 	스크린 교체 중 스크린 캐비티 한 개(50%)가 공정에서 분리되고 스크린 캐비티 한 개(50%)는 
작동 유지

기능 및 장점
기능:

�� 유변학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유체 흐름 
채널 

�� 항마모 금속 실링 시스템 – 추가 실링 불필요

�� 라인 제어 시스템에 손쉽게 통합

�� 완벽한 가드 시스템으로 작업자 안전 극대화

�� 스크린 직경 30mm(1.18in)에서 450mm(17.72in)
까지 가능

장점:

�� 스크린 교체 중 공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melt flow가 중단되지 않음

�� 수동 제어 밸브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손쉽게 
유압 장치 조정

�� 완전 자동화된 환기 절차(SPS 이용)를 선택할 경우 
작업자 개입 감소

K-SWE는 거의 모든 공정 및 소재에 
적합합니다. 중합, 컴파운딩, 필름, 파이프, 
시트 및 펠릿화 공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교체하는 동안 시스템 가동 중단 
없이 공정을 계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작동

�스크린 교체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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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량은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 속도는 소재의 점성, 필터링 촘촘함, 소재의 용도와 오염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실제 공정 매개 변수에 따라 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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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체인져 
타입

압출기 출력 
[kg/h]*

중량 
[kg]

L1 L2 B H Ø [mm] [cm2]

K-SWE-030 5–30 245 606 110 378 30.0 2x7 60

K-SWE-050 25–60 290 707 130 418 46.3 2x17 110

K-SWE-080 40–180 295 792 170 478 58.3 2x27 200

K-SWE-100 80–280 350 828 220 528 76.3 2x45 290

K-SWE-101 140–380 350 828 220 528 96.3 2x72 290

K-SWE-121 200–530 410 972 250 578 116.3 2x105 410

K-SWE-125 300–700 440 997 270 598 125.0 2x122 470

K-SWE-160 420–1,080 515 1,132 310 678 148.3 2x172 820

K-SWE-180 700–1,500 580 1,257 380 748 176.3 2x244 1,100

K-SWE-200 840–1,900 645 1,405 410 818 200.0 2x314 1,650

K-SWE-250 1,100–2,600 730 1,480 460 898 230.3 2x415 2,200

K-SWE-280 2,400–4,400 795 1,635 500 978 250.0 2x490 2,950

K-SWE-300 3,000–6,000 900 1,835 580 1,068 270.0 2x572 3,900

K-SWE-380 5,000–1,500 1,090 2,136 695 1,238 340.0 2x908 8,100

K-SWE-410 6,500–25,000 1,320 2,625 820 1,448 410.0 2x1,320 12,000

K-SWE-450 8,000–30,000 1,430 2,740 900 1,836 450,0 2x1,590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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