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린 교체장치에 폴리머가 투입되면 용융물 스트림이 동일한 양으로 나뉘어 유동학적으로 최적화된 
브레이커 플레이트를 통해 분배됩니다. 이러한 여과 방식은 브레이커 플레이트가 하나로 설계된 스크린 
교체장치에 비해 스크리닝 면적이 더 넓고, 간소한 폴리머 유체 경로가 유지됩니다. 스크린 교체장치에서 
빠져나온 폴리머는 다시 용융물 스트림 하나로 병합됩니다.

BKG DBC 연속 스크린 교체장치는 스크린 교체 중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공정 매개 
변수와 지속적인 폴리머 흐름을 유지해 줍니다.

기능 및 이점
기능

  마모가 안 되는 금속 씰링 시스템 – 추가 

씰링 불필요

 자동화된 제어 

 최적화된 유체 채널 

 완벽한 보호 

 착탈식 폴리머 트레이 

 통합 지지 시스템 

 FEA 모델링을 사용한 설계 

 CE 규격

이점

  가동 중단 시간 및 스크랩 감소로 생산성 증가

 간단하고 안전한 작동으로 운전자에게 친숙, 유지보수 비용 감소

 자동화된 제어로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스크린 교체 가능

고객 폴리머 실험실 테스트

Nordson은 장비 구매 전 고객의 가공 조건을 

시뮬레이션하고 실제 테스트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식 압출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폴리머 유동학 (Rheology) 테스트

Nordson은 폴리머의 점성, 용융 지수 및 수분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현장 시운전 지원 및 교육

Nordson은 종합적 서비스 메뉴로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부응하고 장비의 정상 

가동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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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압출기 토출량*
kg/hr (lbs/hr)

스크린 직경
mm (in.)

필터 영역
cm² (in.²)

300 272 (600) 76.2 (3.00) 2 x 45.61 (7.07)
379 476 (1,050) 96.3 (3.79) 2 x 72.78 (11.28)
458 680 (1,500) 116.3 (4.58) 2 x 106.26 (16.47)
552 998 (2,200) 140.2 (5.52) 2 x 154.33 (23.92)

583 1,098 (2,420) 148.1 (5.83) 2 x 172.14 (26.68)
694 1,601 (3,530) 176.3 (6.94) 2 x 243.95 (37.81)
907 2,721 (6,000) 230.4 (9.07) 2 x 416.67 (64.58)
1,063 6,000 (13,230) 270.0 (10.63) 2 x 572.50 (88.72)
 

사양 

장비 옵션

  자동 제어 시스템

  어댑터

  맞춤 장착 스탠드

  기어 펌프 시스템

  고정형 믹서

  펠리타이저

  청소용 오븐

  턴키식 시스템 통합

최대 압력: 517bar (7,500psi)

최대 압력 차이: 207bar (3,000psi)

최대 온도: 315°C (600°F)
* 압출기 토출량은 실제 공정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BKG DBC는 수평 버전보다 
통로 공간을 덜 차지하는 
컴팩트한 디자인의 수직형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BKG® NorCon™ DBC 연속 스크린 교체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