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rdson의 BKG® 스크린 체인져는 고효율 여과 
공정을 위해 제조된 우수한 품질의 제품입니다. 
용도별 요구 사항에 맞춰 설계된 이 제품은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잠재력을 실현하여 
산출량과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관된 여러 요소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즉 
완벽한 여과 시스템과 완벽하게 설계, 제조된 
필터 소재가 합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Nordson 스크린 팩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가능한 레이어 조합 중 하나일 
뿐입니다. Nordson 응용 팀에서는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매개 변수에 따라 해당 
용도에 완벽한 맞춤 솔루션을 찾아 드립니다.

스크린 팩의 요구 사항
스크린 팩은 여과 과정에서 최대 200bar에 달하는 차압을 견뎌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손상이나 원치 않는 흐름 저항을 방지하고 최고의 여과 실적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지지력과 
투과율을 동시에 보장하는 스크린 팩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적화된 공정에서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으려면 스크린 팩의 모든 레이어가 청결한 대칭 구조로 스크린 캐비티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Nordson 솔루션 - 복층 스크린 팩

1.   배출 기능을 갖춘 성긴 지지 스크린
2.   더 미세한 지지 및 배출 스크린 추가
3.   미세 여과층
4.   지지 스크린

시스템 핵심 요소 - 여과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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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례

기본적인 압출 공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Nordson 배럴과 스크류가 적당히 
조절된 균질한 용융물을 만들어 줍니다. 
Nordson 기어 펌프는 필요한 압력을 정확히 
가하여 출력합니다. 그러면 Nordson 여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청결한 용융물을 압출 다이에 
공급합니다. 모든 부품이 필요에 맞는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스크린 팩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급한 스크린 팩은 
공정에 크나큰 위험을 가하고, 제품과 다운스트림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스크린 밀림

피스톤 작동 공간에서 스크린 팩을 지지하고 
스크린 필터링 영역 전체에 폴리머를 최적의 
상태로 배포해 주는 브레이커 플레이트는 여과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정 압력으로 인한 기계적 응력을 견뎌낼 수 
있게 스크린 팩을 설계하지 않으면 스크린 층이 
브레이커 플레이트의 구멍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스크린 밀림"이 생겨납니다.

이때 짜임새가 틀어지면서 주변부 실링이 
벌어지고 여과의 정밀성이 저하됩니다. 결국 
오염물 입자가 스크린을 통과하여 용융물과 최종 
제품을 오염시킵니다.

저렴한 스크린

스크린 패임

Nordson 스크린 팩



투과율
필터 소재를 결정할 때는 걸러내야 할 물질만이 
아니라 통과시켜야 할 물질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과와 투과의 비율을 달리하여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공정 중 폴리머는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이를 위 
해 메쉬 와이어와 메쉬 사이사이의 구멍을 일정 
한 비율로 유지하여 폴리머 용융물이 최대한 
많 은 유체 경로를 따라 필터 소재를 통과할 
수 있도 록 합니다. 흐름에 최적화되지 않은 
필터 소재를 사용하면 균일한 폴리머 스트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폴리머 용융물이 스크린 
앞쪽에 쌓이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스크린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교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의 품질도 위험해집니다. 
Nordson 스크린 팩은 극대화된 여과 효율을 
발휘하는 동시에 최적의 투과율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열

폴리머 압출 공정은 작동 압력이 최고 700bar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힘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필터 소재가 독특한 구조 강도를 갖춰야 합니다.

단층 스크린 팩이나 저렴한 스크린 팩으로는 
이렇게 꼭 필요한 안정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크린 파열의 위험이 상존하며, 
이로 인해 장시간의 가동 중단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Nordson 스크린 팩은 다양한 짜임새의 레이어 
여러 개를 섬세하게 용접하여 제조합니다. 이로써 
안정성을 극대화하여 기계적 응력에 맞설 수 
있습니다.

스크린 파열

고체 소재와 자
유 체적을 일정
한 비율로 유지
하여 폴리머 흐
름을 최적화합
니다.

저가의 스크린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취약한 핵심 요소로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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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직은 여과망의 구조에서 기본입니다. 높은 압력 
하중이 있을 때도 상당한 인장력을 흡수하여 모든 
종류의 비틀림을 막아 줍니다. Nordson 스크린 
팩의 평직망은 지지 및 배출 기능을 담당합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적 상호 작용 기존의 스크린 팩은 오염물 입자 때문에 막히기 쉬웠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짜임 구조가 효율적으로 조합된 Nordson 스크린 팩은 수명이 훨씬 더 길고, 따라서 스크린 
교체 횟수가 더 적으며 스크린 팩당 산출물은 더 많습니다.

언제나 안성맞춤 Nordson 스크린 팩은 저렴한 스크린 팩과 달리 캐비티에 맞게 제작됩니다. 
스크린 크기와 공차에 대한 Nordson의 지식을 바탕으로 완벽한 주변 실링을 보장합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스크린 작동 압력을 견뎌내지 못하는 스크린 팩을 사용해서 제품을 오염시킬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Nordson 스크린 팩은 독특한 구조 강도를 발휘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압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청결 Nordson 스크린 팩 전체는 물론 그 안에 들어 있는 스크린 층까지 모두 초음파 세척을 
거치기 때문에 어떠한 오염도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직 및 최적화된 골직금망
효율적 조합

최적화된 골직금망으로 된 미세 여과층입니다. 
기계적 응력을 매우 잘 막아내는 것은 물론 작은 
크기의 기하학적 구멍으로 우수한 투과율을 
발휘하는 것이 기본 기능입니다. 덕분에 가능한 
한 최고의 여과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폴리머 
용융물은 melt flow 방향에 대해 비스듬히 
여과됩니다. 이렇게 하면 용융물에서 오염 입자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분리해 낼 수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보장되는 품질 - Nordson 스크린 팩

최적화된 골직금망

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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