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rdson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Nordson EDI는 1971년부터 다이 시스템 개보수 작업을 시작하여 다이 제조업체 중 가장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간 수백 건의 다이를 rework 하고 있으며 자체 설계는 물론 경쟁사의 평판 다이 시스템까지도 개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레거시 모델이나 Nordson EDI 시스템을 위한 교체용 파트도 대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메이커와 모델 장비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고객의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다이 시스템 성능 향상과 아울러 귀사의 장비 수명 연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용 rework 시설

Nordson EDI는 주요 다이 제조업체 중 휴일 없이 매일 가동되는 rework 및 애프터서비스 전용 시설을 갖춘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것이 귀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rework 업무에 집중하는 rework 전문가 

	 	다이 rework 전용 기계가 갖춰져 있으므로 프로젝트 일정을 준수할 수 있어 고객의 빠른 투자 회수 가능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

Nordson EDI 는 애프터서비스 전문가 집단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든 시간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애프터서비스의 

엔지니어링, 제작 및 판매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지식을 갖춘 팀이 귀사의 요구에 꼭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귀사의 다이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 애프터서비스 팀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사용을 비롯하여 신제품 

그룹과 동일한 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ordson EDI의 rework 서비스는 재설계된 flow 경로, 향상된 부품, 추가된 공정 기능을 제공하여 오래된 

다이를 거의 새 것 또는 더 나은 상태로 바꿔줍니다. 이는 곧 고객에게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제품 품질 

개선을 의미합니다.

Nordson의 차이 

Nordson EDI의 rework 서비스



rework 서비스 제공

Nordson EDI의 rework 서비스 포함 내용 
	 	검사
	 기본 세척(분해 및 세척)
	 완전 개보수
	 수정
	 보강

포괄적인 rework 방식

Nordson EDI의 rework 공정에는 최소 21단계가 포함됩니다. 

재도금 전: 
  	모든 나사 구멍 검사, 재 태핑 및 수리
   Incoming 다이 검사
   비드 블라스팅
   도금 벗겨내기
   flow 채널 갭 사양을 복원하기 위한 정밀 연마
   입구 복원
   flow 채널 광택
   끝단 표면 재처리
   파일럿 수치 복원
   랜드 및 립 표면 초고광택
   die lip edge radius 복원
   새 크롬 도금

재도금 후: 
   flow 표면 광택 및 버프 연마
   립 표면 및 다이 본체 실링 표면 연마
  	랜드 초고광택 및 사양에 die lip edge radius 적용
  	적절한 실링 접촉과 flow 채널 윤곽선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한 실링 블루 테스트

   랩 카운터-보어
  	조립 전 비디오 검사 및 최종 수치 기록
   다이 재조립
  	전기 부품 및 전반적인 다이 어셈블리 검사
  	프로젝트를 담당한 애프터서비스 엔지니어의 시각 
검사

Nordson EDI가 수행하는 완전 개보수의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귀사의 다이를 Nordson EDI 에 보내셨다면	다음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품질의 flow 표면 마감: 결함의 기계적 전달 감소, 슬립 릴리스 향상, 폴리머 감소 가능성 약화 
	 	다이 본체 실링 복원: flow 채널의 무결성과 정렬 상태 보호 및 매니폴드 백라인 주변의 leak 방지 
  flow 채널 및 최종 랜드 평탄도 복원: 다이를 원래 수치 및 토출 용량으로 복구

Nordson EDI가 복원한 다이는 분해와 세척 작업 중의 가동 시간이 늘어나고 최종 제품의 평탄도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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