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rdson EDI 기술 센터에서 제품 개발 및 공정 테스트를 
실시하여 높은 원자재 비용 절감 및 낮은 생산성 문제 해결

외주 시험 시설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 
오늘날, Nordson 은 제품 개발 및 테스트 가동을 
위한 완벽한 장비를 갖춘 공정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 치페와 펄스에 위치한 EDI 기술 
센터에서 가장 엄격한 신뢰 기준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면 신기술 개발의 성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Nordson EDI 기술

 �여섯 개의 압출기 파일럿 라인과 캐스트 필름/시트 라인 
단층 압출에서 공압출 및 최대 1,280개 레이어로 
이루어진 멀티플라이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비 
옵션을 제공합니다. 박막에서 100mil 시트에 이르는 
각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 라인은 경제적인 동시에 
다목적성이 입증된 생산 라인입니다.

  Fluid 코팅 라인  
이 라인은 생산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체 fluid 형성, 
코팅/기질 혼합 및 기타 매개 변수 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롤 업체는 양산 규모의 시스템에 투자하기 
전에 슬롯 다이 코팅의 장점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재 특성화  
Nordson 이 제조한 폴리머 가공 장비의 내부 flow 채널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당사 유동학 연구소에서 수지의 
특성을 규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다이 
시스템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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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기 6대 파일럿 라인

� �단층, 공압출, 멀티플라이 필름 또는 시트

  1mil (0.001”) – 100mil (0.100”) 두께의 필름 또는 시트 생산 가능

� �최대 1,280개의 레이어 멀티플라이 가능

� �캐스트 제품 폭 약 762mm (30”)

  38.1mm (1.50”) 24:1 L/D 공냉식 압출기

  25.4mm (1.00”) 24:1 L/D 공냉식 압출기

  25.4mm (1.00”) 24:1 L/D 공냉식 압출기

  44.45mm (1.75”) 30:1 L/D 공냉식 압출기

  44.45mm (1.75”) 30:1 L/D 공냉식 압출기

  44.45mm (1.75”) 30:1 L/D 공냉식 압출기

  914.4mm (36”) 너비의 XP 고속 롤 스탠드 시스템

  EPIC 제어 시스템

	 	캔틸레버 터릿 와인더

	 	중량 측정 피더 어셈블리

	 	공기 이온화기

압출기 6대의 캐스트 필름/시트 라인 장비

	 	공압출 유입구가 있는 812.8mm (32”) Ultraflex™ 
싱글매니폴드 다이

  3레이어 Ultraflow™ I 피드블록

  5레이어 Ultraflow™ IV 피드블록

  7레이어 Ultraflow™ I 피드블록

  9레이어 Ultraflow™ I 피드블록

  4배속 멀티플라이 카세트가 최대 4개 장착되는 레이어 
멀티플라이어 2대

	 	엣지 트림 시스템

	 	전자기 및 압축 공기형 엣지 고정 시스템

	 	수지 건조 가능

  3등급 수분 분석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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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 필름/시트 라인

� �단층, 공압출, 멀티플라이 필름 또는 시트

  0.5mil (0.0005”) – 15mil (0.015”) 두께의 필름 또는 
시트 생산 가능

� �최대 1,280개의 레이어 멀티플라이 가능

� �캐스트 제품 폭 약 152.4mm (6”)

캐스트 필름/시트 라인 장비

  25.4mm (1.00”) 24:1 L/D 공냉식 압출기

  25.4mm (1.00”) 24:1 L/D 공냉식 압출기

  19.05mm (0.75”) 24:1 L/D 공냉식 압출기

  254mm (10”) 롤 스탠드

  TCU 열 교환기 1대

  203.2mm (8”) Ultraflex™ 싱글매니폴드 다이

  3레이어 Ultraflow™ I 피드블록

  5레이어 Ultraflow™ I 피드블록

  4배속 멀티플라이 카세트가 최대 4개 장착되는 레이어 
멀티플라이어 2대

	 	공기 이온화기

	 	엣지 트림 시스템

	 	전자기 및 압축 공기형 엣지 고정 시스템

	 	수지 건조 가능

  3등급 수분 분석기 사용 가능

Fluid 코팅 라인

� �일반적인 습식 코팅 두께는 코팅 fluid의 유동학적 
특성에 따라 1미크론에서 125미크론

Fluid 코팅 라인 장비

	 	작동 너비: 500mm (19.69”)

	 	롤러 너비: 600mm (23.62”)

	 	라인 속도: 1 – 60m/min (1 – 200ft/min)

  Web 장력: 25 – 150N

	 	건조기 길이: 3m (120”)

	 	최대 건조 온도: 235°C (455°F)

  UV 경화 시스템

  Fluid 이송 및 여과 시스템

	 온도가 제어되는 클린룸 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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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학 분석 기능: 이중 모세관 유량계

	 	듀얼 보어 기능이 있어 Bagley 보정에 초점을 맞춘 테스트는 물론 다른 
유동학 테스트 방법에 따라 효율적인 유동학 테스트 가능

  Extensional/elongational 점성을 테스트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전단 점성을 
가지는 소재의 독특한 흐름 특성 파악 가능

  PVC 등 다양한 가소제, 오일, 윤활제 및 각종 첨가제가 함유되어 flow 분산 
및 배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사용 사례에서 벽면 슬립 현상을 
밝혀내기에 유리

	 	고급 분석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동학 데이터를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통의 보정 및 피팅 
적용 가능

	 	각각의 용도에 맞게 소재 테스트 실시 후 유동학 데이터를 토대로 적절한 
기계 설계 보장사진 제공: Instron

필름 분석 장비

  Leica Microtome 을 사용하여 단면 분석용 필름 및 시트 준비 
(샘플 두께 10mil 이상)

  576배 배율을 자랑하는 Ram 광학현미경

	 	단면 사진 촬영 가능

	 	레이어 두께 측정 가능(구조물에 따름)

  0.1mg 분해능의 Sartorius 전자 저울로 필름 밀도 및 코팅 
중량 파악

  Olympus MagnaMike 8500으로 두께 측정

Olympus MagnaMike 8500

Microtome 샘플

수분 분석기 및 수지 건조기

3등급 수분 분석기

	 	건조 중 손실량을 파악하여 샘플의 습도 측정

	 	적외선 석영관으로 샘플 가열

	 	건조 단계 이전 및 도중의 중량을 전자 저울로 측정

수지 건조기

  Conair W100 Carousel Plus 제습 건조기

	 	건조 온도: 66° – 191°C (150° – 375°F)

	 	용량: 약 226.8kg (500파운드)

  Conair MDCW050 Carousel Plus 건조기

	 	건조 온도: 66° – 191°C (150° – 375°F)

	 	용량: 약 113.5kg (250파운드)

3등급 수분 분석기

수지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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