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rdson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Nordson은 모든 제조업체 및 공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고객의 용액 코팅의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슬롯 다이의 성능을 높이고 생산 성능을 개선해 드립니다.

  1971년부터 다이 시스템 수리 및 개조 사업을 개시하여 기존 다이 제조업체 중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Premier™ 및 Ultracoat™ 다이뿐만 아니라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다이까지 수리 및 개조가 가능하며 연간 

수백 건의 다이 수리 및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슬롯 다이 및 관련 부품의 생산과 수리 및 개조를 담당하는 숙련된 전담 팀 보유

Nordson 수리 및 개조 사업부

  Nordson은 8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슬롯 다이 시스템의 엔지니어링, 생산, 그리고 영업 지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전문 지식을 보유한 용액 코팅 전문가 그룹을 보유

  슬롯 다이의 수리 및 개조 전용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리 및 개조 일정을 지킴으로써 고객의 투자 

비용의 빠른 회수를 보장합니다.

  최적화된 공정으로 생산 중 "fast track" 수리 및 개조 작업 실시

  Nordson 애프터서비스 팀은 다이 개조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신제품과 

동일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능한 수리 및 개조 서비스

 전체 다이의 수리 및 개조: Die 내 flow 표면, 접합부(seal) 표면, 그리고 lip face의 품질의 수리 뿐만 아니라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여 다이를 이전 “Premier” 상태로 복원

 Lip Edge/Face의 수리 및 개조*: Lip face 품질을 이전 다이의 “Premier” 상태로 복원 

*이 옵션은 고객사 제품의 가로 방향 두께 편차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적용. 

Nordson의 슬롯 다이 수리 및 개조 서비스는 유체 경로의 재설계, 부품 개선, 공정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오래된 다이를 거의 새것처럼, 또는 더 나은 상태로 바꿔 줍니다. 따라서 고객은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제품 품질 개선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슬롯 다이 수리 및 개조 서비스
Nordson의 차이점 체험



   모든 나사의 구멍 검사, 재 태핑(tapping) 및 수리
   접수된 다이 검사
   수리 및 개조 준비를 위해 분해 및 청소
   다이 flow channel 표면의 평탄도를 원래 
사양대로 복원하기 위해 정밀 연마

   입구 복원
   매니폴드를 포함하여 flow channel 표면 광택

   평탄도를 원래 공차대로 복원하기 위해 립 표면 
정밀 연마 및 마감

   다이 립 에지 반경(die lip edge radius) 복원
   조립 전 비디오 검사 및 최종 수치 기록
   다이 재조립
   품질 기술자가 다이 어셈블리의 전반적인 품질 
검사 후 테스트 보고서 작성

Nordson 완전 수리 및 개조의 결과 

Nordson으로 다이를 보낼 때는 다음 사항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품질의 flow channel 표면 마감을 통해 기계적 결함의 생성을 줄이고 코팅 결함 가능성 방지. 
  다이 본체 실링(sealing) 복원을 통해 유체 채널의 무결성과 정렬 상태 보호 및 매니폴드 백라인 주변의 누출 

방지
  유체 채널 및 최종 lip land의 평탄도 복원을 통해 다이를 원래 규격 및 토출량 또는 그 이상으로 복원

Nordson이 복원한 슬롯 다이는 가동 기간이 더 길어지고, 따라서 생산량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평탄도 검사
 
평탄도 보장은 Nordson 제조 공정의 핵심으로서, 보다 일관성 있는 최종제품 마감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원료 및 생산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슬롯 다이 수리 및 개조 방식

고정 립 슬롯 다이에 대한 일반적인 평탄도 검사 결과

평탄도 검사 보고서
1,080mm 고정형 슬롯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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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및 개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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