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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다이 분해 및 세척 
 

공구 
 
고정 슬롯 다이 청소를 준비할 때 다이를 적절히 청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에 

도움이 되는 공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각 키 및/또는 소켓 헤드의 분류 

*키 또는 소켓 헤드가 특정 다이 볼트에 맞는 크기인지 

확인하십시오. 
♦ 보틀 브러시 

♦ 브레이커 바 

♦ 컵 또는 캐치 팬 

♦ 보풀 없는 천 

♦ 비마모성 스크럽 패드 

♦ 보호 장갑 

*장갑이 사용할 세척제는 물론 다이에 있는 유체를 

취급하는 데 적합한 재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푸시 볼트 

♦ 최종 청소를 위한 용제 

*용제가 공정 및 다이 재료와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터닝 바 

♦ 토크 렌치 

중요 
 

전동 공구는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다이 표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이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전면 엣지, 랜드, 매니폴드 또는 실링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역이 손상되면 결국 최종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이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시계를 포함한 모든 보석류를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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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절차 
 
먼저, 캐치 팬 또는 컵을 피드 어댑터 바로 아래 놓습니다. 

다이를 배출하기 위해 피드라인을 분리하기 전에 이송 

시스템에서 압력을 제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이에서 Fluid 흐름이 멈춘 후에 피드 어댑터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육각 키를 사용하여 어댑터용 볼트 4개를 

제거하고 테이블 또는 청소할 버킷에 놓으십시오.  
 

피드 어댑터를 제거한 후, 각 오프셋 블록의 상단 볼트를 

풀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볼트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재조립 시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은 통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브레이커 바를 사용하여 다이 본체의 볼트를 모두 푸십시오. 이 작업 동안 반드시 따라야 하는 순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으로 진행합니다.  
 

본체 볼트와 오프셋 볼트를 제거한 후, 다이 뒷면에서 

다이 오프셋 심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다이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다이를 열려면 터닝 바(양손을 사용)와 푸시 볼트를 상부 

다이 본체에 삽입하십시오. 푸시 볼트는 처음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육각 

키를 사용하여 다이 본체 사이의 씰이 파손될 때까지 푸시 

볼트를 계속 돌리십시오.  
 
 

다이를 열려면 터닝 바(양손을 사용)와 푸시 볼트를 상부 

다이 본체에 삽입하십시오. 다이 크기에 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부 다이 본체가 열릴 때 다이 본체의 볼트 

구멍으로 흘러 들기 전에 가능한 유체를 많이 닦아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 보풀 없는 천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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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절차 
 
다이를 연 상태에서 이제 상부 다이 본체의 내부 표면에 

있는 유체를 청소하면 됩니다. 유체 대부분을 청소했으면 

적절한 용제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 있는 잔류물을 

제거하십시오.  
 

상부 다이 본체를 청소했으면 본체 심도 제거하여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하부 다이 본체에는 다이 매니폴드와 스로트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유체가 매니폴드로 흘러 들기 전에 

유체가 스레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본체 볼트 구멍을 

테이프로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니폴드와 스로트에서 대부분의 유체를 제거한 후에 

상부 본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부 본체에서 잔류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거하기 어려운 유체를 다루는 경우 비마모성 

스크럽 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용한 스크럽 패드에 마모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다이에 흠집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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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립 절차 
 
다이 볼트와 본체 심을 깨끗하게 청소한 상태에서 이제 

장비를 재조립하면 됩니다.  
 

참고: 이 때 항상 장비에 손상된 곳이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본체 심은 정렬 핀을 사용하여 다이의 하부 본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상부 본체에서 푸시 볼트를 제거했는지 

확인한 후 터닝 바를 사용하여 실 표면이 부드럽게 

접촉되도록 주의하면서 하부 본체 상단에서 상부 본체 

뒷면을 천천히 회전하십시오.  
 

그런 다음, 터닝 바를 제거하고 보관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참고: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터닝 바를 제거할 때는 

항상 양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이 뒷면과 오프셋 블록 사이에 필요한 오프셋을 배치한 

다음 오프셋 볼트를 다시 끼우십시오. 이러한 볼트의 

토크 사양은 다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오프셋 볼트의 토크 순서는 다이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프셋 볼트를 규정 토크로 조인 후 다이 본체 볼트를 

다이에 다시 끼우고 손으로 조이면 됩니다. 이러한 

볼트의 초기 토크 사양은 다이 상부 본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참고: 본체 볼트의 토크 순서는 다이에 새겨져 있으며 

항상 다이 중심부터 시작하여 이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초기 토크가 완료되면 토크 렌치를 최종 토크 사양으로 

설정하고 위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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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교육 
 
이 전체 절차를 보여주는 교육용 동영상을 보려면 info@nordsonfluidcoating.com으로 문의하거나 

www.nordsonfluidcoating.com 에서 “지원”을 클릭하고 로그인하거나 “고객 지원 서비스” 섹션에 등록하십시오.  
 

문의처 
 
본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주소로 문의하십시오. 
 

Keith Wheeler, 사업부 담당 이사 
Nordson Fluid Coating Systems 
이메일: keith.wheeler@nordson.com 

mailto:info@nordsonfluidcoating.com
http://www.nordsonfluidcoa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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