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t & KRN Nozzle

Accessories

Slit Nozzle

Slit Nozzle 은 면 도포 전용 nozzle 로써 넓은 면적을 단시간 내 균일하게 도포 가능하며, Stainless steel
소재를 적용하여 사용 재료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또한 공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자에게 맞게 주문
제작 가능하며 Slit Nozzle 내부의 liner 의 변경으로 간편하게 도포 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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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fication
Product name

EXPANSILE SLIT Nozzle

Material

SUS 316

Dispensing outlet (Length)

100 mm

* 재질 및 길이는 사양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 공정
V. OLED Display

V. 염료 감응 태양 전지

V. 유기 박막 태양 전지

V. 연료 전지

V. EVA (Ethylene-vinly acetate) 코팅

Dispensing flow
Slit Nozzle 대기

Slit Nozzle 상승

Slit Nozzle 하강

Slit Nozzle 도포 완료

Slit Nozzle 도포

Slit Nozzle 도포

KRN Nozzle

(단위:mm)

7

KRN-0.55N

ID (mm)

0.4

0.6

Material

SUS303

SUS3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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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N-0.35N

4

Product Code

18.5

Specfication

6

KRN Nozzle 은 고-점도 재료에서부터 저-점도 재료까지 폭
넓은 적용범위와 높은 도포 정밀도를 유지합니다. 재료의 액 맺힘을
최소화하며 이중나사의 체결방식으로 체결력이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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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System

액 공급장치

특주 Pressure Tank

Buffer Tank

용량에 따라 액체를 보관하고 가압하여 액송
하는 Tank 입니다. Loadcell 및 Indicator 를
이용하여 잔량 감지가 가능하고 Check Valve
를 적용하여 액체 용기 교체 시 액 흐름을
최소화합니다.

용량에 따라 액체를 보관하고 가압하여 액송하는
Tank 입니다. Main Tank 에서 Buffer Tank 로
소분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Level Sensor 를
이용하여 잔량 감지가 가능합니다.

(하부 개폐 방식)

Material

SUS 304

Applicable pressure

Max. 10 bar

Packing

NBR, SILICON

특주 Cartridge Holder

Material
Applicable pressure
Packing

SUS 304
Max. 10 bar
NBR, SILICON

Dual Cartridge System (Diagram)
Air in

Barrel 을 이용한 액 공급시 적용되며 잔량
감지를 위해 level sensor 를 적용한 제품
입니다.
Cartridge 잔량 감지 Sensor

Type

Cartridge Holder

Material

(Order-made)

Aluminium

Applicable pressure

Pressured air

Packing

Level sensor

기포제거 VENT

특주 Tank system M/C
자동 액 공급 Tank system Machine 은 Compact 한 size 로 공간을 최소화 하며 Main 장비와 간편하게 Docking 할 수 있는
자동 액 공급 장치 시스템 입니다. 손쉬운 조작법으로 운영이 간단하며 Loadcell 과 Indicator 를 적용하여 액체의 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액체의 교체 주기를 알려 줍니다. Regulator 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Cylinder 방식
으로 액체 교체가 편리하며 주변의 오염을 차단할 수 있고 Stand-alone 으로 구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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