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

01. 기존 복층유리 생산라인에 TPI 추가 증설 가능
02. 메탈 (알루미늄) 간봉과 TPI 간봉 병행 생산 가능
03. Dual-pump-system makes it possible for non-stopping supply and extruding TPI material.
04. 고속의 가스필링과 높은 가스 충진율 (1㎡/2초, 2.5㎡/15초, for 99.9%)

제품사양

NO

Category

SPEC.

NO

Category

SPEC.

01

Min. Glass Size

180mm x 350mm

04

Max. Glass Size

2,450mmx3,600mm
(Jumbo Size Option)

02

Glass Thickness

3~10mm
(17~20mm Option)

05

IGU Thickness

Upto 60mm

03

TPI Spacer Width

3mm~18mm

* 사전 준비 공정이 불 필요함. ( 간봉 및 부틸 작업, 조립 공정 )
* 간봉 폭을 손쉽게 온라인 생산시에도
자유자재로 변경가능
* 우수한 품질의 웜에지로 가스 밀폐력이 뛰어남

* 판유리 두께 최대 10mm까지 세척 (17-20mm:옵션)
(판유리 두께 자동 인식 대응으로 세척 유리별 다른 규격도 연속 세척 가능)
* Low-E 코팅면 자동검출 인식기능
* 3Pair, 4Pair (옵션) 브러쉬 타입 적용
* 브러시 상하 교차 교환 가능하여 브러쉬 수명 2배 연장
* 브러시 개별 구동

* 수평 및 수직 간봉 부착 가이드 보조장치로 빠르고 손쉬운 간봉 부착
* 간접 조명을 통한 정밀한 유리 이물질 검사로 불량율 제로 기능
* 스테이션 후방 도어를 이용한 후면 유리 오염면의 신속한 보정 기능
* 더블가이드바 장착으로 안정된 작업물 이송
* 검사대안에 작업자 신체 진입 시, 자동멈춤 기능으로 안전사고 미연 예방

* 기존 복층유리(알미늄) 생산라인에 자유로운 TPI라인 추가 증설가능 (타사 전제품 호환)
* 메탈(알루미늄) 간봉과 TPI 간봉 병행 생산 가능
* 사전준비 공정이 불 필요함.( 간봉 및 부틸작업, 조립공정 )
* 간봉폭을 손쉽게 온라인 생산시에도 자유자재로 변경 가능
* 더블 드럼펌프 시스템으로 TPI 액을 연속 공급 및 토출 가능

* 고속의 가스 필링과 높은 가스 충진율 (1㎡/2초, 2.5㎡/15초, 99.9% 기준)
* 유리 크기에 따른 가스 충진량 자동조절로 가스 소모량 절감
* 다양한 가스프레스 로봇 선택가능 ( 삼중,사중, 4-Stepped / 옵션 )

* 3중 TPI 가스필링
* 듀얼 프레스 채택 시, 2개의 프레스 개별 동작기능으로 소형유리 생산성 배가 됨
* 듀얼 프레스 타입 - 소형 및 일반 복층 제작 시, 2개의 프레스 개별 작동으로 생산성 향상
* 점보사이즈 2개, 또는 3개의 프레스 연동 작동 (최대 6,050mm)

* 안정적이고 정밀한 씰링제어로 고품질 시현
* 간봉 깊이 자동 인식기능

* 스크래퍼를 이용한 코너자동마감
* “V” 형 송출벨트로 이송벨트 오염방지
* 3중 복층 2회 씰링 (옵션)

문의처
TEL : 031. 319. 0060
FAX : 031.629.5042
Email: ekang@ekang.com

Web Site
QR코드로 이강TPI 시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ekang.com
Corporate Name : EKANG TECH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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