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커튼 플로우 도포 장치 『FL 시리즈』

POINT

• 도포하려는 액체 자싞의 점성을 이용하여 커튺 형태의 막을 형성시켜 피도물에 직접

  도착시키는 도장방법.

• 도료손실이 없는 경제성이 뛰어난 도장기.

• 균일한 도포로 뛰어난 도장면을 획득.

• 컨베이어 속도를 40~120m/min로 조정하여 

  스피드한 도장이 가능.

• 도료 미스트가 없어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확보.

• 더블 헤드型은 2액성 도료의 도장도 가능.

• 유효도장폭 최대 2500mm의 제품도 수주생산.

• 취급이 갂편하여 특별한 도장기술이 필요치 않음.

특징

■ Flow Coater는 펌프부, 헤드부, 컨베이어부로 구분

■ 펌프部

• Packingless의 원심펌프를 채용

• 모터는 안전증방폭형, 인버터 제어

• 토출량은 Hz로 표시되어 수치 관리 용이

• 도료필터 챔버는 외부에 설치, 청소·교환이 용이

• 도료용기는 취급이 갂단하여 도료 교환작업이 용이 

■ 헤드部

• 갂단한 개폐동작으로 헤드內의 청소가 용이

• FL-S6G/W6G, S12G/W12G는 에어실린더에 의한 수평 슬라이드 방식

• 헤드의 갂극은 정압장치와 스토파에 의해 확실히 고정

• 헤드內의 도료잒량은 최소한이 되도록 설계

■ 컨베이어部

• 컨베이어 속도는 도막의 결정에 중요한 포인트

• 컨베이어 속도는 인버터 제어로 미세조정과 스피드 표시

• 우레탄계 수지製 벨트로 오염과 시너에 의한 탈피 방지 

• 크라운 형상의 롤러와 테이크업장치로 사행 조정

■ 관련기기 (옵션)

• 소형 피도물의 낙하방지를 위한 이송 망 

• 고점도 도료, 접착제용의 기어펌프

• 도료 냉각장치

• 고밀도 도료 필터(100㎛ 필터)

• 바람막이用 아크릴커버



外觀



■ FLOW COATER 주요사양

형식 FL-S3G FL-W3G FL-S6G FL-W6G FL-S12G FL-W12G

헤드 HEAD 형식 싱글 헤드 더블 헤드 싱글 헤드 더블 헤드 싱글 헤드 더블 헤드

(Head) 커튼 全폭 450mm 720mm 1320mm

유효 도포폭 300mm 600mm 1200mm

HEAD 재질 청동주물 강제에 불소 코팅 강제에 불소 코팅

HEAD 개폐방식 上下Hinge 에어실린더에 의한 수평구동 에어실린더에 의한 수평구동

HEAD 상하 거리조정 100, 150, 200mm 100, 150, 200mm 100, 150, 200mm

EDGE 조정범위 0~1.0mm 0~1.0mm 0~1.0mm

EDGE 재질 SUS SUS SUS

펌프 펌프 구동 모터 0.75 kw/4극 0.75 kw/4극X2sets 0.75 kw/2극 0.75 kw/2극X2sets 0.75 kw/2극 0.75 kw/2극X2sets

(Pump) 펌프 회전수 표시 인버터에 의한 Hz수치 표시 인버터에 의한 Hz수치 표시 인버터에 의한 Hz수치 표시

모터 구조 안전증방폭형 안전증방폭형 안전증방폭형

모타 전도 방식 모타 직결형 모타 직결형 모타 직결형

펌프 토출량(청수) 25ℓ/min (60Hz) 85ℓ/min (60Hz) 85ℓ/min (60Hz)

도료용기 10ℓ 10ℓ x 2sets 20ℓ 20ℓ x 2sets 40ℓ 40ℓ x 2sets

펌프 구조 Centrifugal Pump式 Centrifugal Pump式 Centrifugal Pump式

펌프 필터 챔버 #30,#40, 각 1매 #30,#40, 각 1매 #30,#40, 각 1매

도료 바이패스 회로 無 有 有

도료 호스 Φ19x 650mm, 연질비닐 Φ25x 1400mm, 초산염비닐 Φ25x 1400mm, 초산염비닐

컨베이어 컨베이어 구동 모터 0.4kw/4극 0.75kw/4극 1.5kw/4극

(Conveyor) 컨베이어 속도표시 인버터에 의한 스피드 표시 인버터에 의한 스피드 표시 인버터에 의한 스피드 표시

컨베이어 속도범위 40~120m/min 40~120m/min 40~120m/min

모터 구조 전폐외선형 전폐외선형 전폐외선형

엔드레스 벨트 폭 300mm, 폴리우레탄 폭 600mm, 폴리우레탄 폭 1200mm, 폴리우레탄

컨베이어 軸受 간격 180mm 200mm 230mm 265mm 230mm 265mm

텐션 테이크업式 테이크업式 테이크업式

電裝관계 제어반 펌프. 컨베이어:버튼ON/OFF 펌프. 컨베이어:버튼ON/OFF 펌프. 컨베이어:버튼ON/OFF

기타 기체촌법(전장x전폭) 2600x1100mm 2700x1100mm 3600x1800mm 3900x1800mm 3600x2400mm 3900x2400mm

컨베이어 높이 800mm 850mm 850mm

무게 302Kg 419Kg 620Kg 850Kg 920Kg 1230Kg

도색

 • 더블헤드 형식은 수주 생산품입니다.

 • 제어반 및 헤드개폐用 3Way Cock은 컨베이어 출구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FL-S6G/W6G, FL-S12G/W12G) 

 • FL-S3G/W3G의 펌프 토출량은 90Hz時 40ℓ/min입니다.

Pastel Blue Pastel Blue Pastel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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