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습니다.

당사의 제조 부문인 Coating Tech Slot Dies 사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사의 특장점은 정밀 코팅 업계의 공정관련 지식을 중심으로 고객사에게 꼭 

필요한 Slot Die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업계 경험과 생산 및 프로젝트 관리 공정, slot die 코팅 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를 통하여 당사의 제품과 기타 장비 

및 기술 사양 등의 정보와 귀하의 제조 공정 상 필요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Slot 

Die 기술 관련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획하시는 Slot Die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밀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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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teCh 사 소개

founded in serviCe

Coating Tech Slot Dies 

사는 여러분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코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해결방법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Coating Tech Slot Dies사는 여러분의 

코팅 프로젝트와 프로세스에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Slot Die코팅 

시스템 전문 업체이며 효율적인 코팅 방법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이 분야의 

전문업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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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스테펜슨, 설립자
닉 스테펜슨씨는 CTSD사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코팅과 Die 업계에서 12

년 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정밀 생산, 공정 관리, 자동화 코팅설비 조립 

및 통합에서 유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닉 스테펜슨씨는 Chippewa Valley 

Technical College에서 Electromechnical  기술학을 전공했습니다.

전문분야 -

•	 Slot Die제조 

•	 정밀 연마

•	 Lapping

김 인선
㈜포리스 대표로 LG전선 연구소와 ㈜아이컴포넌트에서 광학 필름 

개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포리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번지 

멀티미디어교육관 802호  

446-701

마크 밀러, 설립자
마크 밀러씨는 1996년부터 정밀코팅 제품의 slot die코팅 적용 관련 

경력을 쌓아왔으며 시생산, 설비 분석과 신규 공정 개발에 관련된 

공정문제 해결과 프로젝트 관리에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3M사에서 

식스 시그마 블랙벨트 경력자인 그는 웹 코팅분야의 제품 손실 최소화 

및 공정 스케일 업과 관련돼 신규 개발과 기술의 중추 역할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크 밀러씨의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Hamline 법대 

법학박사, Lehigh대학 고분자 공학 석사, Wisconsin대학 화학공학 학사  

자격증 - 

•	 식스시그마 블랙벨트 (DMAIC)

•	 식스시그마 블백벨트 (DFSS)

전문 분야 - 

•	 Slot Die 코팅 기술

•	 유변학

관련 소속 협회 - 

•	 유변학회 (Society of Rheology)

•	 미국 화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

•	 미국 화공엔지니어 협회 (Americ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	 플라스틱 엔지니어 협회  

(Society of Plastic Engineers)

팀 마리온, 설립자
팀 마리온씨는는 디자인 공학, 공정관리, 코팅기기와 공정 개발 등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Slot Die 산업계 관련 숙련도 높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계 공학 관련 디자인과 가공 공정 관리 및 

설비 통합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팀 마리온씨는 

Chippewa Valley Technical College와 Wisconsin Eau Claire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  

전문 분야 -

용액코팅의 slot die산업계에서 수십 년의 경험
Slot Die코팅 산업계의 전문가와 일할 수 있습니다.

Coating Tech Slot Dies사의 주역들은 해외 유명 업체에서의 산업 현장 경험을 토대로 고객 

여러분께 필요한 코팅 공정 및 달성 목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고객의 특정한 상황에 따른 포괄적인 공정 지식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유효적절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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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설계

•	 시스템과 설비 디자인

•	 공정관리

•	 제품 개선

•	 현장 기술 서비스



회사 이력

공정지식 관련: 
CTSD사는 다양한 산업계 고객들의 공정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으로는 접착제, 항공우주산업계, 건설, 에너지, 분리막, 인쇄산업계, 의료 및 

광학필름 산업계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비 설계에서부터 설치까지 

CTSD사는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효율적이며 우월한 코팅 공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밀 가공 생산: 
당사는 관련 공작기계 연구개발과 분석설비 부서 등과 함께 당사 현장에 가공설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당사 장비는 미국 내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매우 정밀한 품질 

관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품 성능: 
제품판매 후 지속되는 고객서비스를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의 최고 

성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Slot Die관련 기술의 전문가들로서 신규 

제품개발의 선봉에 있으며 고객사의 산업계에서 신기술과 신소재의 도래에 맞추어 

코팅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Slot Die 코팅 기술을 선택하는 이유?
제조 시설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코팅 방식이 박막과 정밀도 또한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독보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Slot die 코팅 기술은 이에 대응하는 정밀하고 

계량된 공정 기술로 우수한 제어가 가능한 밀폐공정 입니다.

Slot die는 코팅 웹상에 도포되는 모든 코팅액이 액량이 계량제어 되어 slot die로 전달되는 공정 

기술입니다.

Slot die 코팅 기술은 코팅액이 밀폐된 보관 탱크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slot die로 액이 전달되는 

밀폐된 시스템 입니다. 펌프에서 액을 전달하는 속도는 코팅 웹 속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공정은 slot die 에 전달되는 어떤 소재도 바로 웹상에 도포되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Slot die 내의 manifold는 코팅 헤드를 통하여 전달되는 귀사의 용액에 적절하도록 설계됩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하나의 slot die로 접착제를 코팅하고 또한 배터리 양극제를 코팅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경량자동차로 화물 트럭을 끌어보라는 비유와 

비슷합니다- 각양의 설계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Die의 manifold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용액이 코팅 웹상에 도포될 때 마치 잘 계획된 길과 같은 

역할로서 die내부의 액 분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anifold 구조는 slot die 코팅에서 

주요 5대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대 요소들은 lip 구조, lip 오프셋, lip가변성, 

가공 오차 등입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slot die코팅의 5대 요소들 가운데서 3가지 요소들이 die의 lip 즉 

토출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토출부가 특별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부위가 코팅용액이 

코팅웹과 만나기 전 die와 접하는 die부의 마지막 표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일 lip 표면이 정밀한 오차 내로 가공되지 않았다면 코팅용액은 이러한 불완전한 부위에 대해 

“기억”하여 코팅 결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 높은 제품 기획 시 제품 개발에 박막, 정밀 그리고 오염방지된 제품을 생각하시는 

경우 slot die 코팅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밀 제조된 코팅 설비를 통하여 여러분께서 

기획하시는 우수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적정 코팅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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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Tech slot dies사는 미국 Wisconsin 주 eau Claire시에 
위치한 Chippewa valley Technical College의 applied Technology Center
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 현장에는 공작설비와 연구개발 부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화학실험실과 분석설비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사 

2322 Alpine Road Suite 4 

Eau Claire, WI 54703 

사무실전화 +1.715.544.7568

Minneapolis 영업본부 

100 South Fifth Street Suite 1900 

Minneapolis, MN 55402 

사무실 전화 +1.612.605.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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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adapted from Mark’s Coating Matters by Mark Miller of Coating 
Tech Slot Dies as published on PFFC-online.com, the home of Paper, Film and Foil 
Converting online.



Die 설계 및 가공 공정

die 설계 및 가공 공정

CTSD사는 용액의 특성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1차적으로 manifold를 

설계합니다. Die본체가 manifold 

에 따라 연이어 설계됩니다. 

당사는 엄격한 오차관리를 

수반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통해 

우수한 제품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CTSD사에서는 고객사의 제조 필요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 지와 최적 코팅 

해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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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t Die Coating 
teChnology
Slot Die는 다른 어떤 코팅 방식보다도 

안정적이며 고속의 효율적인 코팅 

공정입니다. 낮은 제품 결함율, 보다 

신속한 생산과 원재료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생산 원가 절감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ow does a slot die system 
provide these results?
Slot die 시스템이 이러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lot die작업은 다수의 오염원과 문제 

발생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보장된 closed system에서 진행됩니다.

Slot die는 용액을 균일하게 도포하도록 

특별 설계되어 있으며 온도 또한 관리되어 

제품 결함과 원재료 낭비 요소를 

제거하도록 보장됩니다.

Slot die는 코팅 공정 별로 특정 공정에 

적합하도록 주문 제작 설계화 되어 

있습니다. 

Slot die는 코팅 용액이 낭비되지 않는 pre-

metered 코팅 공정 혹은 확정형 도포량 

조절 공정입니다.

Slot die는 정밀 코팅을 확보할 수 

있고 특정 공정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Die는 필요한 코팅 폭에 

대응할 수 있으며 특수제품에 요구되는 

간극 코팅에 대응 가능하며 특수한 용액 

특성과 기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Slot 

die 기술을 통해서 코팅 용액을 재가공할 

수도 있으며 이는 용제 함량을 낮춰 공정 

속도 증가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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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설계 및 
가공 공정
CTSD사는 용액의 특성과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1

차적으로 manifold를 설계합니다. 

Die본체가 manifold 에 따라 

연이어 설계됩니다. 당사는 엄격한 

오차관리를 수반하는 정밀 가공 

기술을 통해 우수한 제품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Slot Die 제작 특성
제공 폭: 최대 80 인치 (2032 mm) 

Lip 개구: body shim(2개 제공)에 의해 정해지거나 가변 

개구 lip (0-20 mil/ 0-508 마이크론)

Body Shim 재질: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스틸 

•	 Die 설계시 shim 두께 지정

•	 Shim 두께 0.005인치 (127 마이크론) 이하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 사용

평면Flow Surface (Die 표면): 정밀 표면 가공 1-3 Ra 

마무리 

곡면 Flow Surface (Die 내부 곡면부, 인입부와 

manifold): 경면 가공 4-6 Ra 마무리

Body Offset 기능

Body 볼트의 토크 순서나 토크 값을 die 본체에 각인

토크 렌치 포함 tool kit제공 

운반과 보관 시 필요한 Lip guard 제공

운송: 주문 제작된 철제 (파우더코팅 적용) 혹은 

알루미늄 보관함 혹은 고강도 포말 코팅된 운송 상자에 

포장되어 운송됨.

Die 힌지: Die를 개방하거나 세척을 위해 상단과 

하단부에 힌지 장착 가능. 이 사양을 이용하면 Die

내부에 접근하기 위해 die 상단부를 들어올리거나 

이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Die 힌지는 die 상단부를 

135°까지 열수 있게하여 die내부로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1.715.544.7568  /  SlotDieS.com / 13

CtSD 제품 특장점

당사 Die의 세부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Die 본체 평탄도/ 직선성 오차범위 = 각 die 면의 총길이 

영역에서 최대편차 0.0001인치 (2.54 마이크론)

Slot Die Positioner: 반복성 및 정밀성 0.0001 인치 (2.54

마이크론) 이내

코팅 폭: 최대 80 인치 (2032 mm)

적용 가능 용액 점도: 1 – 50,000 cP

코팅 층수:

•	 Slot	Dies:	1-3 층

•	 Slot	Curtain	Dies:	1-3 층

•	 Slide	Dies:	다층 가능 (제한 없음)

일반 die는 15-5 ph의 스테인레스 스틸 (@ H1025 조건)로 

제작됨 옵션 die는 316L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타이타니움 

재질

CTSD사 Die 기타 사양:
•	 하기 3가지 형태 가능:

 ○ 고정 Lip

 ○ 가변 Lip

 ○ Rotary Rod

•	 Die힌지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die 상단부를 135° 까지 

개방 가능하며 die 내부로 수월한 접근이 가능

•	 Die상의 core hole들을 통하거나 전기적 배선을 통한 

온도 조절 가능

•	 다수의 manifold를 이용한 다층코팅 가능

•	 교체 가능한 lip insert 옵션

당사 die 기타 성능들:
•	 Lane코팅 가능

•	 단속 코팅 가능

•	 양면 동시 코팅 가능

12 / mAnufActuring



Slot Die poSitioner
•	 0.0001 인치 (2.54 마이크론) 이내 재현성과 정밀성

•	 롤 코팅 혹은 백롤이 없는 free span코팅 가능

•	 온/오프 코팅 제어 가능

•	 필름 접합부 (splice) 점프 기능

•	 볼스크루 조절 슬라이드 (ball screw adjustment 

slide)를 이용한 다이-롤 간극 조정 

•	 Stainless steel 재질 구성 

•	 Slot die부 이동을 위한 정밀 linear bearing 

•	 공기압 작동 

•	 두 개의 다이알 표시기

•	 진공 박스

 ○ Stainless steel재질 

 ○ 단일 챔버 

 ○ 코팅 롤 하부에 위치된 정밀 가공된 테프론 

vacuum blade는 vacuum blade와 기판 사이의 

갭을 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Die와 코팅롤 사이를 봉인하기 위한 테프론 end 

seal

 ○ 2개의 Stainless steel 재질 탱크 (배출과 차폐 

용도)

 ○ 재생용 송풍기

 ○ 필터 하우징

 ○ 필터

 ○ 소음기

 ○ 가변 주파수 구동 (전압은 추후 결정)

정밀 롤을 포함한 
코팅 스테이션
- 수평 및 고정 탭들이 
장착된 강성 측면 프레임 
구성

- 정밀 코팅 백롤:

• 고무롤 (비구동)

 ○ 표면 평탄도 (TIR) < 0.0005 인치 (12.7 

마이크론)

 ○ 동심도 (concentricity) < 0.0005인치 (12.7

마이크론)

 ○ 원통도 (cylindricity) < 0.001 인치 (25 

마이크론)

 ○ 표면 거칠기(Ra) < 4 마이크론-인치 (0.1 

마이크론-미터)

• 크롬롤 (비구동)

 ○ 표면 평탄도 (TIR) < 0.00012 인치 (3.05 

마이크론)

 ○ 2-4 Ra 표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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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액 공급 
시스템
•	 자체완비된 액 공급 장치

•	 사용자의 용액에 적합한 부품, 호스 및 

표면들

•	 정밀 미터링 펌프

•	 방폭 모터

•	 교류 속도 조절 시스템

•	 필터 하우징 전후에 위치한 액 압력 측정기

•	 Stainless steel 용기의 단면 카트리지 형 

필터 시스템

•	 액 저정 탱크 (고객 지정 용량)

•	 Sanitary type 연결부 

•	 Die stop기간 액 재순환 설계 

•	 용매안정성 확보된 (비 스파크 발생) 회전 

운반대차에 설치되는 액 공급 장치

•	 릴리프 밸브, 3방향 밸브, 압력측정기, 호스 

및 클램프 

특정되지 않은 한, 설비 제어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펌프의 가변주파수 구동부 

(VFD) 에 설비의 구동 속도 연동하도록 필요한 

제어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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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수선

설비 재가공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봉합과 표면 보전을 위한 전면 표면 연마 

•	 하부 lip 표면 연마 및 설계 lip 표면 높이를 

맞추기 위한 앵글연마 (사용자 도면 제공) 

•	 상부lip 표면 연마 및 설계 lip 표면 높이를 

맞추기 위한 앵글연마 (사용자 도면 제공) 

•	 참조- 연마 가공 시 die의 전체 높이는 

감소됩니다. 

•	 표면 최종 마무리 1-3 Ra μin

•	 평탄도 (flatness)- 향후 결정 

•	 0.0001인치 이하의 평탄도로 가공 가능하나 

원소재의 재질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안정성에 대해 추정이 불가합니다. 

•	 외부 표면 세정 

•	 드릴 홀과 탭 세정 

•	 체결재 (fastener) 검수 및 교체

•	 최종 표면 평탄도 및 마무리에 대한 

검사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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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D 생산 계획
 

당사는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업계 선두 위치에 있습니다. 배송일, 승인일 그리고 제조관련 

일정 계획 등을 포함하는 생산 계획은 고객의 일정과 예산에 대응할 것 입니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12주의 일정은 slot die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일정 계획입니다. 신규 

주문에 대한 생산 계획을 작성할 때 당사는 배송일을 가장 먼저 지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객사는 주문한 die의 제작 진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일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검증과 설계 확정을 위해 도래하는 마감일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CTSD사의 생산 계획을 일종의 소통통로로 사용하여 정시 배송과 보다 정확한 계획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휴지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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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기법들
직접 코팅: 본 공정은 코팅액을 

기재에 직접 도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림1.)

간접 코팅: 본 공정은 코팅액을 

slot die에서 정밀 metering 롤에 

도포하고 다시 backup 롤 상의 기재에 

도포하게 됩니다.

인장인가 된 웹: 인장력이 

가해진 기재상에 slot die를 이용해 

코팅하는 이 방식은 단순 slot die 

공정보다 박막의 코팅이 가능합니다.  

(그림2.)

커튼 코팅: 본 공정은 보다 

향상된 생산 속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Lane 코팅: 본 공정은 

패턴이나 패치 등 특수 공정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양면 동시 코팅: 본 

공정에서는 적절한 die 설정을 통해 

기재의 양면에 동시 코팅이 가능합니다.

다층 코팅: 다층 manifold를 

이용하여 다층의 용액을 동시에 도포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단속 코팅:분리 코팅이라 

불리기도 하며 slot die코팅 기술로 달성 

가능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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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 접근법을 이용한 공급업체 선정하기
1. Process 공급 업체의 공정 지식 수준은 고객이 안심할 수 있게 합니다. 공급업자는 설비를 

적절히 정의하고 설계하기 위하여 고객사의 공정이 요구하는 지식을 이해하고 업계의 응용 

경험을 접목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공급 업체는 고객사의 

관련 업계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2. Precision. 제품의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요구되는 허용 오차를 달성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사가 어느 정도의 정밀도 (precision)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이점이 차별화 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Performance. 공정 지식과 정밀가공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공급업체는 궁극적으로 

고객사의 제품사양에 맞는 코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고객사의 공정, 제품 그리고 성능 기준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설비의 

성공적인 가동에 매우 필요한 사안입니다.



광범위한 경험

공정과 다양한 업계의 

제품 경험 그리고 코팅액 

및 코팅기재 특성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응 시장

Coating Tech Slot Dies사는 다양한 

업계의 코팅 공정 관련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며 차별적인 장점과 독보적인 관련 

업계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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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당사는 다양한 윈도우 필름에 사용되는 박막 광학점착 코팅의 개발과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양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는 후막의 타르 (tar) 코팅부터 박막의 

광학제어 필름까지 이 모든 영역이 당사의 slot die적용 가능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사용 소재:
•	 현장 경화성 레진

•	 낙서 방지 분산액 (anti-graffiti dispersion)

•	 아스팔트

•	 페인트

•	 PVC

•	 유리

가공 제품:
•	 음향 및 건축 패널

•	 기계적 체결체

•	 연마제

•	 윈도우 필름

•	 보호 필름

•	 지붕 마감재

22 / mArketS ServeD

점접착제
코팅방식에 있어 용제계, 수계, 혹은 

핫멜트 방식이 사용되는지 상관없이 

테이프 및 라벨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slot die 설비의 개발은 공정 효율성 

개선과 폐기물 감소가 큰 관심사입니다. 

청정크린룸에서 코팅 생산되는 광학 

투명코팅에서 밀폐형 공정의 slot die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사용 소재:
•	 점착제

•	 마이크로구형 현탁액

•	 에폭시

•	 프라이머

•	 핫멜트 접착제

•	 에멀전 접착제

•	 용매형 접착제

•	 반응형 화학소재

•	 종이류

•	 필름류

가공 제품:

•	 테이프

•	 시큐리티 테이프

•	 라벨류

•	 개인위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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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우주
CTSD사는 탄소섬유 나노복합소재 가공에 

있어 500,000 cP의 고점도 코팅소재를 

코팅하고 또한 코팅에 필요한 설비를 구현한 

바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정개발의 노력은 

지속적인 개량과 공정 효율 개선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용 소재:
•	 반응형 레진

•	 본딩용 접착제

가공 제품:
•	 나노복합체

•	 마찰감소 테이프

•	 본딩용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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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CTSD사는 이 분야에서 양면 음극/

양극재 코팅, 단속 위치 제어 코팅, 

리튬이온전지의 lane코팅과 기타 에너지 

저장관련 기술을 위한 slot die 코팅 

시스템을 설계해오고 있습니다. 슬러리의 

유체특성 변화에 대한 이해는 필요한 

용액코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용소재:
•	 음극재 슬러리

•	 양극재 슬러리

•	 세라믹 슬러리

•	 알루미늄박

•	 동박

가공 제품:
•	 리튬이온 전지

•	 연료전지

•	 태양전지

•	 콘덴서

•	 태양전지 베리어필름 대체 코팅

•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류

•	 방전 매트

•	 분리막

•	 알에프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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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기술
CTSD사는 인장력이 가해진 웹에 slot die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분리막 제품 상에 핀홀 결함을 제거하고 웹 전체 

완벽한 코팅을 보장하면서 코팅 효율을 증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사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여과 

분리막 성능에 대해 코팅 공정 범위를 개발과 공정변수 효과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소재:
•	 침윤코팅

•	 본딩

•	 다공성 고분자

•	 부직포

가공 제품::
•	 정화용 분리막

•	 분리막

•	 공기정화 필터

•	 정수용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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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CTSD사는 청정크린룸과 GMP 환경에서 생산 가능한 lane코팅 혹은 단속 위치 제어 

코팅을 적용할 수 있는 용액 코팅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고용량 반응성 

화학제품에 대한 경험은 의료 및 제약 제품의 롤-투-롤 제품 개발에 있어 주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용 소재:
•	 반사방지 분산액

•	 난반사 분산액

•	 표면장력 조절 분산액

•	 인쇄용 프라이머

•	 잉크

•	 PVC

•	 섬유

가공 제품:

•	 상업용 인쇄제품

•	 차량용 랩

•	 디지털 인쇄용 소재

•	 스크린 인쇄용 소재

•	 코팅 섬유



의료용
CTSD사는 청정크린룸과 GMP 환경에서 

생산 가능한 lane코팅 혹은 단속 위치 제어 

코팅을 적용할 수 있는 용액 코팅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사용 소재:
•	 분산액

•	 반응성 화학소재

•	 필름

•	 부직포

가공 제품:
•	 습기투과 방지 코팅

•	 피하침투 의약 패치

•	 의료용 테이프

•	 개인용 생리용품

•	 식품용 포장재

•	 응급처방 붕대류

광학 필름
CTSD사는 광학필름 산업계에 

박막, 저점도 용액 코팅을 

적용 가능한 코팅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자외선 경화형 

아크릴 코팅, OLED조명 코팅, 

건조 전 1 마이크론 두께 코팅 

등의 경험은 광학용 필름 

제품의 성능 향상에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 소재:
•	 아크릴류

•	 PET

•	 불투명 필름류

•	 반투명 필름류

•	 투명 필름류

•	 반사형 필름류

•	 유리

가공 제품:
•	 OLED

•	 미세복제형 BEF (프리즘 

필름)

•	 홀로그라픽 이미지 필름

•	 렌즈 필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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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CTSD사는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ating Tech Service사는 

당사의 컨설팅 자회사이고 

Coating Tech Institute사는 slot 

die 코팅 기술을 중점으로 고객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onSulting ServiCeS

Coating Tech Slot Dies의 서비스에는 

용액 코팅 제품의 전 영역에 대해 slot die

코팅 기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동 

기술에 대한 교육과 기술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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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teCh ServiCe
1996년부터 시작된 다양한 제품 경험을 바탕으로
Coating Tech Service 사는 전 영역의 용액 코팅 
제품에 관련하여 slot die 코팅의 풍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Coating Tech Service사는 국내외의 코팅 및 컨버팅 고객에게 우수한 공정 기술과 현장 지원을 

제공하는 공정관리 및 slot die 코팅서비스 관련 컨설팅 회사입니다.

제공 가능한 서비스:
•	 시험관련

•	 프로젝트 관리

•	 투자수익율 또는 효율관련 컨설팅

•	 공정 문제해결

•	 기술 및 설계 서비스

•	 현장 기술 지원

•	 코팅 향상을 위한 현공정 분석

•	 설비 평가

•	 설치

•	 훈련

•	 수선 및 재가공

•	 Manifold 시뮬레이션

•	 FEM

•	 공정변수 시뮬레이션

Coating Tech Service 사는 높은 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위한 세부명세서 작성, 공정 업그레이드 

적용, 공정 효율 향상 등을 도모하도록 합리적인 프로젝트 관리자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www.coatingtech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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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teCh inStitute
CTSD사는 매년 하루 반나절의 수업과 하루 동안 slot die 코팅 기술 실무 훈련 등 집중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다음 항목이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	 Slot die기술 소개

•	 유변학

•	 공정

•	 시스템

•	 기술

•	 코팅 결함과 정밀도

•	 Slot die의 기능과 구조

•	 Slot die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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