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T
COMPRESSION
TOOLING
The Creation of a Precision Tool

우리의 비전과 약속
타블렛 툴링(펀치와 다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Customer satisfaction is our business
Reliable punches and dies quality
Customized tooling & tablet design
Affordable pricing
Value of money
Advanced technology for multi-tip
Quick and friendly correspondance
Speed of response
Quick delivery time
Excellent of customer service
Technical support
Quality of products
Correct selecting of steel tool for its strength & application
An accurate manufacturing process
Superior tip surface treatment and coating process
100% Inspection certificate
Management of customer history records

펀치와 다이의 응용 분야
제약(Pharmaceutical)

세제(Detergent)

건강식품(Nutraceutical)

제과(Confectionary)

식품(Food)

화장품(Cosmetics)

일반산업(Industrial)

화학(Chemical)

수의학(Veterinary)

Tooling & Tablet Design
타블렛 툴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교한 정제(TABLET) 디자인 입니다
기존의 타블렛 디자인을 최적화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시작 단계부터 완성 단계까지
우리 회사가 가진 가치 있는 고품질의 디자인 기술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타블렛 툴링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견고한 정제 디자인
회사 브랜드에 대한 고객 인식 강화
견고한 정제 디자인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각화를 위한 타블렛 샘플 제작
3D CAD-CAM을 이용한 정교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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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SSING SECTION

Tool Material
펀치와 다이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품질의 철강소재(STEEL)를 선택하는 것은
펀치와 다이의 성공적인 성능 발휘에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철강소재 선택의 주요 고려 사항
각각의 펀치와 다이에 가해지는 용적톤수
정제 원료의 화학적 성분
제품의 자연적 마모성
정제기 턴테이블(터렛) 회전 속도
펀치 팁의 컵 깊이와 볼륨, 분할선의 위치
정제기(타정기)의 물리적 상태

고품질의 철강소재를 선택하는 것은 펀치와 다이 가공에 대한
최적의 균형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다음에 기준으로
철강을 선택하며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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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ing Coatings
내마모성 향상 Improving wear resistance
내부식성 향상 Improving corrosion resistance
스티킹 현상 방지 Improving anti-stick properties

Hard Chromium Coating
가장 일반적인 코팅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색깔은 은색
표면 경도 강화와 내마모성 향상
일반적인 부식 방지에 효과적

CrN (Chromium Nitride 크롬질화) Coating
특수한 PVD 코팅으로 은회색 코팅
하드크롬보다 표면경도 2~3배 정도 높음
하드크롬보다 뛰어난 내부식성과 내마모성
매우 부드러운 코팅으로 내소착성이 높아
스티킹 방지에 매우 효과적

TiN (Titanium Nitride 티타늄질화) Coating
얇은 황금색 착색으로 내마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단단한 표면 층
CrN보다 높은 내마모성을 가지며
표면이 매우 부드러워서 내소착성 우수
하드크롬보다 표면경도 4배 높음
압축하는 동안 열전달에 대한 저항이 높음

DLC (Diamond Like Carbon) Coating
가장 높은 내마모성 및 낮은 마찰계수
우수한 내소착성으로 오랫동안 스티킹을 방지할 수 있음
표면경도는 하드크롬보다 6배 높음
발포정, 세제, 염화물이 포함된 정제 생산에 매우 효과적
폴리머(테프론) 삽입 펀치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엠보싱(각인, 로고 등) 표현이 가능

Multi Tip T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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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의 팁 수만큼 생산성 향상
막대한 비용의 정제기(타정기) 구입 대신 여러 종류의 펀치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정제기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유지보수비용을 절감
정제 생산 당 셋업 타임(Setup-time) 절약
정제 생산에 필요한 정제기의 수를 줄일 수 있어 생산공간 평방미터 당 생산량 증대
위의 모든 효과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절약으로 귀결됨

스크루, 핀 고정 멀티 팁 펀치(Screw, Pin Fixing Multi-Tip Tooling)
멀티 팁을 펀치 몸통에 삽입하여 스크루 핀(Fixing Screw)으로 고정
팁 파손 시 팁을 교체하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 절감
펀치 재질 및 코팅을 펀치 몸통과 다르게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여 타정 장해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마이크로 멀티 팁 펀치(Micro Multi-Tip Tooling)
정제 크기: 1.5mm~4mm
외부 캡을 이용하여 펀치 팁과 몸통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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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파손 시 팁을 교체하여 사용 가능, 유지보수비용 절감
펀치 재질 및 코팅을 펀치 몸통과 다르게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여 타정 장해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

혼용 펀치(Screw Fixing / Pin Fixing / External Fixing / Internal Fixing)
펀치 팁과 몸통을 각각 별도로 제작하여 팁을 “D” 타입 또는 “B” 타입 펀치의 몸통에 고정하여 혼용으로 교차 사용 가능
파손되거나 마모된 팁 또는 펀치 몸통만 별도 구입하여 해당 펀치에 조립하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비용 절감

Internal Pin Fixing

External Pin Fixing

Rotating Head Punches(로테이팅 헤드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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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타정기의 작업 속도 증가 효과
타정 압력에 의한 진동을 줄일 수 있음
타정시 풀 다운으로 압축할 때나 정제 배출시 펀치 헤드가 구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키가 있는 상펀치 헤드의 한 부분만이 마모되는 현상(Back Angle Gauging)을 감소시킬 수 있음
펀치 몸통과 헤드가 두 부분으로 분리된 효과로 펀치의 수명 증가 효과
옵션으로 헤드의 재질 및 몸통의 재질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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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테프론) 삽입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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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모성과 내구성이 탁월
건강보조식품, 발포정, 세제, 화학제품 생산 등에 효과적

Tablet Deduster 탈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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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odel

JSD-HA15-S013

JSD-HA14-05

1차로 진동에 의해 분진 및 플래싱(Flashing/모난 부분)을 제거하고
2차로 Air Shower 장치건을 통해 한번 더 분진을 제거하여 탈분 성능이 매우 뛰어남.(특허출원)
코아의 크기가 133mm로 향상되어 더욱 강력한 진동으로 분진 및 플래싱(모난부분)을 제거하여 회수함
파스피더의 이동을 도와주는 지지축이 6발로 되어 있어 진동이 매우 강함
강판의 개수는 약 40여장으로 매우 안정적
정제 이송 속도는 1초에 약 30cm 정도이고 1~4mm 정도로 상하 작동하여 플래싱(Flashing/모난 부분)을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제거하여 정제를 탈분함
Air 연결구의 압력 스위치와 상부 Air 샤워구와 연결된 압력스위치 사이에 분해용 슬라이브를 설치하여 분해 및 조립이
쉽고 아주 간편함
에어 샤워 장치건을 이용한 탈분은 에어 샤워 케이스 또는 상부의 뚜껑부분에서 주입포트(에어주입구)로 들어온 에어가
중공(에어통, 파이프, 관)등을 통하여 다수개의 에어주입홀(에어구멍)을 이용하여 정제탈분기의 윗부분에서 아랫부분
으로 에어를 분사하는 장치 탈분 및 분진 제거에 아주 효과적.(출원내용)
정제투입구 높이는 고객사 정제기(타정기) 배출구 높이에 맞추어 제작 가능함
실용신안등록

제20-0400032/33호

하부 집진식

집진홀 38mm×3

형식

상향식 JS DEDUSTER

필요 공기압

1~3 MPa

탈분능력

300,000~1,200,000/Hr

전기사양

AC 220V 50Hz 또는 60Hz

정제(Tablet) 이동방식

파스피더 6발식

배출구높이

680~800mm

상부 에어 샤워식

5홀×11회

장비중량

약 150kg

TABLET TOOLING & MACHINERY

경기도 시흥시 범안로 390번길 10(계수동 253-3)
Tel. 031-316-1511 Fax. 031-316-1512
E-mail. sales@hawoopharmatech.com
www.hawoopharma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