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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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산업의 e-business를 선도하는 기업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포원시스템은 컬러산업의 고부가가치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전문 개발 / 판매 회사로, 특히 염색산업에 특화된 컬러 및 생산관리 Total Solutions 
공급으로 염색산업의 e-Business 구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포원시스템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발상, 언제나 고객을 향한 열린마음으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서비스, 품질, 기술, 사람이라는 4가지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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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2. (주)포원시스템 설립

 10. 벤처기업 확인(기술보증기급)

 10. 전시회 참가(인도네시아)

 11. 캐리어가 구성된 염료자동조액장치 실용신안 등록

 12. 컬러샘플 검색 및 보관장치에 관한 특허 등록

2009 01. 본사이전(대구시 북구 검단산업단지 內)

 0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등록(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3. 전시회 참가(투루크메니스탄)

 09. 전시회 참가(베트남 하노이)

2010 06. 전시회 참가(국제 섬유기계전시회 ITMA2010)

 09. 공장등록(대구 북구 검단산업단지 內)

 10. 이기종 측색기간 측색데이터 보정방법 특허 등록

 12. 액상염료 계량장치 및 그 장치를 이용한 계량방법 특허 등록

2011 04. 염료의 연속계량장치 및 방법 특허 등록

 05. ISO 9001:2008 인증 획득

 07. 액상염료 계량장치 및 그 장치를 이용한 계량방법 특허 등록

 11. KORTEX 대한민국 국제 섬유기계전시회 참가

2012 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획득

 07. 분말입자의 미세계량장치 특허 등록

2013 12. 엘이디등이 구성된 이미징 시스템 특허 출원

2014 05. 카메라 촬영화면의 조도고정 방법 특허 출원

 12. 산업융합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2015 06. 상하이텍스 전시회 참가

 08. 샘플 사이즈에 따른 조도 및 색상 보정 방법 특허 등록

 10. 액상염료 자동계량 제어시스템 특허 출원

 11. 스크린 프린트용 자동색호 특허출원

2016 01.  카메라 촬영화면의 휘도 보정방법 특허 등록

 03.  대구 국제섬유기계전시회(KORTEX) 참가

 05.  본사, 공장 및 부설연구소 이전(경북 경산시 압량면)

 10.  전시회 참가(국제 섬유기계전시회 ITMA2016) 

연      혁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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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와 디자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 감성시대
섬유염색 산업 뿐 아니라 페인트, 플라스틱, 화장품 등의 산업분야에서
색상분석 및 재현기술에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컬러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업화 전략

Color 정보화란,
컬러의 단순한 제조·생산에서 서비스나 정보, 지식 생산으로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Color 정보화는 데이터 베이스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Color 
정보화

Color 
생산 자동화

생산공정
솔루션 
통합화

Color 생산자동화란,
IT/Digital 생산장비를 활용한 컬러 생산성을 높이고,

공정별 개별장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생산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국내최초 국내유일 기술

•컴퓨터 컬러 매칭 기술 (Computer Color Matching)
     •특허번호 10-0876080 컬러샘플 검색 및 보관장치와 그 방법

•색차 분석 기술 (Digital Color Difference)
     •특허번호 10-1071541 이기종 측색기 간 측색데이터 보정방법
     •특허번호 10-1553001 샘플 사이즈에 따른 조도 및 색상 보정 방법

• 분말 원재료 - Screw 토출 기술
     •특허번호 10-1389563 분말입자의 미세계량장치
     •특허번호 10-1062731 염료의 연속계량장비 및 방법

• 액상 원재료 - 공급제어 기술
     •특허번호 10-1051268
        액상염료 계량장치 및 그 장치를 이용한 계량방법

• Paste 원재료 - 고점도 계량 기술
     •출원번호 10-2015-0143767 액상염료 자동계량 제어시스템
     •출원번호 10-2015-0156640 
       스크린 프린터용 자동색호 투입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자동색호 투입시스템

•다축 로봇 제어기술
생산공정 솔루션 통합화란,

컬러 생산공장의 컬러생산 표준화를 위하여.
컬러생산과 관련된 개별 시스템을 연동하여
표준화 된 방식으로 관련 DB를 관리하고

생산을 기획 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1
Digital color
분석 및 혼합예측

2
로봇

제어기술

3
정량

제어기술

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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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 Me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

Match Me는 원하는 컬러의 염색물을 얻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염료 처방을 산출해 주는 염색 처방 예측 시스템입니다.
D.E.S, ColorHouse, Magic-pro 시스템과의 연동되어, 최상의 실험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염색용(침염, 연속염색, 사염)과 날염용이 있습니다. 

SPEC.
주요기능

color matching / just matching / 컬러수정 / 컬러검색 / 컬러관리 측색파일 변환 / 상용성지수 산출 / 품질관리 / DSI Match 

연동 가능한 측색기 종류 

•X-Rite series : CE-7000A/ i7 / i5 / SP60 / SP64 

•Minolta series : CM-3700d / CM-3600A  / CM-2600d / CM-2500d

운용PC

팬티엄 core duo / 메모리: 1G이상 / 하드디스크: 160GB 이상 / 모니터: 19"LCD

컴퓨터 컬러매칭 시스템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컬러매칭 시스템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

Match Me        

1.컬러매칭 기능 
•컬러매칭 

•저스트 매칭 

•폴더 매칭 

2.색상수정 
•상용성 지수 산출

3.색차비교
•광원별

•색차식별

•그레이스케일 

  ( I S O ,  J I S ,  A A TCC )

•화이트니스,  엘로우니스

1.컬러매칭 
•자동 염료 콤비 산출 프로그램 탑재 

•L ✽ A ✽ B  값에 따른 염료 콤비 지정 가능 

2.날염전용 포맷지원
•스타일별
•도수별
•측색
•컬러매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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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용 (Match Me-D)

▶ 날염용 (Match Me-P)



DES        

Dyeing Expert System

생산 중 발생하는 실험결과 및 생산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제품의 색상에 대한 처방 및 정보를 예측해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SPEC.
주요기능

color matching / just matching / 컬러수정 / 컬러검색 / 컬러관리 측색파일 변환 / 상용성지수 산출 / 품질관리 / DSI Match 

연동 가능한 측색기 종류 
•X-Rite series : CE-7000A/ i7 / i5 / SP60 / SP64 
•Minolta series : CM-3700d / CM-3600A / CM-2600d / CM-2500d

운용PC
팬티엄 core duo / 메모리: 1G이상 / 하드디스크: 160GB 이상 / 모니터: 19"LCD 

염색전문가 시스템

08  Fourone System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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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전문가 시스템
Dyeing Expert System

DES

공정전문가 프로그램

욕비 및 소재 변화에 따른 펙터를 적용하여 '공정전문가 
프로그램' 을 활용하면 현장 재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불량분석 프로그램

불량원인에 대한 사례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데이터화함으로써 
사용업체가 불량원인에 대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부자재 선정프로그램 

최적화된 염색처방을 도출하기 위하여 염료/ 조제/ 화공약품 등의 
표준화시험법을 매뉴얼화하고 염색가공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염색변수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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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e-Checker        

System for Dye Compatibility Check

•염료조합 선정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Dye-Checker는 염색 중 실시간으로 염료별 염색의 거동을 분석하여 상용성을 산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액상의 염료를 측정하여 염료의 농도, 상용성, 조제 및 PH에 따른 염색성의 차이 등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특히 연속 염색 시 염액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항상 일정한 농도의 염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산염료 희석장치(옵션)

액상염료 분석 시스템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액상염료 분석 시스템 
System for Dye Compatibility Check

Dye-Checker        

SPEC.
상용성 측정장치 
•spectrophotometer 
•xenon lamp (10,000hr)
•masterflex pump, microgear pump 
•transmission sensor for uv-vis 
•600 micron diameter otptical fiber 
•interface cable : usb type 
•spectrometer cell : high special quartzcell
                          (0.5~1.0mm path length) 
•full spectral analysis 
•염액농도범위 0~7g/l(on-line)
                    no limitation(off-line)

고압 액류 lab 염색기
•최대압력 : 5kgf/cm2
•최대온도 : 145 degree
•승온 속도 : 0.5~5 degree
•액비 : 10-100 : 1and higher
•사용염액 : 10-100ml
•염색샘플량 : 3-100g
•총염액용량 : 1700cc
•염액순환방법 : 3type, reversilble(시계방향,반시계방향, 시계 반시계방향)
•염액회전방법 : magnetiacally stirring drive
•가압방법 : air pump
•옵션 : 샘플염색기(1yds, 3yds, 5yds, 10y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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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구성

•파일관리 : 염료파일, 염색파일, 비교파일, 혼합염액파일 등으로 분리 가능 

•초기화 : black, pure 측색초기치설정 (blank측색)

•색상측정 : 염료별 농도 예측 프로그램 탑재 (일반염액과 표준염액으로 저장)

•농도비교 : 두 염색/샘플 간 농도비교가능 

•염액비교 : 표준염액과 표준염액, 표준염액과 일반염액의 흡광도 그래프 및 데이터 표시 

•표준염료측정 : 염료의 상용성 계산을 위한 표준염료 측정 및 저장가능/염료의 최대흡수파장 산출 가능 

•상용성측정 : 염료의 상용성 및 실시간 흡진율 측정 가능

3yd 샘플염색기 1yd 샘플염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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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House
        On-off Line Color Searching System

•실험실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컬러 샘플을 관리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바이어의 오더(반사율 값)에 빠른 대응을 하기가 힘이 드십니까?

             ColorHouse는 국내 유일 컬러샘플 관리시스템으로, 염색공장 실험실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컬러샘플 데이터를 표준화 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컬러샘플의 색상, 소재, 조직, 바이어, 공정일자 등의 정보입력만으로 해당파일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업체 별 작업지시서를 맞춤형으로 탑재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자동검색 및 보관 시스템  

국내유일

컬러샘플 관리시스템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샘플 자동검색 및 보관 시스템  
On-off Line Color Searching System

ColorHouse

SPEC.
저장부(3동 기준, 주문사양)
•구조 : 1칸에 6개의 파일케이스가 보관, 칸마다 위치표시 램프 장착
•재질 : 우드프레임, 전면 디자인 강화 유리 도어
•color sheet 보관량 : 한동에 액 4,500개 컬러 샘플 보관 가능
•보안장치 : 동별 보안용 유리도어 및 잠금 장치 설치
•외장(mm) : W4,965×D370×H2,630
•중량(kg) : 450kg

운용소프트웨어
•컬러샘플 등록 / 컬러샘플 검색 / 작업지시서 입출력(옵션)

측색기 
•X-Rite Series : CE-7000A / i7 / i5 / sp62 / sp64
•Minolta Series : CM-3700d / CM-3600A / CM-2600d / CM2500d

운용 PC 
•팬티엄 i3이상 / 메모리 1GB 이상 / 하드디스크 160GB이상
•모니터 : 19인치 LCD 이상
•바코드프린터 : 감열식 프린터(선택사양)/ 바코드 리더기

✽ 특허번호 : 제 10-0876080호
    특 허 명 : 컬러샘플 검색 및 보관장치와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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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활용한 
위치표시 LED 램프 장착

편리한 컬러 DB 구축

ERP/POP 시스템과 연동 가능

시스템 구축 전 시스템 구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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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Pro-W        

Dyestuff Liquid Dispenser for Lab

•실험실에서 피펫팅 오차로 인한 컬러 매칭에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기존 용량식 염액 계량 장치의 피펫 오염으로 애로를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Magic Pro-W는 염액을 흡입하는 피펫이 모액병마다 개별부착 되어있어 중량식으로 염액을 계량하는 시스템입니다.
            염색의 농도에 관계없이 계량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20% 이상의 고농도 염액을 사용하는 날염공장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염료 피펫팅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해외 공장의 경우, 도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용 염료 자동 피펫팅 시스템(중량식)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험실용 염료 자동 피펫팅 시스템(중량식)  
Dyestuff Liquid Dispenser for Lab

Magic Pro - W

SPEC.
•계량방식 : 중량식
•조액속도 : 8~15분(24포트 기준)
•저울단위 : 0.01g(최대 8kg 계량 가능, 용기포함)
•주사기 용량 : 100cc
•모액병 마다 개별 주사기 적용(수세공정 불필요)
•모액병 : 염색용 1000ml, 날염용 2500ml (옵션)
•마그네틱 방식 교반장치 장착
•모델 : 기본 126개 (주문제작 가능)

자동 모액제조 장치(Solution)
•저울 최소단위 : ±0.01g
•냉/온수 선택 가능
•자유낙하 방식 계량 

운용 PC 및 S/W
•CPU : core2 duo이상, 메모리 1G 이상
•모니터 : 19인치 LCD이상
•하드디스크 : 160GB 이상, 한글/영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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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식 모액병 거치대

날염전용 호계량 장치(선택사항)

모액병별 개별 주사기 장착 

모액 믹서장치(선택사항)

시스템 구축 전 시스템 구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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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 반자동 계량시스템
모델명 SDF

®
 - PS 

•사용하는 염료의 종류는 많으나 정리가 안되어 계량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으십니까?
•계량실에서 염료 계량시 염료가 비산되어 오염된 적은 없으십니까?

             SDF® - PS는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양의 염료박스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염료처방대로 염료를 계량위치로 자동 입/출고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제어프로그램에 처방이 입력되면, 복동형으로 설계된 스테커 크레인에 의해 해당 염료박스가 자동으로 출고되어 계량위치로 전달됩니다.
             작업자는 2개의 저울(대량계량용/.정밀계량용)로 염료를 수동계량한 후, 염료박스를 원래위치로 자동입고 시킬 수 있습니다.
             PLC와 PC제어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 계량정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Dyestuff Storage & Semi-Auto Weighing System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염료 반자동 계량 시스템 
Dyestuff Storage & Semi-Auto Weighing System

SDF® - PS

SPEC.
염료저장부
•저장부 구조 : 2열 복층 구조(층수는 맞춤)
•저장부 개수 : 4단 88개 기본형(주문사양)
•염료저장 방식 : 개별 팔레트
•염료 입출고 방식 : 바코드 입력방식
•외장 재질 : 철골구조(색상 선택 가능, 분체 도장)
•외장(mm) : W9,000 X D2,500 X H3,400 (4단 88개 기본형) 

계량 및 제어부 
•구성 : 제어pc, 바코드, 대용량 저울, 소용량 저울, 계량 적치대 
•이동방식 : 계량부 전용레일을 따라 수동으로 이동
•대용량저울 : max 8kg, 15kg, 30kg, 0.1g unit(선택)
•소용량저울 : max 2,200g, 410g, 0.01g unit(선택) 
•CPU : Intel ATOM 
•메모리 : 1GB
•하드디스크 : SSD 64GB 
•모니터 : 산업용 터치스크린(15인치)

✽ 특허번호 : 제 10-1062731호
    특 허 명 : 염료의 연속계량장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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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가능한 계량부

2열식 저장 랙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분진 흡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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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염료 자동계량 시스템
모델명 SDF

®
 - PP 

•염료의 보관과 계량 관리까지 전자동화를 원하십니까?
•염료 계량 시 정확한 량이 계량되지 않아 나타나는 수많은 불향을 해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SDF® - PP는 호퍼에 저장된 분말염료를 입력된 처방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계량하는 시스템입니다.

Automatic Powder Dispenser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말염료 자동계량 시스템  
Automatic Powder Dispenser

SDF® - PP

SPEC.
저장부(분말염료 보관호퍼 20개 기준)
•염료 계량방식 : 스크류회전으로 인한 토출방식
•호퍼 내 염료공급 방식 : 진공펌프에 의한 흡입 방식
•저장호퍼 개수 : 최소 5개 ~ 최대 80개(5개 단위로 주문가능)
•호퍼구조 및 재질 : PVC사각호퍼, 스테인레스 원통호퍼 (용량주문사양)
•외장(mm) : W6,400 X D2,000 X H2,500
•중량(kg) : 4,600kg

계량부
•위치제어 방식 : 서보모터와 랙기어에 의한 위치제어
•방식 : BLDC모터와 진동모터에 의한 비례제어 방식
•최적계량범위 : 100g 이상
•정확도 : 0.1 ~1.0gr(저울표시 단위 0.1gr)
•용기 용량 및 재질 : 기본 30L, Stainless Steel

제어부
•CPU : Intel ATOM 
•메모리 : 1GB 
•하드디스크 : SSD 64GB 
•모니터 : 산업용 터치스크린(15인치)
•라벨프틴터 : Thermal Printer

✽ 특허번호 : 제 10-1389563호
    특 허 명 : 분말입자의 미세계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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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 복동식 호퍼 배치

간편한 분말염료 공급 자동계량 설정 및 호퍼별 사용현황 산출

스크류 회전을 이용한 정밀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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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자동계량 및 현장이송 시스템
모델명 SDF

®
 - LC  

•필요 이상의 조제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위험한 조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고민은 없으십니까?

             SDF® - LC는 조제 요청신호가 전달되면, 정확한 양의 조제를 계량하여 이송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작업자가 직접 바가지를 이용하여 서비스탱크로 조제를 투입하던 것을, 본 시스템의 도입으로 ‘조제호출’부터 
            ‘염법에 따른 조제투입 시점관리’, ‘정량계량’, ‘배관이송’, ‘서비스탱크로의 투입’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염색기에 장착된 컨트롤러와 연동 시 정해진 염법에 따라 조제 자동투입이 가능하며, 컨트롤러가 없어도
             현장에 설치된 염색기 조작판넬에서 조제호출이 가능합니다 .

Automatic Dispensing System for Liquid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제 자동계량 및 현장이송 시스템 
Automatic Dispensing System for Liquid

SDF® - LC

SPEC.
염료 저장부
•개수 : 최대 1개 ∽ 최대 30(주문사양)
•용량 : 200, 400, 600, 1000, 1500Lt(주문사양)
•재질 : 플라스틱
•공급방식 : 공기주입식(Air Diaphragm Pump) or 탈착식 조제탱크 장착(1ton)
•조제수위 확인 : 트랜스미터 방식의 수위센서 사용
•믹싱 : 기어드 모터와 임펠라에 의한 교반(타이머 작용)
•외장(mm) : W8,000 × D3,000 × H2,500
              (800Lt 저장탱크 20개 기준, 설치장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중량(kg) : 1,200kg

계량 및 이송부
•계량방식 : 전자식 유량계(용량식)
•계량속도 : 최대 100L/min(주문에 의해 변경가능)
•이송속도 : 최대 100L/min(주문에 의해 변경가능)
•분배밸브 : 3-way ball valve
•이송배관 : Sanitary pipe
•외장(mm) : W2,350 X D1,500 X H1,800
•중량(kg) : 800kg

제어부
•PLC 터치모니터 사용(10.1)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별도 PC, SW 적용
•염색기 통합시스템(D/CPM)과의 연동으로 완전 자동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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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에 맞춘 저장 탱크

블록밸브형 조제 공급밸브 적용

전자식 유량계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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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자동공급 시스템
모델명 SDF

®
 - LS  

•대량의 소금을 투입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1톤 이상의 소금을 포화용액으로 용해 한 뒤 염색기의 호출시 자동으로 계량하여 공급이 가능합니다. 
             염색기 통합시스템(D/CPM)과의 연동시 염법에 의해 자동투입이 가능합니다.

Automatic Dispensing System for Salt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금 자동공급 시스템  
Automatic Dispensing System for Salt

SDF® - LS

SPEC.
저장부
•메인저장탱크 : 주문사양
•계량실 브릿지 탱크 : 3ton(주문사양)
•용해탱크 : 주문사양
 
저장부 및 이송부 
•유량계 : 전자식 유량계 
•계량펌프 : FRP재질 
•이송속도 : 500LT/MIN 
•공급밸브 : C-PVC 버터플라이 (40A기준)
•이송배관 : C-PVC

제어부 
•PLC 터치 모니터 사용(10.1)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별도 PC S/W 적용 
•염색기 통합시스템(ex, D/CPM)과의 연동으로 완전 자동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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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가 높은 전자식 유량계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24  Fourone System

염료 자동용해 및 현장이송 시스템
모델명 SDF

®
 - PD  

•분말염료 투입 시 비산으로 인해 작업장의 오염이 빈번하지 않으십니까?
•사용 중인 용해기의 누수로 인해 고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SDF® - PD는 분말염료를 밀폐된 용해기 내에서 자동용해한 후 배관을 통해 해당 염색기로 자동공급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용해기 커버가 닫힌 상태에서 분말염료가 투입되고 내부 회전장치에 의해 염료가 용해되므로, 염료 비산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트 구동방식의 임펠라를 적용하여 누수의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Automatic Dissolving & Dispensing System for Liquid Dyestuff



※ 본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염료 자동용해 및 현장이송 시스템  
Automatic Dissolving & Dispensing System for Liquid Dyestuff

SDF® - PD

SPEC.
용해부
•염료 공급방식 : 수동공급 또는 로봇에 의한 자동공급
•용해수 공급방식 : 유량계에 의한 ON/OFF 방식
•용해 방식 : 마그네트 구동 방식(반영구적)
•용해기 용량 : 500Lt(주문사양-업체실사 후 최적용량 결정)
•용해기 대수 : 2대(주문사양)
•용해기 재질 : Stainless
•용해기 수위조절 : 유량계에 의한 정량 공급방식(용해조 별 개별 장착)
•중량(kg) : 550kg

염액 이송부
•이송방식 : 원심펌프(Centrifugal Pump)를 이용한 압송방식
•이송속도 : 최대 100Lt/min
•이송배관 : Sanitary pipe

제어부
•PLC 터치모니터에 의한 제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별도 버튼식 조작 판넬 장착
•관리자용 PC 모니터링 프로그램 별도 공급

  Fourone System  25

오염을 최소화하는 
배관 연결 방식

바이패스(By-Pass) 시스템 전용 용기 자동이송장치(옵션사항)

용해 임펠라 장착염료 용기 고정 클램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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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료 자동계량 시스템
모델명 SDF

®
 - LP  

•아직도 수작업으로 원호를 계량하고 계십니까?
            

             SDF® - LP는 한번에 1톤 이상의 호를 자동으로 믹서하고 보관/계량하는 시스템입니다.

Automatic Dissolving System for Printing Paste 



호료 자동계량 시스템 
Automatic Dissolving System for Printing Paste

SDF® - LP

SPEC.
원호 작성기
•믹서 방식 : 호모 믹서기(상하 운동, 용기회전 방식)
•믹서 모터 용량 : 20마력
•재질 : Stainless steel  
•약품 및 물 계량 : 전자식 유량계에 의한 정량 계량
•수량 : 2개(주문사양)
•외장(mm) : W4,380 × D2,500 ×H2,080

호 저장 탱크 
•용량 : 3ton(주문사양)
•개수 : 4개(주문사양)
•재질 : Stainless
•분배방식 : 50A~80A
•계량방식 : 로드셀에 의한 중량식
•산업용 PC에 의한 처방관리(ERP 연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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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염용 액상 염료, 호료 조액 시스템
모델명 SDF

®
 - LCP  

•아직도 수작업으로 색호를 제조하고 계십니까?
•필요 이상의 염료. 호료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염용 색호 제조장치는 날염공정에 필요한 색호(원호+염료+물)를 자동으로 제조해주는 장치로서
             염료와 호료, 물을 자동으로 정량계량 한 후 믹싱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Liquid Dyes Automatic Weighing & Control System for Textile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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