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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Expanded Polystyrene) Foam
EPS 발포폴리스틸렌
EPS는 거의 무제한적인 모양과 크기로 폭넓은 물리적 속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수분 흡수에 있어 가장 저항성이 있는
폼(Foam) 소재 중 하나이며 수분에 대한 전달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EPS는 냉동 보관이 허용됩니다.

Applications
ICF Building Block

Geofoam Block
Fish Boxes

Fruit Boxes

Lost Foam

EPP (Expanded Polypropylene) Foam
EPP 발포폴리프로필렌
EPP 비드(bead)는 에너지 흡수 특징이 우수한 저밀도 폐쇄
셀 폼을 생산합니다. EPP는 반복적인 충격과 변형에 대해
우수한 회복성(recoverability)을 갖고 있습니다. EPP 비드
(bead)로 주조(mold)된 폼은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높은 치수 안전성(dimensional stability)을 유지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는“친환경 차량”의 가격 이점을 위해 더 많은 EPP
부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EPP로 만들어진 범퍼(Bumper),
좌석(seat), 무릎받이(kneepad), 머리받이(headrest), 크러시패드
(crush pads)는 오랜 기간 동안 혁신적인 차량의 표준이 되었으며,
차량 당 EPP의 평균 활용 정도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pplications
Bumper

Logistics Container

www.dabo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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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Parts

Thermo Boxs

Seat

Seat Side Bolster

Tool Box

Pre-expanders for EPS
EPS 예비발포기

예비발포기는 EPS, EPP로 만든 가공 미립자 폼(processing particle
foam)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다보정밀의 예비발포기는 모든 프로세스에
관련된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변수오차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소재 가
공을 보장합니다.
불연속적인(discontinuous) 그리고 연속적인 예비발포기
시스템을 통해, DSP 제품 범위는 시스템의 비용, 효율적인
사용과 결합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보장합니다. 시장 요건
에 맞는 구축 크기(construction size)는 몰드 부품이나 블록 생
산과 관련해 최선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Model
500P
700P
1000P
1400P
1800P
2200P
4500P

생산성(kg/hr, 20/Liter)
300 kg/hr, 20/Liter
420 kg/hr, 20/Liter
600 kg/hr, 20/Liter
780 kg/hr, 20/Liter
1,000 kg/hr, 20/Liter
1,230 kg/hr, 20/Liter
2,400 kg/hr, 20/Liter

• 확장 가능한 저밀도(Over 33g/Liter)
• 연속 / 배치 타입 모두 활용가능합니다.

Pre-expanders for EPP
EPP 예비발포기

EPP의 2차 패스 확장(pass expanshion)이 필요한 이유:
• 볼륨을 3-5배로 증가
• 저밀도를 생산(50 - 80 kg/m3 to 15 kg/m3)

EPP 비디(beed)의 확장: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1 소재로부터, 실온의 내부합침공기(impregnated air)를 전달합니다.

비용 절감 및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EPP 원료 스티밍(steaming) 프로세스.

• 효율적인

3 공기는 셀 구조를 확장하고, 비드(beed)는 확장을 시작합니다.

• 유연한

생산을 통한 가변적인 벌크 밀도(bulk density)

4 에너지와 내부 공기압에 따라, 비드(beed)를 추가했을 때
요구되는 밀도로 확대됩니다.

• 소재의

운송 비용 절감

www.dabo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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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중량 제어

The DSM-VTG

DSM-VTG 토글 머신

Toggle machine range
Dabo의 DSM-YTG 전기제어 토글몰딩머신은 형상몰딩부품
(shape molding part)의 경제적인 제조에 있어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빠른 사이클 타임, 낮은 에너지 소비, 높은 생산성,
낮은 생산비용, 높은 포지셔닝(positioning) 정확성은 제조사의
비즈니스 성공을 보장합니다.
토글 시스템 & 안전 도어

DSM-VTG 토글 시스템
1. 소비전력 : 약 3.7kw
2. 몰드 개방 및 폐쇄 속도 : 500mm/sec
3. 조임력 : 70 Ton (EPS) / 120 Ton (EPP)
4. 낮은 유지보수 및 유지보수 비용 절약
5. 수압 시스템과 달리, 예비부품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6. 수압 유체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인입니다.
7. 사이클 타임 : 수압시스템과 비교 15-20% 더 빠릅니다.
8. 낮은 소음

감속 기어 & 모터

Model
1310CV
1020CV
1613CV
1315CV
1318VS
1611VS
2100VS
2300VS

토글 타입 몰딩 머신
Toggle Type Moulding Machine

Max. Product(H x V x T)
1350 x 1040 x 350
1038 x 1960 x 350
1640 x 1350 x 350
1290 x 1490 x 350
1290 x 1800 x 350
1650 x 1100 x 180
2100 x 1200 x 1800
2360 x 1100 x 2100

장점:
•

역동적인 전기 드라이브(감속 모터)는 청결과 낮은 비용을 보장합니다.
완전한 전기조절시스템을 통한 현대적인 가공기술
• 빠른 몰딩 변경시스템을 통한, 생산유닛의 활용성 최대
• 에너지-절약 DSM 스팀 챔버(steam chamber) 시스템
• 개별적인 머신 스트로크(stroke) 버전
• 운전자-중심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프로세서-중심의 메뉴 디자인이 포함된
현대적인 PLC 제어
• 플랫폼 유닛의 사용을 통한, 통합 제조시스템
•

수직 타입 EPP 몰딩 머신

www.dabo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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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PM

EPP Shuttle

machine range

DPM EPP 셔틀기

자동차 시트(car seat), 로드 캐리(load carry), 차광판(sunvisor) 등 최
고의 가공능력과 비용 절감을 위해 파티클폼(Particulate form)을
사용해 제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철제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부속품(insert)은 폼(form)에 대한 확장성으로 조립(assembly)
비용을 줄이고 부품 스펙트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PP 부품 제조에 다보정밀의 DPM EPP 셔틀 라인은
오랜기간 동안 증명된 가장 확실하고 적합한 방법입니다.

Operator Insert
Frame
Mold Open

1

2

Operator Insert
Frame

Mold Shuttle

3

D

huttle
셔틀 머신(S
G
S
V
C
2
1
PM-17

Machine)

4

적용 범위
• EPS

및 EPP 가공
안전한 취급
• 건설산업(Construction industry) : EPS ICF 블록
• 자동차 산업 : 통합적인 부속품이 포함된 EPP 부품

• 부속품의

헤드레스트

사이드 볼스터

쿠션시트

www.dabo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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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ICF Block

EPS ICF 블록 몰딩기

Molding Machine
다보정밀의 셔틀 머신 범위는 ICF(절연 콘크리트 폼)
부품 관련 부속품이 포함된 EPS 부품을 제조하는데
이상적입이다. 셔틀시스템을 통해 포밍(foaming)

ICF(절연 콘크리트 폼) 벽면시스템은 우수한 강도와 방음,
공기 질 등 효율적인 절연벽면을 제공하는 매우 에너지 효
율적인 빌딩 인벨롭(building envelope)을 제공합니다.

과정 동안 부속품의 배치를 수동 / 자동으로 조절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점
• 몰드에

부속품의 쉽고, 빠르고, 안전한 배치
지역 밖에서 몰드에 직접 부품 배치
• 부속품은 수동적인 투입(input)을 통해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인체공학적으로 최적화된 사용자 높이에서 부품 삽입

• 위험

ICF는 오늘날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빌딩 소재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비용을 월 40-60% 절약합니다.

EPS 토글 몰딩 머신
(Electronic)

EPS 셔틀 몰딩 머신
(Servo Hydraulic)

ICF Block Mobile Plant

보일러(Boiler)

냉각타워(Cooling Tower)

예비 발포기(Pre-Expander)

EPS Dome House Production Line

12 13

Siberia, Russia

ICF Shape Moulding M/C

EPS 돔 하우스 생산 라인

Japan 돔하우스
(Japan Dome House)

www.dabo21.com

ICF 블록 모바일 플랜트

세계 최대 EPS 형상 몰딩 머신

건조룸(Dry Room)

EPS Block Molding Machine
EPS 블록 몰딩기

DSB 블록 몰딩 라인

장점

DSB 블록기를 시장에 선보인 이후, 다보정밀은 EPS 블록 몰딩기의
제조와 가공에 있어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

품질과 효율의 요구 사항은 개별 블록 금형 크기에 의해 보호됩
니다. 생산 능력, 투자 규모 및 가변 또는 고정 블록 크기에 따라
블록 성형기 DSB 범위는 표준으로 세 가지 다른 버전으로 수행
및 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전자동 전기조절시스템을 통한 선도적인 가공 기술
운전자-중심 인터페이스, 프로세서-중심 메뉴 설계를
통한 현대적인 PLC 컨트롤
최단 사이클 타임
낮은 에너지 소비
벌크 밀도의 균일한 분포
균일한 용접
낮은 잔여 습도

다보정밀은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특별히 제품을 생산하는
설계된 블록 몰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Model
2105VA
4105VA
4110VA
5109VA
6110VA

Max. Product size (H x V x T)
2,000 x 1,000 x 500
4,000 x 1,000 x 500
4,000 x 1,200 x 1,000
5,000 x 1,000 x 900
6,000 x 1,000 x 1,000

DSB-6110 수평 블록 머신

DSB-4110VS 수직 블록 머신

EPS Gio-Foam for Construction &

Block Sheet for Building Insulating
EPS 지오-폼(Gio-Foam) & 빌딩 절연을 위한 블록 시트

지오-폼이란 무엇인가?
확장 폴리스티렌(EPS) 지오폼
(geofoam)은 1960년대부터 지
질공학 소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EPS 지오-폼은 토양 중량의 약 1%
이며, 다른 충전(fill) 대안의 중량의
10%이하이다. 경량 충전재로서, EPS
지오폼은 인접 및 기초 토양과 구조에
부과된 부하를 줄인다.

건설 관련 EPS 지오-폼

EPS 빌딩 절연

블록 컷팅 라인

www.dabo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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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Key Solution for EPS . EPP

Moulding Plant

EPS . EPP 몰딩 플랜트를 위한 턴키 솔루션
최고의 기술, 최고의 가격과 애프터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제시합니다.
다보정밀은 최적의 형상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동 물류 시스템과 전자동 성형기에
부합하는 기술을 끊임없이개발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다보정밀의 고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덕수케미칼 EPP 플랜트(한국, 인천)

생산성
모든 다보정밀의 기계는 요구 조건 하에서 지속적인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빠른 반응과 기계의 움직임, 오류 방지, 사용하기 쉬운 제어 시스템과 빠른 사이클링
(cycling)은 결함이 없는, 높은 수익률까지 제공합니다.
다보정밀의 기계는 시장에서, 클래스 중 가장 빠릅니다.

신뢰도
모든 다보정밀의 기계는 DSB / DSM / DSP 시리즈를 체계적으로 개발한 결과이며,
이미 어려운 생산 상황에서 수천 번의 테스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보정밀의 디자이너와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기계의 활용성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또한 최상 제품 품질을
위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였다. 새로운 다보정밀의 기계는 좋은 부품을 매우 높은 수
율로 높은 처리량을 결합하였습니다. 거부 폐기물 및 후속 비용(downstream cost)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융통성
다보정밀의 기계는 단순, 표준,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기본 버전은 많은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새로운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기존의 금형을 사용하여 기존 가공 라인( )의 통합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 건조실
체인 벨트시스템

Fully Automated Green EPP Moulding Plant
완전 자동 친환경 EPP 몰딩 플랜트
Turn-key
Project Solutions

토글 타입 EPP 형상 몰딩 라인

• A 빌딩
• 증기 발생
• 물 생성
• 공기 생성
• 배수 시스템
• 원료
• 사전 확장
• 매체(media) 전달 시스템
• 성형기
• 자동 처리 시스템
• 스마트 생산 관리 시스템
• 건조실 등

예비 압력 탱크

EPP 부품 성형기로부터 부품 드롭(drop)

출하 준비중인 EPP 생산 부품

www.dabo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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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점검 지그(jig)

완전 자동화 된 재료 및 유틸리티 제어시스템

에어 컴프레셔 & 냉각수 시스템

보일러 & 스팀발전기

DABO
Global Customers
다보정밀 글로벌 고객사

Extraplast (러시아)

Samsung (폴란드)

TOYO (일본)

EuroDabo (슬로바키아)

Sanko(일본 / EPP)

Sekisui(일본 / EPP)

Delivering innovated EPS, EPP
machinery solutions on a global scale
글로벌 시장에 혁신적인 EPS, EPP 기계 솔루션 전달합니다
한국

Korea

EPP Plant

일본

EPP Plant(JSP)

EPP Plant(Ducksoo)

EPS Dome House Plant

Japan

EPP(Sunvisor)Plant

슬로바키아

Full Automatic EPS Plant

Slovakia

EPS Plant

인도네시아

인도

폴란드

India

EPS Plant(Samsung)

Indonesia

EPS Dome House Plant

Poland

EPS Plant(Samsung)

멕시코

Mexico

Samsung (맥시코)

EPS Plant(Helmindo)

JSP(일본 / EPP)

www.dabo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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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soo(한국 / EPP)

Japan Dom House(일본)

EPS Plant(Samsung)

Hanwha(미국 / EPP)

DABO Precision Co., Ltd.
www.dabo21.com
young.song@dabo21.com

Direct : 010-7999-5630
216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07
307 Namdongdaero, Namdong-Gu
Incheon, 21631 Korea
TEL : 032-811-8181
FAX : 032-811-9144

China Factory

Slovakia Factory

Brazil Factory

Japan R&D / Sales Branch

Dubao Yantai Co., Ltd.

EURO DABO s.r.o

DUOBAO S.A

DABO-JAPAN Co., Ltd.

E-12, Wuzhishan road,
yantai, shandong, china
TEL : +86-535-639-3399

Vyrobno-technicky objekt
7240 927 05 sala Slovakia
TEL : +421-31-263-8181

Rua Florindo Cibin n 7121,
Bairro-Sao Jeronimo
CEP-13470-437, Cidade Americana,
Sao Paulo, Brazil
TEL : +55-19-3621-0550

601, 2-1-19 Uchihonmachi,
Chuo-Ku, Osaka Japan
540-0026
TEL : +81-6-6944-8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