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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주)에이스코트는 용사(THERMAL SPRAY COATING) 전문업체로서 차원 높은 기술과 품질로 용사에

관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공정 및 시스템을 갖추고 용사를 이용한 표면개질 기술의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창사이래 이러한 용사기술을 바탕으로 제지산업, 군수산업, 핵 발전 분야 등 첨단 부품들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품질과 경쟁력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국가(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남미시장 등)로의 수출판매를 통하여 진정한 월드베스트의 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 (주)에이스코트는 고객 제위의 성원에 부응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사의 발전과 번 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에이스코트에게는 내일을 만들어갈 힘이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꿈이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종업원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주주와 투자자에게는 최대의

성과를,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는 공동 번 이라는‘좋은 기억’을 드리는 회사. 에이스코트가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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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제지산업 분야
DYNABLADE 는 에이스코트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블레이드 제품의 고유상표명으로, 각종 도공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Coater Blade와 티슈머신용 Creping Blade 및

특수 용도의 Doctor Blade 등, 다양한 종류와 소재 그리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국내 제지회사에 공급할 뿐만아니라

전 세계 각국으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군수산업 분야
STX엔진과 함게 전차, 해양 경비정 및 전투함 등의 엔진 부품

을 수리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핵 발전설비 분야
국내 최대의 발전설비 전문업체인 두산중공업과 함게 핵 발전

설비의핵심부품을개발하여공급하고있습니다.

기타 응용 분야
항공우주산업, 석유화학, 제철제강, 조선, 섬유기계, 인쇄기계,

전자, 전기, 자동차, 식품기계, 자동화 설비등

사업 역



PRODUCTS INTRODUCTION
DYNA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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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BLADE

DYNABLADE 는 우수한 소재를 이용하여, 고유 기술에 의한 용사

코팅 및 정 연마가공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엄격한 품질 검사 후

에 제지공장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절 및 교체주기의 감소 등과

같은생산성의향상및생산제품의품질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

특징

치 한 코팅조직

연마 가공면의 우수한 표면조도와 이에 의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낮은 마찰계수에 의한 지절 및 스트릭 감소

우수한 프로파일의 안정성

뛰어난 내마모성과 긴 수명

사용시 균일한 마모면의 형성

다양한 사양(각도,폭)으로 제작 가능

적용

On,Off-Line 공정에 사용되는 Fountain Coater, 

Roll Applicator Coater, Bill-Blade Coater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가능

벤트 및 팁 타입의 블레이드 제작

프리,미들 그리고 탑 코팅 등의 다양한 포지션에 적용

아트지, 아트보드, LWC 등의 다양하고도 고품질의 코팅지 생산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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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BLADE

PRODUCTS INTRODUCTION
Coating Blade

Coating Blade
Technic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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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소재 고성능 블레이드용의 다양한 세라믹(ceramic)소재 및 서멧(cermet) 소재

■블레이드의 두께(T:mm) 0.305, 0.381, 0.457, 0.508, 0.600, 0.635 

■블레이드 폭(W:mm) 최대 100mm 범위에서 다양한 폭으로 제작가능

■블레이드 길이(L:mm) 제한없이 다양한 길이로 제작가능

■연마각도 및 폭(a:degree,b:㎛) a : 0~50°, b : 100~1500(1단, 2단, 3단) 



DYNABLADE

PRODUCTS INTRODUCTION
Coating Blade

Coating Blade

WB 최고의 성능을 지닌 블레이드

Tungsten Carbide

현재까지 개발된 소재 중에서 내구성이 가장 우수하다.

가장 오랜 수명을 지닌다.

엣지 마모가 심한 경우, 또는 고속 머신용으로 적합하다.

세라믹에 비하여, 도공면의 평활도와 광택도가 우수하다.

EB 고품질 용지 생산을 위한 블레이드

Metal Carbide

최고 품질의 도공지 생산에 최적의 소재

텅스텐 블레이드가 지니는 단점이 발생되지 않는다.

초기 프로파일의 안정성이 매우 빠르다.

스트릭의 발생율이 매우 낮다.

크랙이 잘 발생되지 않는다.

건조 상태에서 종이면과 접촉하여도 마찰에 의한 열변성이 잘 발생되지 않는다.

비교적 중·저속 머신 또는 보드지의 Top Coating용으로 매우 적합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소재 중에서 마찰계수가 가장 낮다.

Cermet(Metal Ca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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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BLADE

PRODUCTS INTRODUCTION
Coating Blade

Coating Blade

BK고성능 세라믹 블레이드

Metal Oxide

세라믹 소재 중에서 가장 우수한 내마모성과 수명을 지닌다.

종이면과의 마찰저항이 매우 작다.

화학적 부식작용에 강한 내구성을 가진다.

기존 세라믹보다 수명, 품질의 향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BP복합 세라믹 블레이드

Metal Oxide

기존의 세라믹에 비하여 인성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기존의 세라믹보다 종이면과의 마찰저항이 적다.

기존의 세라믹보다 스트릭 발생율이 적다.

블레이드의 상처발생율이 높은 경우에 적합하다.

AL001 스탠다드 세라믹 블레이드

Metal Oxide

구성소재가 단일 성분으로 일정한 품질이 유지된다.

경도가 높고 내구성이 우수하다.

오랜 기간 품질의 우수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었다.

가격 면에서 경제적이다. 

1T AL001과 동일한 세라믹 소재로서, 그 표면을 특수처리하여 마찰저항을 감소시킨 블레이드 제품

SP007특수한 용도로 개발된 비교적 낮은 세라믹 경도를 지닌 블레이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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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BLADE

PRODUCTS INTRODUCTION
Creping Blade

Creping Blade - Ceramic Tip

(주)에이스코트가 생산하는 크레핑 블레이드는 최적의 세라믹 소재와 디자인을 이용하여 낮은 마찰력과 오랜 수명

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저희 크레핑 블레이드는 생산제품의 품질이 오랜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합니다. 

블레이드 표면의 낮은 마찰계수는 상대적으로 케미컬 코팅층 또는 양키 실린더 표면에 대하여 손상이 적고 안전하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실린더표면의재연마혹은실린더교체주기를감소시킴으로써커다란경제적절감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Technical Data
■코팅소재 크레핑용으로 개발된 최적의 세라믹 소재를 적용

■블레이드의 두께(T:mm) 0.9 ~ 1.2 

■블레이드 폭(W:mm) 최대 140mm 

■블레이드 길이(L:mm) 제한없이 다양한 길이로 제작가능

■Creping Angle(C) Positive(+) or Negative(-) 

PRODUCTS INTRODUCTION

Softness 증대Bulk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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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BLADE

PRODUCTS INTRODUCTION
Doctor Blade

Doctor Blade - Ceramic Tip

Roll 표면의 이물질 제거 성능이 우수하며, 블레이드의 마모가 적게 발생하고 아울러 롤 표면에 대한 상처를

감소 시킴으로써 블레이드 교체 및 롤 연마 주기감소 등 전체 생산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종류 : Flow-Clean Doctor Blade

Press Doctor Blade 등

Metal 소재를 베이스로 하는 닥터블레이드에 적용가능

Technical Data
■코팅소재 오랜 수명과 롤마모를 최소화하는 세라믹 소재를 적용

■블레이드의 두께(T:mm) 0.3 ~ 1.2 

■블레이드 폭(W:mm) 최대 140mm 

■블레이드 길이(L:mm) 제한없이 다양한 길이로 제작가능

■연마각도 및 폭 적용머신 및 생산제품에 대응하여 제작

※상기제품들의사양에관해서는별도로문의바랍니다.

※각종딤플및리벳부착등의가공이가능합니다.

PRODUCTS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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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DYNABLADE
성능비교표

Coating Blade의 성능비교
(주)에이스코트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DYNABLADE 제품을 끊

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Quality control    
품질관리

(주)에이스코트는 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 Institute : BSI)로부터 ISO9001, ISO14001,

OHSAS18001의 통합인증을 획득하여 종합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맞춤형으로

제작되는DYNABLADE 는제작공정별로전

수검사를 원칙으로 엄격히 품질 관리되

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시편을 채취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완벽한 상태의 제

품임이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출고하고

있습니다.

공정 별로 채취한 시편은 우수한 분석장

비를 이용하여 정 검사한 후, 그 결과

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시편 전량을

구 보존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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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D
연구개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는 R&D팀은 (주)에이스코트의 심장이자 두뇌입니다. 
내구성 강화와 마찰·마모를 최소화 시키기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R&D를 통하여 Paper Industry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고 있습니다.

재료기술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료전문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국가과제수행 및 기술개발, 연구업무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D 제품개발

생산

기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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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Wide  Network

세계는 에이스코트의 사업장이자 시장이며 고객입니다. 
(주)에이스코트는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업과 마케팅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시장환경 변화

와 고객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전문기술회사를향해도약하는 (주)에이스코트, 이제그세계는점점더넓어질

것입니다.

판매지역

Sweden
Finland

France

Germany
Slovenia Korea

JapanChina

Indonesia

Thailand

USA

Chile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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