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액형 카트리지 Open/Close

50mL 카트리지 시스템

이 50ml 카트리지는 끝열림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우수한 플러그가 미리 조립 되어 공급됩니다. 
위 제품은구멍의 동심성이 더 높아 디스펜싱 작업 
중 강도를 높이고 누출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카트리지의 플랜지쪽에서 유입구 크기가 더 커져 
피스톤 삽입 이 더 쉽습니다.

50mL 베이어닛 카트리지 시스템은 1:1, 2:1, 4:1, 
10:1 비율이 있습니다. 각 제품마다 플러그가 달린 
끝열림 카트리지로 공급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1:1
과 2:1 비율은 밀폐형 옵션으로도 공급됩 니다.

Note: 현재 50ml 카트리지는 EFD P/N 7702886
과 P/N 7702891의 제품으로 대체 됩니다. 
이 디자인은 노드슨EFD의 이액형 혼합기와 
디스펜서에 완벽하게 호환 됩니다.

특징

• 공급 비율 1;1, 2:1, 4:1, 10:1

• 재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 뛰어난 플러그 성능: 미리 조립되어 있어 높은 
효율성 구현

• 밀폐형 옵션: 완전 밀폐형

• 두 가지 형태의 디스펜서: 수동식 디스펜서와 
코킹 건 변환 키트

• 대용량 혼합기 선택 가능

• 여러 가지 피스톤 옵션

• 1:1 비율에 AF 피스톤 사용 가능

접착제 종류에 따라 PP재질 또는 나일론 재질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비율의 
카트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열린 카트리지닫힌 카트리지

분리된(결합되지 않은) 보어, 
CL 0.7mm 더 넓음

더 커진 유입구 크기



50mL 카트리지 시스템

최대 부품 번호 체적비 용량 재료

1:1 

7015724 개방형 몸체 카트리지, 고정 장치와 플러그 포함 50mL PP

7362026 개방  몸체 카트리지, 고정 장치와 플러그 포함 50mL Nylon

7702619 폐쇄형 카트리지 몸체, 보호 마개 포함 50mL PP

7702687 EPDM O링 피스톤(짧은 것) - PP

7702692 EPDM O링 피스톤(긴 것) - PP

7702702
다중 밀봉 피스톤, 미리 장착된 중앙 배출 플러
그 포함

- PP

7702891 개방형 몸체 카트리지, 고정 장치와 플러그 포함 50mL Nylon

7702621 폐쇄형 카트리지 몸체, 보호 마개 포함 50mL Nylon

7702698 EPDM O링 피스톤(긴 것) - Nylon

7702704
다중 밀봉 피스톤, 미리 장착된 중앙 배출 플러
그 포함 

- Nylon

7704061 AF 피스톤 - PE/PBT

2:1 

7702892 개방형 몸체 카트리지, 고정 장치와 플러그 포함 50mL PP

7702627 폐쇄형 카트리지 몸체, 보호 마개 포함 50mL PP

7702705 EPDM O링 피스톤(큰 것) - PP

7702714 EPDM O링 피스톤(작은 것) - PP

7702895 개방형 몸체 카트리지, 고정 장치와 플러그 포함 50mL Nylon

7702628 폐쇄형 카트리지 몸체, 보호 마개 포함 50mL Nylon

7702709 EPDM O링 피스톤(큰 것) - Nylon

7702717 EPDM O링 피스톤(작은 것) - Nylon

4:1 

7702896 개방형 몸체 카트리지, 고정 장치와 플러그 포함 42mL PP

7702705 EPDM O링 피스톤(큰 것) - PP

7702721 EPDM O링 피스톤(작은 것) - PP

7702898 개방형 몸체 카트리지, 고정 장치와 플러그 포함 42mL Nylon

7702709 EPDM O링 피스톤(큰 것) - Nylon

7702725 EPDM O링 피스톤(작은 것) - Nylon

10:1 

7702900 개방형 몸체 카트리지, 고정 장치와 플러그 포함 37mL PP

7702705 EPDM O링 피스톤(큰 것) - PP

7702728 EPDM O링 피스톤(작은 것) - PP

7702902 개방형 몸체 카트리지, 고정 장치와 플러그 포함 37mL Nylon

7702709 EPDM O링 피스톤(큰 것) - Nylon

7702732 EPDM O링 피스톤(작은 것) - Nylon

권장되는 이액형 혼합기

• 295시리즈 터보 베이어닛 이액형 혼합기

• 190시리즈 나선형 이액형 혼합기

권장되는 디스펜서

귀하의 확실한 요구를 만족하는 정밀 디스펜싱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 노드슨EFD에 연락하십시오.

• 50mL 수동식 디스펜서

• 균등한 디스펜서 도구

• 50mL 초킹 건 변환 키트

권장되는 피스톤

AF 버블 프리 피스톤은 1:1비율의 50ml 카트리지에 
권장됩니다.

AF 피스톤은 피스톤과 
재료사이의 기포를 
배출하는 작업에 
탁월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은 
기포를 배출하기 위해 심
(Shim)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센터 블리드 
플러그 삽입하기 위한 두번째 
절차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피스톤은 검정색 플러그의 둘레 주위에 있는 기포를 
배출하고 재료를 타격하는 힘을 사용하여 한번에 
닫습니다.

AF 피스톤은 피스톤이 완전히 닫히게 될 때 눈에 보이는 
표시를 제공합니다.

즉. 검정색의 센터 플러그는 피스톤 상면과 동일한 
평면입니다.

게다가, AF 피스톤의 재질은 PE/PBT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재료, 단순화된 물품과 호환 됩니다.

사용가능한 다른 피스톤은 솔리드 O-Ring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다중 씰 피스톤과 미리조립 된 센터 
블리드 플러그가 적용 된 멀티 씰 피스톤 입니다.

부품 번호 체적비 중심간 치수* 디스펜싱 시 최
대 압력

7015724 50ml 좌 x 우 카트리지, PP재질 0.828” 300 psi

7362026
50ml 좌 x 우 카트리지, 나일
론 재질

0.828”** 725 psi**

*   중심간 치수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해 피스톤 삽입 장 비를 약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음.

** 나일론 재질 모델의 이전 사양은 0.805’ / 725psi 였음

Open            Closed  

Nordson EFD 제품은 40개국 이상에서 판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EFD에 문의하시거나 www.nordsonefd.com/kr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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