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timum 부속품  
및 정밀 디스펜싱 팁

유체 디스펜싱의 표준

EFD의 Optimum 디스펜싱 구성품을 다른 제품들보다 
탁월하게만드는 것은 Engineered Fluid Dispensing(공학 
유체 토출)™입니다.

각각 특허 출원 중인 구성품은 최대로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유체 침적물을 생성함으로써 수율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완벽한 통합 시스템의 일부로서 
설계되었습니다. 

당사의 시린지 배럴은 탁월한 투명성과 치수 안정성을 
제공하는독점적이며 새로운 폴리프로필렌 블렌드로 
제조됩니다. 독특한내부 디자인으로 유체 흐름이 
증강되고 충진 및 디스펜싱 동안난류와 전단이 
최소화됩니다.

대응하는 피스톤은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로 
모든 유체에대한 제어를 보장하기 위해 6가지 스타일로 
제공됩니다. 유체가디스펜싱될 때, 밀착 와이핑 
작용으로 낭비와 잔여물을 배제합니다. 

시린지 배럴 어댑터는 우발적 탈착을 방지하는 포지티브 
안전 잠금 작용 및 설치/제거를 돕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색, 돌기 또는 기타 오염 물질이 없는 EFD 디스펜스 
팁은 조작이 쉬운 허브 플랫을 사용하여 쉽게  
비틀어짐을 방지하고 SafetyLok 나사산을 사용하여 
시린지 배럴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부착 되도록 합니다. 

쉽고 안전한 부착을 위
한 정밀 맞춤 어댑터

채널형 이중 와이퍼 피스
톤이 갇힌 공기, 손실 및
흘러내림 현상을 제거함 

안전을 위한 균일한
배럴벽 두께

상부에서부터 저부까지
원활한 피스톤 운동을 위
한 0℃테이퍼 배럴

안전하고 확실한 결합을 
위한 나사산 팁 허브

스타일/길이와 무관하게 일관
된색상 코드화 및 팁 직경

스타일/길이와 무관하게 일관
된 색상 코드화 및 팁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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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디스펜싱 팁

EFD 제품은 업계 최고 품질의 디스펜싱 팁을 생산합니다. 모든 팁은 당사의 실리콘 
무함유 공장에서 생산되며, 전체 제조 공정에 걸쳐 엄격한 품질 제어 검사를 
거치고있습니다.

Optimum  
디스펜싱 팁

정밀 스테인리스 스틸 팁
직선형 직선형 직선형 직선형 45° 굴곡형 90° 굴곡형  45° 굴곡형  

수량/
박스게이지 색상

안지름 바깥지름 6.35 mm 
 (0.25")

 12.7 mm 
(0.50")

25.4 mm 
(1.0")

38.1 mm  
(1.5")

12.7 mm  
(0.5")

12.7 mm 
(0.5")

38.1 mm 
(1.5")mm 인치 mm 인치

14 올리브색 1.54 0.060 1.83 0.072 7018029 7018043 7018032 7018035 7018044 7018045 7016906 50

15 갈색 1.36 0.053 1.65 0.065 7018056 7018068 7018059 7018062 7018069 7018070 n/a 50

18 갈색 0.84 0.033 1.27 0.050 7018107 7018122 7018110 7018113 7018123 7018124 7016908 50

20 핑크색 0.61 0.024 0.91 0.036 7018163 7018178 7018166 7018169 7018179 7018180 n/a 50

21 보라색 0.51 0.020 0.82 0.032 7005005 7018233 7018222 7018225 7018234 7018235 7016910 50

22 청색 0.41 0.016 0.72 0.028 7018260 7018272 7018263 7018266 7018273 7018274 n/a 50

23 오렌지색 0.33 0.013 0.65 0.025 7018302 7018314 7018305 7018308 7018315 7018316 n/a 50

25 적색 0.25 0.010 0.52 0.020 7018333 7018345 7018336 7018339 7018346 7018347 n/a 50

27 투명 0.20 0.008 0.42 0.016 7018395 7005008 n/a n/a 7018404 7018405 n/a 50

30 라벤더색 0.15 0.006 0.31 0.012 7018424 7018433 n/a n/a 7018434 7018435 n/a 50

32 황색 0.10 0.004 0.24 0.009 7018462 n/a n/a n/a n/  a n/a n/a 50

배럴 용기에 확실히 맞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SafetyLok허브를 갖춘 성형불량이 없고, 연마 및 부식방지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디스펜싱 팁  
• 6.35 mm (0.25") 팁: 빠른 점-대-점 디스펜싱 
• 12.7 mm (0.50") 팁: 표준 전방위 정밀 디스펜싱 팁 
• 45° 및 90° 굴곡 팁: 굴곡 팁: 근접하기 어려운 부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함 

특징 및 장점 
• 돌기, 성형불량 및 오염이 없습니다
• 패키지 라벨에 공정 제어 및 추적을 위한 로트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스타일별 및 로트별 일관성
• 360° SafetyLokTM 나사산이 시린지 배럴에 대해 안전한 부착을 보장합니다
• 쉽게 돌려서 탈부착 하기 위한 공학적 허브 플랫

6가지 종류의 피스톤이 제공가능합니다: 

정밀 스테인리스 스틸 부식방지 처리가 된 
스테인리스 스틸 팁이 광범위한 유체 및 
응용분야에서 취급합니다. 

테이퍼 형상 중점도 내지 고점도 유체 - 특히 
에폭시, RTV 및 브레이즈 페이스트와 같이 
두껍거나(고점도) 입자가 충진 된 재료의 
도포를 위한 매끄러운 흐름성을 제공합니다.

가용성 폴리프로필렌 샤프트는 근접하기 
어려운 범위가지 도달하며, 섬세한 표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원하는 크기나 
각도로의 절단이 용이합니다.

각진 형태 제공 스테인리스 스틸 팁은 45° 및 
90° 굴곡형으로도 공급됩니다.

브러시 글루 및 그리스 확산용. 연질 또는 
경질 브러쉬로 제공됩니다.

특수분야 특수 어플리케이션용: 챔퍼 가공형, 
ESD-안전형, PTFE-코팅및 PTFE-라이닝닝-
라이닝, 마이크로도트 팁 및 타원형 팁.

배럴 용기에 대한 단단한 맞춤용 폴리프로필렌 SafetyLok 허브를 갖는 성형불량 부분이 없고, 연마 및 패시베이션된 스테인리스 스틸 분배 팁
• 6.35 mm (0.25") 팁: 빠른 점-대-점 분배
• 12.7 mm (0.50") 팁: 표준 전방위 정밀 분배 팁
• 45° 및 90° 굴곡 팁: 굴곡 팁: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접근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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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디스펜싱 팁

SMOOTHFLOW 테퍼 팁

게이지 색상
안지름

표준 불투명
강도

수량/
투명mm 인치

14 올리브색 1.60 0.063 7018052 7018049 50

16 회색 1.19 0.047 7018100 7018097 50

18 녹색 0.84 0.033 7018158 7018147 50

20 분홍색 0.58 0.023 7005009 7005006 50

22 파란색 0.41 0.016 7018298 7005007 50

25 빨간색 0.25 0.010 7018391 7018370 50

27 투명 0.20 0.008 7018417 n/a 50

플렉서블 팁

게이지 색상
안지름  12.7 mm 

(0.50")
38.1 mm  

(1.5")
수량/
투명mm 인치

15 호박색 1.25 0.049 7018085 7018080 50

18 녹색 0.84 0.033 7018143 7018138 50

20 분홍색 0.48 0.019 7018205 7018201 50

25 빨간색 0.36 0.014 7018366 7018362 50

폴리에틸렌 노즐
안지름 길이 부품 

번호
수량/
투명cm 인치 cm 인치

0.318 0.125 6.35 2.5 7018555 10

0.157 0.062 6.35 2.5 7018557 10

0.157 0.062 10.6 4.0 7018559 10

0.08 0.031 10.6 4.0 7018561 10

금속 노즐

게이지
안지름 부품 

번호
수량/
투명mm 인치

7 3.8 0.150 7014850 1

8 3.4 0.135 7014851 1

10 2.7 0.106 7014848 1

12 2.2 0.085 7014842 1

14 1.6 0.063 7014844 1

16 1.2 0.047 7014846 1

챔퍼 팁 

게이지 색상
안지름 38.1 mm 

(1.50")
12.7 mm 
(0.50")

6.35 mm 
 (0.25")

수량/
투명mm 인치

18 녹색 0.84 0.033 n/a 7018129 n/a 50

20 분홍색 0.61 0.024 7018188 n/a n/a 50

22 파란색 0.41 0.016 7018281 n/a n/a 50

23 주황색 0.33 0.013 n/a 7018321 n/a 50

25 빨간색 0.25 0.010 n/a 7018352 n/a 50

27 투명 0.20 0.008 n/a n/a 7015236 50

33 투명 0.10 0.004 n/a n/a 7018482 25

33 검은 0.10 0.004 n/a n/a 7018477 25

타원형 팁 

게이지 색상 12.7 mm 
(0.50")

수량/
투명

15 호박색 7018078 50

18 녹색 7024653 50

23 주황색 7024656 50

겔타입 순간 접착제, UV 경화 접착제, 밀봉재, 입자가 들어있는 재료 또
는 점도가 높거나 중간인 유체에 사용합니다. 일반, 가용성, 반투명 팁들
은 폴리에틸렌으로 몰딩되어 집니다. 그리고 UV에 민감한 용액을 보호
하기 위해 빛 차단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투명 팁 제품들은 폴리
프로필렌으로 써 물질의 불투명성이 빛 민감용액의 보호의 기능성을 높
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곳에 사용하는 잘 휘는 폴리프로필렌 튜브. 가장자리
와 굴곡진 가장자리 부위에 쉽게 끌수 있으며 흠집을 방지합니다. 원
하는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도가 낮은 유체를 미세한 점 크기로 도포하는 응용분야에 사용합니다.
검정색은 정전기에 안전합니다.

고점도 페이스트, 실런트, 에폭시를 납작하게 
도포하는데 사용합니다.

빛에 민감한 UV경화 접착제를 위한 재사용가능한 팁 
보호 마개. 디스펜싱 팁 허브위에 끼울 수 있습니다.

브러시 팁

스타일
길이 50.8 mm (2”) 수량/

투명표준 고유동성
부드러운 모 7022730 7022731 50

딱딱한 모 7015351 7015467 50

접착제와 그리스에 사용. 브러쉬 팁은 강
도와 내마모성으로 잘 알려진 고품질의 
6/12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드러
운 브러시 끝은 0.003 "직경 수준이며 뻣
뻣한 브러시 끝은 0.006"입니다.

심지를 조절해서 광학미디어 응용분야에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순간 접착제 막힘을 방지합니다. 점도가 낮은 유체를미
세한 점 크기로 바르는 데 사용합니다. 

모든 카트리지의 크기와 725 시리즈 및 
736HPANV 밸브에 맞는 폴리프로필렌 노즐. 6.35 
mm (1/4") NPT 나사산.

725 시리즈 및 736HPA-NV 밸브에 연결하는 길이
38.1 mm (1 1/2")의 금속 노즐(1/4 NPT).

PTFE-라이밍 팁 

색상
안지름  12.7 mm 

(0.50")
25.4 mm 

(1.0")
수량/
투명mm 인치

회색 0.51 0.020 7018256 7005003 50

분홍색 0.30 0.012 7018388 7005004 50

PTFE-챔퍼 팁

게이지 색상
안지름 OD  12.7 mm 

(0.50")
수량/
투명mm 인치 mm 인치

21 보라색 0.51 0.020 0.84 0.033 7018243 20

22 파란색 0.41 0.016 0.74 0.029 7018290 20

23 주황색 0.33 0.013 0.66 0.026 7018326 20

25 빨간색 0.25 0.010 0.53 0.021 7018359 20

팁 보호 마개
크기 색상 부품 번호 

수량/
투명

3cc 빨간색 7017715 10

5cc to 55cc 검은 70177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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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디스펜싱 팁

디스펜싱 팁

응용 테퍼 스테인리스 
스틸 PTFE-라인 플렉서블

점도가 매우 낮은 유체

입자가 들어있는 페이스트

미세한 점 크기로 바르는 작업

금속에 잘 반응하는 유체

오목한 부분에 바르는 작업

펼치거나 넓게 바르는 경우

빨리 굳는 접착제

구슬, 줄 작업

쉽게 흠집이 생기는 표면

유체
접착제

혐기성 물질

컨포멀 코팅제

순간 접착제

젤 순간 접착제

에폭시

그리스

광경화 접착제

오일

페인트

밀봉재

실버 에폭시

솔더링/브레이징 페이스트

솔더 마스크

솔벤트

UV 경화 접착제

기호 설명
l 권장함
s 만족스러움
X 사용하지 않음

*팁 보호 마개(부품 번호 7017715, 7017717)와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챔퍼 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테이퍼 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www.nordsonefd.com/TipAdvice

“ 구성품은 지금까지 사용한 그 어떤 
것보다 내구성이 높습니다. EFD 팁과 
시린지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 Magna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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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유체 디스펜스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업체

노드슨 EFD의 숙련 된 제품 응용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는 디스펜스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기술적 요구 사항 및 예산에 맞는 시스템을 권장해 
드립니다. 고객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면됩니다.

“우리는 절반 정도의 시간에 더 나은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ECM Motor Co.

“우리 제품은 아주 중요합니다.바로 그때문에 EFD 장비를 
선택했습니다.”  

– Ethicon Endo Surgery

“귀사의 시스템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비교하여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일)소비량을 75% 
줄였습니다. ” 

– Gestamp Aveiro

“ 제품의 품질과 직원들의 지식과 지원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 Lorik Tool & Automation Inc.

“ 효과적인 제어로 연간 유체를 $50,00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 Mitsubishi

“사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설정하면 작동합니다.” 
– Texas Instruments

“ 당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Nordson EFD의 지원은 
탁월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빠르게 
응답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신속한 디자인 
통합을 위해 다양한 3D CAD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reh Ima Automation

“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넣는 패키지의 품질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EFD 실린지와 카트리를사용하는 
이유이다.”  

– Dymax

Nordson EFD 제품은 40개국 이상에서 판매, 서비
스되고 있습니다. EFD에 문의하시거나
www.nordsonefd.com/kr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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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ed Fluid Dispensing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다.
혁신적인 디스펜싱
기술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