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quidyn® P-Jet SolderPlus®는 Nordson EFD SolderPlus® 솔더 
페이스트 및 충진 제품의 비접촉식 극소량 디스펜싱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제트 밸브 시스템입니다. Liquidyn P-Jet SolderPlus 
밸브는 최대 25Hz의 주파수에서 최소 750μm의 극소량 용착을 
Dispensing으로 수행하여 생산 프로세스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밸브는 많은 양의 유체를 디스펜싱 할 수도 있으며 
Dot 및 Line 디스펜싱이 가능합니다.

EFD의 사전 테스트를 거친 SolderPlus 솔더 페이스트 제품의 
완벽한 솔더 제팅 솔루션은 시간을 단축하고 작업 능률을 
높입니다. ISO 인증을 받은 특수 제조 SolderPlus 솔더 페이스트 
제품은 다양한 유연 합금과 무연 합금으로 생산됩니다. EFD 솔더 
페이스트 담당자가 각 용도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P-Jet SolderPlus 밸브는 저전압 트리거를 통해 전자 공압식으로 
작동하며 펄스 신호가 조절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밸브는 
Liquidyn 컨트롤러 또는 PLC를 사용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밸브 펄스 시간은 2ms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Liquidyn P-Jet SolderPlus 제트 밸브를 사용하면 제품의 복잡한 
구조 또는 위치 공차 때문에 까다롭거나 섬세한 공정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징
• 광범위한 EFD SolderPlus 페이스트용으로 적합

• 용량 3nL부터 최소 750μm 직경으로 용착 가능

• 최고 토출 빈도 25Hz

• Dot 및 Line 디스펜싱 기능

• 저전압 작동(24VDC)

장점
•  사전 테스트를 거친 SolderPlus 솔더 페이스트 제품의 Total 

solution 작업으로 시간 단축 및 간소화

•  정확한 양을 빠른 속도로 반복 토출하여 생산성을 높여 주는 
비접촉식 Jetting Valve

• 간편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모듈형 밸브 디자인

반복성과 정확도가 높은 솔더 페이스트, Jetting Total Solution
Liquidyn P-Jet SolderPlus 제트 시스템

고성능 Liquidyn P-Jet SolderPlus 밸브는 비접촉식 솔더 페이스트 디스펜싱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노즐에서 재료를 가열하여 디스펜싱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포괄적인 솔더 페이스트 제트 시스템
Liquidyn P-Jet SolderPlus 밸브는 솔더 페이스트 제트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이 밸브는 모듈형 디자인으로 유지관리 및 
정비가 간편합니다.

구성품 선택 밸브 케이블

액츄에이터

공이(Tappet) 
• 강철

O 링(2개)

본체
• 강철

노즐
• 강철 

Nozzle heater  
(ordered separately; required 
for most solder applications)

Nozzle heater O-ring 
(ordered separately; required 
when a nozzle heater is installed)

Nozzle heater retaining nut  
(ordered separately; required when 
a nozzle heater is installed)

유체 커넥터
• 시린지 배럴 



액츄에이터
부품 # 설명
7825923 Liquidyn P-Jet SolderPlus 액츄에이터

구성품 선택 목록의 일부입니다.
사용 가능한 전체 구성품 목록을 보려면 EFD에 문의하십시오.

노즐
부품 # 설명
7825042 육각고정 너트
7825919 스테인리스 스틸 니들 노즐, 250µm
7825051 스테인리스강 고정 너트 표준 노즐 히터용
7825047 스테인리스강 고정 너트 소형 노즐 히터용

유체 공급 장치
부품 # 설명
7825120 시린지 배럴용 강철 루어 록 어댑터

기본 구성품
부품 # 설명
7825924 스테인리스 스틸 동심 측정 도구
7825037 강철 본체
7825182 2.5m(8.2ft) M8 밸브 케이블
7825176 노즐 히터용 케이블
7826080 O-링 (태핏과 플루이드 바디 사이에 위치), EPDM (5 팩)
7826081 O-링 (태핏과 플루이드 바디 사이에 위치), EPDM (50 팩)
7826082 O-링 (태핏과 플루이드 바디 사이에 위치), Perlast® (5 팩)
7826083 O-링 (태핏과 플루이드 바디 사이에 위치), Perlast (50 팩)
7826084 O-링 (태핏과 플루이드 바디 사이에 위치), Viton® (5 팩)
7826085 O-링 (태핏과 플루이드 바디 사이에 위치), Viton (50 팩)
7826092 O-링 (태핏과 플루이드 바디 사이에 위치), NBR (5 팩)
7826093 O-링 (태핏과 플루이드 바디 사이에 위치), NBR (50 팩)
7825148 표준 노즐 히터
7825209 히터 키



사양

유연한 마운팅 옵션
Liquidyn P-Jet SolderPlus 밸브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 및 
고르지 못하거나 특이한 표면에 대한 제트 분사를 위해 3차원 (3D) 
디스펜싱을 제공합니다. 이 마운팅은 유연하며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밸브 컨트롤
Liquidyn 밸브 컨트롤러를 사용하거나 24V 입력을 통해 고객이 직접
(예: 고객이 공급하는 컨트롤러나 PLC를 통해) 밸브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Nordson EFD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용착 Dot size를 손쉽게 제어

• 생산성 향상

• 최종 사용자의 편의 향상

• 작동중 조정 가능

• 기계 효율 극대화

SolderPlus 솔더 페이스트
Nordson EFD의 포괄적인 ISO 인증 솔더 페이스트 솔루션 제품 
라인에는 가장 엄격한 적용 요구사항도 충족시키는 고품질 디스펜싱 
솔더링 페이스트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거나 무료 
샘플을 요청하려면  
www.nordsonefd.com/KR/SolderPlusPaste 를 방문해 주십시오.

항목 사양
크기 20w x 138.5h x 78.5l mm  (0.8w x 5.5h x 3l")
무게 270g(9.5oz)
최대 유체 압력 100bar(1450psi)
유체 입구 나사산 M8 x 1, 플랫 실링
마운팅 M3 x 25
최대 작동 주파수 25Hz
펄스 시간 2ms부터 시작
투입 공기압 3-8bar(44-116psi)
본체 303 스테인리스 스틸 
히터 본체 알루미늄
승인 CE*, UKCA, TUV
보증기간 1년, 제한 보증

프로세스 평가 요청
귀사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적합한 Liquidyn P-Jet 
SolderPlus 제트 시스템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아 보려면 Nordson EFD에 문의하십시오.

•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EFD Global Application 
Labs의 숙련된 유체 디스펜싱 전문가가 제공하는 
세부적인 프로세스 평가

• 구매 전 고객 평가 및 승인을 위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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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Korea 
+82-31-736-8321; korea@nordsonefd.com

GlobalGlobal 
+1-401-431-7000; info@nordsonef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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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텐레스강 부품은 보호코팅처리가 되었음.

*이 밸브는 Nordson EFD Liquidyn 전용 컨트롤러에 연결할 때 전자기파 방출에 대한 EN 61326-1:2013, 
FCC Part 15 Subpart B 및 ICES-003 Issue 6 제품군 표준을 충족합니다. 다른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할 경우 
전자기파 적합성(EMC)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http://www.nordsonefd.com/KR/SolderPlusP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