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quare Wave™ 745NC 
비접촉 디스펜스 밸브

Square Wave 745NC 고속 비접촉 밸브는 셀 버스 바 및 셀

스트링 첨부에 사용되는 경막 코팅 처리된 리본에 점

성이 낮은 수용성 및 용해성 액체 플럭스를 정확하게,

여러 번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바를 수 있습니다.

특징

• 고속 기능 – 최대 500Hz의 사이클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레노이드 기술

• 2ms의 작동 속도

• 초소형 디자인

• 가볍고 손쉬운 설치

• 유지보수가 용이한 디자인

• 작은 젖은 통로가 유체 낭비를 최소화

• 0.15 μL의 낮은 분사량

• 조정 가능한 유체 흐름

• 샘 방지 마개

장점

• 비접촉 디스펜스가 Z축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

• 빈번하지 않은 교체 주기, 다운 타임 최소화, 저렴한 유

지보수 비용

• 높은 생산 처리량 및 수율

• 서비스 용이

• 통합된 솔레노이드가 다양한 절차를 최소화

• 높은 사이클이 점에서 점으로 “스티칭”을 생성하여 연

속적인 라인을 형성



Square Wave™ 비접촉 디스펜스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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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NC Square Wave 비접촉 밸브에는 밸

브, 24W 솔레노이드 및 0.004” 노즐 플레

이트 구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0.005", 0.006" and 0.007" 노즐 플

레이트는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1ℓ 탱크 및 공기 유입 조절기 조립체 또

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기술 지원 및 높은 품질 표준이

생산적이고, 문제없는 성능을 보장합니

다. EFD는 귀하의 특정 응용 분야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디스

펜스 시스템 라인을 제공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ValveMate™ 8000 컨트롤

러는 4W 솔레노이드로 Square Wave 밸브

를 동작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양

규격: (24와트 솔레노이드) 70.11 mm x 21.84 mm x 33.27 mm

(2 .76" x .86" x 1. 31")

(4와트 솔레노이드) 80.48 mm x 21.84 mm x 33.27 mm

(3.17" x .86" x 1. 31")

최소 사이클 타임: 24와트 솔레노이드 - 2ms(한 번 개방 및 폐쇄)

4와트 솔레노이드 - 6 ms (Open and close once)

최대 사이클 타임: 24와트 솔레노이드 - 15ms (한 번 개방 및 폐쇄)

4와트 솔레노이드 – 지속

최소 디스펜스 주기: 24와트 솔레노이드 - 50Hz

4 와트 솔레노이드 – 연속

최대 디스펜스 주기: 24와트 솔레노이드 - 500Hz

4와트 솔레노이드 - 150Hz

최대 유체 압력: 100 psi (6.8 bar)

작동 동작 압력: 70-90 psi (4.8~6.2 bar)

전기 입력: 24VDC - 24 와트

24VDC - 4 와트

전압 출력: 101.6μm (.004") 노즐- .030ml - .30 μL @ 5 psi (.345 bar)

127 μm (.005") 노즐 - .040 ml - .48 μL @ 5 psi (.345 bar)

유체 접촉 물질:  유체 본체 및 샤프트: 유형 303 스테

인리스 스틸

유체 밀봉: PTFE 카본 충전, 304 SS 스프링 활성화

밸브 볼: 텅스텐 합금

밸브 시트: 코발트 스테인리스 스틸

노즐: 루비가 포함된 유형 303 스테인리스 스틸

유체 유입 스레드: M5 x 0.8

마운팅:  M4 x 0.7

무게:  114그램(4.02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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