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quare Wave 745NC 비접촉 분사 밸브
사용 설명서

™

노드슨 EFD 사용 설명서의 전자 
pdf 파일은 www.nordsonefd.com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quare Wave 745NC 비접촉 분사 밸브

2 www.nordsonefd.com/kr   korea@nordsonefd.com   +82-31-736-8321   Nordson EFD 디스펜싱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판매되며 서비스 됩니다.

목차목차

노드슨 EFD의 약속

당사는 귀하가 구매한 제품에 완전히 만족하시게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당사는 EFD의 모든 제품이 
당사의 타협하지 않는 품질 기준에 맞춰 생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거나, 혹은 의문 나는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제게 직접 서면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목표는 최고의 장비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상의 품질·서비스·가치·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목차 .................................................................................................................................................................................................................................2
개요 .................................................................................................................................................................................................................................3
사양서 .............................................................................................................................................................................................................................3
설치 .................................................................................................................................................................................................................................4
밸브 분해 및 재조립 절차 ......................................................................................................................................................................................8
교체용 부품 ...............................................................................................................................................................................................................10
고장 해결 방법 안내 ..............................................................................................................................................................................................11

Tara Tereso, 부사장

Tara



Square Wave 745NC 비접촉 분사 밸브

3www.nordsonefd.com/kr   korea@nordsonefd.com   +82-31-736-8321   Nordson EFD 디스펜싱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판매되며 서비스 됩니다.

개요개요
The Square Wave™ 745NC 고속 비접척 밸브는 셀 스트링 부착에 사용되는 땜납 코팅 리본 및 셀 모선(
母線)에 저점도 수용성 및 용매 기반 액체 플럭스(융제)를 정확한 양으로 반복적으로 분사합니다.

사양서사양서

치수:	 (24	W	솔레노이드)치수:	 (24	W	솔레노이드) 70.11 x 21.84 x 33.27 mm 
(2 .76 x 0.86 x 1. 31")

	 (4	W	솔레노이드)	 (4	W	솔레노이드) 80.48 x 21.84 x 33.27 mm 
(3.17 x 0.86 x 1.31")

최소	사이클	타임:최소	사이클	타임: 24 W 솔레노이드 — 2 밀리세컨드 (한 번 열렸다 닫히는 시간) 
4 W 솔레노이드 — 6 밀리세컨드 (한 번 열렸다 닫히는 시간)

최대	사이클	타임:최대	사이클	타임: 24 W 솔레노이드 — 15 밀리세컨드 (한 번 열렸다 닫히는 시간) 
4 W 솔레노이드 — 계속 작동

최소	분사	주파수:최소	분사	주파수: 24 W 솔레노이드 — 50Hz 
4 W 솔레노이드 — 계속 작동

최대	분사	주파수:최대	분사	주파수: 24 W 솔레노이드 — 500Hz 
4 W 솔레노이드 — 150Hz

최대	유체압(fluid	pressure):최대	유체압(fluid	pressure): 6.8 바 (100 psi)

구동	작동	압력:구동	작동	압력: 4.8–6.2 바 (70–90 psi)

전기	입력:전기	입력: 24 VDC — 24 W 
24 VDC — 4 W

용적	출력:용적	출력: 101.6 μm (0.004") 노즐 — 0.030 μL — 0.30 μL @ 0.345 바 (5 psi) 
127 μm (0.005") 노즐 — 0.040 μL — 0.48 μL @ 0.345 바 (5 psi)

유체	접촉	소재:유체	접촉	소재: 유체 보디(body): 303 스테인리스강 
샤프트: 17-4 PH 스테인리스강 
볼 케이지(지지기): 303 스테인리스강 
유체 실(밀봉 장치): 304 SS 스프링 작동 실 기능의 PTFE 탄소 충전 유형 
밸브 볼: 텅스텐 카바이드(탄화물) 
밸브 시트: 코발트 스테인리스강

유체	흡입	스레드	(inlet	thread):유체	흡입	스레드	(inlet	thread): M5 x 0.8

장착(mounting):장착(mounting): M4 x 0.7

무게:무게: 114 그램 (4.02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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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설치

1. 작동 보디의 M4 마운트 홀을 이용하여 밸브를 장착합니다.

2. 0.125" ID 배관을 사용하여 유체 흡입 피팅(이음매)에 유체 공급 라인을 연결합니다.

3. 유체 공급 라인을 저장 용기에 연결합니다.

4. 4.8–6.3 바 (70 ~ 90 PSI) 사이의 일정한 공기 소스(원천)에 밸브 제어 공기를 연결합니다.

방형파(方形波) 745NC 밸브는 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hold driver) 회로를 사용한 구동을 
권장합니다. 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최소 1 밀리세컨드 동안 24 VDC 펄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밸브가 개방되어 있는 남은 시간 동안 5 VDC로 감소됩니다.

주의
밸브가 30 밀리세컨드 이상 열려 있는 경우, 전압이 감소하지 않으면 구동 솔레노이드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구동 솔레노이드의 손상 방지를 위해, 30분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 동안 밸브를 고주파로 계속해서 
회전시키지 마십시오. 코일의 무결성 및 성능 보호를 위해 구동 솔레노이드는 주기적인 원상회복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신호	매개	변수:신호	매개	변수:

 최소 작동 시간: 1 ms

 최소 비작동 시간: 1 ms

 스파이크 전압 (공급): 24 VDC 유지

 전압: 5 VDC

 고전류(대전류) 크기 1.0 Amp

 최대 유지 전류: 300 mA 최소

 작동 주파수: 
  100Hz (24W 밸브의 주파수/듀티 사이클 성능에 대해서는 그림 #1을 참조 하십시오)

 최대 작동 주파수: 500Hz

주파수 
(Hz)

듀티 사이클

30% 40% 50% 60% 70%

100

150

200

250

300

350 해당 없음

4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00 해당 없음 해당 없음해당 없음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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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작동의 블록 다이어그램 입력 신호

유지 전압 5 VDC 스파이크 전압 5 VDC

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

a

b

c d

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의	작동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의	작동
a. 입력 신호 소스가 밸브 작동 타이밍을 제어합니다. 밸브의 작동 시간, 듀티 사이클, 작동 주파수 

등은 입력 신호로부터 결정됩니다. 입력 신호가 낮은(0 VDC) 경우, 회로는 통전(通電)되지 
않습니다. 입력 신호가 높게(5–24 VDC) 되면, 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가 작동됩니다.

b. 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는 밸브에 공급되는 전압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가 높은 입력 신호를 받으면, 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스파이크 전압을 적용합니다. 
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는 유지 전압으로 전환되기 전에 1 ~ 30 밀리세컨드 동안 
스파이크 전압을 적용합니다.

주의
권장된 바와 같이 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구동 솔레노이드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c. 유지 전압을 5 VDC로 설정하여 안전 전압 프로필을 공급함으로써 구동 솔레노이드의 영구적 
손상을 방지합니다.

d. 밸브를 개방 상태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스파이크 전압을 최소 1밀리세컨드에서 최대 30
밀리세컨드 동안 24 VDC로 설정합니다.

주의
밸브가 30 밀리세컨드 이상 열려 있는 경우, 전압이 감소하지 않으면 구동 솔레노이드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구동 솔레노이드의 손상 방지를 위해, 30분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 동안 밸브를 고주파로 계속해서 
회전시키지 마십시오. 코일의 무결성 및 성능 보호를 위해 구동 솔레노이드는 주기적인 원상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	사항:	구동	솔레노이드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24	VDC	스파이크	전압이	신속하게	분산되도록	중요	사항:	구동	솔레노이드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24	VDC	스파이크	전압이	신속하게	분산되도록	
제너	양방향	다이오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제너	양방향	다이오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6페이지에서 5단계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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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와트의 솔레노이드를 지닌 745NC Square Wave밸브를밸브메이 
트™ 8000 컨트롤러(제어장치)에 연결합니다.

*중요	사항:중요	사항: 오직 4와트의 솔레노이드가 설치된 745NC 밸브만 
밸브메이트 8000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a. 4페이지에 나와 있는 1 ~ 4 단계를 따르십시오.

b. 제공된 솔레노이드 와이어를 사용하여 밸브메이트 8000 
컨트롤러에 745NC 밸브를 연결합니다. 그림 2를 참조하십시오

참고:참고: 분사 밸브의 설치 
밸브메이트 8000은 설치 매뉴얼과 함께 제공됩니다. 매뉴얼에는 
밸브메이트 8000의 작동 및 745NC 밸브의 작동 개시를 위한 입출력 
연결이 설명됩니다.

6. 퍼지 밸브:

a. 저장 용기의 압력의 시작점을 0.275 바 (4 psi)로 설정합니다.

b. 리테이닝 너트를 제거하여 노즐판을 개방합니다.

c. 레퍼런스 링(reference ring)에서 밸브 스트로크를 10 ~20 사이로 
설정합니다.

d. 퍼징을 위해 밸브를 50% 듀티에서 50Hz의 최솟값으로 회전시킵니다.

주의
주의	(24	와트	솔레노이드에만	해당됨):주의	(24	와트	솔레노이드에만	해당됨): 최소 분사 주파수는 50Hz입니다. 최소 
요구 조건보다 낮은 주파수로 작동될 경우 솔레노이드의 고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e. 유체 라인에서 공기가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밸브를 회전시킵니다.

f. 밸브의 노즐판/리테이닝 너트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7. 원하는 유동률을 설정합니다.

a. 저장 용기의 압력을 최소 시작점인 0.275 바 (4 psi)로 설정합니다.

b. 밸브 스트로크 제어를 스트로크 레퍼런스 링에서 시작점으로 1 해시 
마크(0에서 1 클릭)로 설정합니다.

c. 주파수/듀티 사이클을 초기 분사 용적을 위해 100Hz 및 50% 듀티로 
설정합니다. 원하는 유동률을 얻기 위해 주파수/듀티 사이클을 
조절합니다.

참고:참고: 주파수 및 유체 압력의 함수로서 유체 용적(볼륨) 분사를 위한 
지침으로, 반대 페이지의 그림 3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그림	2

참고: 백팩(BackPack) 밸브 
구동을 위해 Bullet 타입 
솔레노이드 케이블의 청색 및 
갈색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와이어(전선)에는 극성 구분이 
없습니다.

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의	작동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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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파수 및 압력의 함수로서 유체 용적(볼륨) 분사 
101.6 μm (0.004") 노즐

총탄형(銃彈
形) 솔레노이드 

케이블

참고: 백팩(BackPack) 밸브 
구동을 위해 Bullet 타입 
솔레노이드 케이블의 청색 및 
갈색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와이어(전선)에는 극성 구분이 
없습니다.

밸브메이트 8000
컨트롤러

스파이크 및 홀드 
드라이버 회로로 

출력
24 VDC

알람에 연결

알람 관련
전기 관련
유체 관련
일정한 공기 (constant air)
공기에서 탱크 쪽으로의 
흐름

*오직 4와트의 
솔레노이드와 함께 
사용.

빈도(Hz)

용
량

(m
l)

유체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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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톤	및	니들	조립체	교체하기피스톤	및	니들	조립체	교체하기

1. 4개의 나사를 풀고 스트로크 제어 조립체를 떼어냅니다.

2. 리턴 스프링을 제거합니다.

3. 스프링 파일럿의 작은 플라이어로, 공기 실린더에서 
피스톤 및 니들 조립체를 잡아당깁니다.

참고:참고: 피스톤과 니들 조립체는 하나의 구성 단위로서 분해될 
수 없습니다.

4. 작은 플라이어로, U컵 실을 제거합니다.

5. 공기 작동 보디 벽을 청소합니다. U컵 실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실 홈이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실이 홈에 완전히 
들어맞도록 합니다.

6. 니들 조립체를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피스톤 실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며 작동 보디에 삽입합니다.

7. 상부 스트로크 제어판을 재조립하고 4개의 
나사로고정시킵니다.

밸브	분해	및	재조립	절차밸브	분해	및	재조립	절차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밸브	작동	및	유체	공기	압력을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밸브	작동	및	유체	공기	압력을	
차단합니다.차단합니다.

유체	보디의	완벽한	청소	및	유체	실	교체하기	유체	보디의	완벽한	청소	및	유체	실	교체하기	

1. 노즐 리테이닝 너트 및 노즐판을 제거합니다.

2. 4개의 나사 및 챔버 플레이트를 제거합니다.

3. 작동 보디에서 유체 보디를 제거한 후, 스프링 작동 PTFE 실을 제거합니다.

4. 용매에 적신 천으로 니들을 청소합니다.

5. 스프링 작동 PTFE 실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분해의 역순으로

6. 밸브를 재조립합니다. 2

1

3

4

5

2

1

3

4

5 6

7



Square Wave 745NC 비접촉 분사 밸브

9www.nordsonefd.com/kr   korea@nordsonefd.com   +82-31-736-8321   Nordson EFD 디스펜싱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판매되며 서비스 됩니다.

밸브	분해	및	재조립	절차밸브	분해	및	재조립	절차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	교체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	교체

1. 솔레노이드 전선 및 공기 호스 주위의 나선형 랩(사용된 경우)을 
제거합니다. 1

2. 공기 라인을 밸브에서 분리합니다.

3.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에서 케이블 커넥터를 빼냅니다.

4. 제거를 위해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에 렌치 플랫을 맞물리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헐거워졌을 때,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를 천천히 위로 당겨 떼어냅니다. 

5. 새 총탄형(銃彈形) 밸브의 O링에 PTFE 그리스로 얇은 피막을 입힙니다.

주의
솔레이드를 작동 챔버에 너무 급하게 끼워 설치할 경우, O링의 손상/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기 누출 및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의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 교체품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고정시킵니다.

7.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 케이블과 공기 라인을 다시 연결합니다.

8. 공기 압력 스위치를 켭니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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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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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	부품교체용	부품

스트로크 제어 
조립체

7028724

피스톤 조립체
7028726

U컵 실
부나 엔(Buna N)

7028737

유체 실 PTFE
7028727

유체 보디 SS
7028729

챔버 시트 
플레이트
7028728

노즐, 0.004"  7028731 
노즐, 0.005"  7028732 
노즐, 0.006"  7028733 
노즐, 0.007"  7028734

유체 흡입 피팅(
이음매)
7020671

유체 보디 O링
부나 엔(Buna N)
7028738

볼트, M2 8X
7028736

노즐 고정 너트
7028730

공기 흡입 피팅(이음매)
7361412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
24V, 4 W, 3핀
7361123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
24V, 24 W, 3핀
7361121

참고: 백팩(BackPack) 
밸브 구동을 위해 Bullet 
타입 솔레노이드 케이블의 
청색 및 갈색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와이어(전선)
에는 극성 구분이 없습니다.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 케이블,
3핀, M8
73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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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해결	방법	안내고장	해결	방법	안내

고장고장 해결	방법해결	방법

유체의 유동이 
없음

밸브 구동 공기압이 너무 낮은 경우, 밸브가 
개방되지 않습니다. 공기압을 최소 4.8 바 (70 psi)로 
증가시킵니다

저장 용기의 공기 압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기 내 압력을 높입니다.

밸브 스트로크 조절 장치가 닫혀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조절 장치를 엽니다.

이물질로 인해 유체 보디나 배출구 노즐 구멍이 
막혀있을 수 있습니다. 밸브/노즐판을 청소하십시오.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로부터 연결된 케이블 
와이어가 헐거워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검사합니다.

총탄형(銃彈形) 솔레노이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솔레노이드를 교체합니다.

유체가 똑똑 
떨어짐

니들과 시트가 마모되거나 바늘을 잡고 있는 입자가 
시트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 유체가 똑똑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니들과 시트를 청소하고, 마모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 교체합니다.

드레인 구멍에서 
유체가 
새어나옵니다.

밸브 측면의 드레인 구멍에서의 유체 누설은 스프링 
작동 유체 실이 마모됨을 나타냅니다. 실을 교체합니다.

유체 분사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밸브를 제어하는, 그리고/또는 저장용기에 공급되는 
공기압이 변동을 거듭하거나 4.8 바 (70 psi)보다 
낮은 경우, 분사되는 유체의 양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기압이 일정한지 여부와 밸브 구동 압력이 
4.8 바 (70 psi)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밸브가 개방되는 시간은 일정하여야 합니다. 밸브 
컨트롤러가 일관된 출력을 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장을 해결할 수 없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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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슨EFD 1년 제한보증

권장 사항 및 지침에 따라 장비를 설치 및 작동하는 경우, 이 Nordson EFD 제품은 구매 
일로부터 1년 동안 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 합니다.(단, 오용, 마모, 부식, 
부주의, 사고, 잘못된 설치 또는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재료로 인한 손상은 제외).

Nordson EFD는 보증 기간 동안 결함이 있는 부품을 공장으로 반환하면 결함이 있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합니다. 밸브 다이어프램, 씰, 밸브 헤드, 니들 및 노즐과 같은 
일반적으로 마모되고 일상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부품은 예외 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보증에서 비롯되는 EFD의 어떤 책임액이나 채무액도 장비의 구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사용 전에 사용자는 본래 용도에 따른 제품의 적부를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는 무엇이든 
간에 그와 관련하여 모든 위험과 책임을 감수합니다. EFD는 특정 목적에의 상품 적합성이나 
합목적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EFD는 부수적 손해나 결과적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보증은 유분이 없고 깨끗하고 건조하며 여과된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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