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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께서는 유체 디스펜싱 분야의 세계적 선도업체인 EFD가 공급하는 신뢰성 높은 고품질 의 카트리지 
주입 시스템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산업용 카트리지 주입 용도 로 설계되었으므로 수년 
동안 고장 없이 생산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사용자 설명서는 이 새로운 시스템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도록 여러분을 지원해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제어 방법과 기능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권장하는 시험 절차를 따르십시오. 50
년 이상 축적한 산업 디스펜싱 경험에 기초하여당사가 설명서에 포함한 유용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은 대부분 이 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EFD 
또는 공인 EFD 유통업체에 언제든 문의해주십시오. 자세한 연락처 정보는 이 문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Nordson EFD의 약속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디스펜싱 장비를 구매하셨습니다.

Nordson EFD 임직원 일동은 여러분의 사업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의 장비나 Nordson EFD 제품 애플리케이션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원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800.556.3484(미국), 401.431.7000(국제)이나 Tara.Tereso@nordsonefd.com 으로 연락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족하도록 어떤 문제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Nordson EFD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ra Tereso, 부사장
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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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카트리지 주입 시스템(Cartridge Filling System)은 카트리지를 자동으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 게 
충전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설치와 유지관리 및 청소 작업이 쉽습니다. 이시 스템은 하단의 나사식 
구멍을 통하여 카트리지를 채웁니다. 하단을 통하여 카트리지를 채우면 제품의 기포가 감소하고, 제품의 
품질과 디스펜스 성능 및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시스템 작동 방법
카트리지 주입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정밀 계량 장치입니다. 주입 과정에서 공압식 실린 더가 카트리지에 
있는 피스톤의 이동에 따라 움직입니다. 비어 있거나 가득찬 카트리지 의 피스톤 위치와 연계되도록 
설정된 자기 스위치가 실린더를 추적합니다. 또한 이 기계 에는 감지 회로를 우회함으로써 사용자가 주입 
과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수동 모드 도 있습니다. 수동 모드는 사용자가 특별한 크기의 카트리지 
용도로 기계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일단 설정되면 기계가 자동 모드로 전환되어 미리 설정된 제품 
양으로 카트 리지를 정확하고 일정하게 충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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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슨 EFD 제품 안전 설명서

이 안전 메시지는 경고 수준의 위해성을 나타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경고

이 안전 메시지는 주의 수준의 위해성을 나타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또는 보통 수준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주의

사용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이 장비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작업과 장비에 관련된 경고, 주의 및 지침 사항은 장비 문서 내 해당 위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서와 다른 모든 장비 관련 문서는 장비를 작동하거나 정비하는 인원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최대 공기압력
제품 설명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최대 공기 입력 압력은 7.0 bar (100 psi) 입니다.과도한 
공기압으로 장비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공기 입력 압력 0 ~ 7.0 bar (0 ~ 100 psi)은 외부 공기 압력 
조절기를 통해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배출 압력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에 압력을 가하거나 조정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유압 및 공기압을 
해제하십시오.

화상
표면이 뜨겁습니다!! 밸브 부품의 뜨거운 금속 표면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뜨거운 장비 주변에서 작업할 때 방열복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뜨거운 금속 표면과의 
접촉을 피하지 못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감전
감전의 위험 덮개를 분리하기 전에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또한 전기 장비를 수리하기 전에 로크 아웃
(lock out)과 태그 스위치를 분리하십시오. 경미한 감전이라도 발생한 경우, 즉시 모든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문제가 확인되고 해결될 때까지 장비를 다시 켜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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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슨 EFD 제품 안전 설명서(계속)

할로겐화 탄화수소 용제 위험
알루미늄 부품이 포함된 가압 시스템에서 할로겐화 탄화수소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용제는 압력이 
가해지면 알루미늄과 반응하여 폭발하고, 부상이나 사망, 재산상의 손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로겐화 탄화수소 
용제에는 다음 요소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소 기호 접두사 
불소 F  “플루오르“ 
염소 Cl  “클로로“ 
브롬 Br  “브로모” 
요오드 I  “요오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재료 SDS를 확인하거나 재료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할로겐화 탄화수소 용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 EFD 판매자에게 호환되는 EFD 구성 요소를 문의하십시오.

고압 유체
고압 유체는 안전하게 담겨 있지 않을 경우 극도로 위험합니다. 고압 장비를 조정하거나 정비하기 전에는 항상 
유압을 해제하십시오. 고압 유체가 분사되면 칼날처럼 자르고 신체적 상해나 절단,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체가 
피부에 침투하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고경고
경고: 고압 유체에 의한 부상은 어떤 것이든 심각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거나 부상 위험이 의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 즉시 응급실에 갑니다.
• 의사에게 주입 부상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 의사에게 다음 노트를 보여줍니다.
• 의사에게 어떤 종류의 재료를 도포하고 있었는지 말합니다.

의학적 경고-무기 분사 부상: 의사에게 보내는 노트
피부 주입은 심각한 외상입니다. 가능한 빨리 부상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성을 조사하려고 치료를 늦추지 
마십시오. 독성은 외부 코팅이 혈류에 직접 주입되었을 때 영향을 미칩니다.

공인 인력
장비 소유자는 공인 인력이 EFD 장비를 설치, 작동, 정비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 인력은 할당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훈련 받은 직원이나 도급업자입니다. 이들은 모든 관련 안전 규칙과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할당된 작업을 할 신체적 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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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슨 EFD 제품 안전 설명서(계속)

사용 목적
장비와 함께 공급된 문서에서 설명한 방법 이외의 목적으로 EFD 장비를 사용할 경우, 신체 부상이나 재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한 장비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적합한 재료 사용
• 승인되지 않은 제품 변경
• 안전 덮개 또는 안전 연동장치의 제거 혹은 바이패스
• 부적합하거나 손상된 부품 사용
• 비 승인 보조 장비 사용
• 최대 정격을 초과한 장비 작동
• 폭발 환경에서의 장비 작동

규정 및 승인
모든 장비가 장비를 사용할 환경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장비 설치, 사용 및 서비스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드슨 EFD 장비에 대해 취득한 승인 사항은 무효화됩니다. 만약 제어장치를 노드슨 
EFD에서 명시한 방식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에는 장비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장치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개인 안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닐 경우, 장비를 작동하거나 정비하지 마십시오.

• 안전 덮개, 도어 또는 커버가 손상되어 있고, 자동 연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장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모든 안전 장치를 바이패스 또는 해제하지 마십시오

• 움직이는 장비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움직이는 장비를 조정하거나 정비하기 전에 전원을 먼저 차단하고 
장비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장비가 예기치 않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전원을 차단한 후 장비를 
고정합니다.

• 분사 지역과 기타 작업 구역이 적절히 환기가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린지 배럴을 사용할 때는 항상 디스펜싱 팁의 끝을 작업물 쪽으로 향하게하고 몸이나 얼굴에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팁을 아래로 향하게하여 시린지 배럴을 보관하십시오.

• 사용 된 모든 재료에 대한 안전 데이터 시트 (SDS)를 구하여 읽으십시오.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물질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대한 지침과 권장하는 개인 보호 장구를 사용하십시오.

• 작업장에서 종종 완전히 처리 될 수없는 불확실한 위험성을 인지하십시오.뜨거운 표면, 날카로운 모서리, 통전 
된 전기 회로 및 폐쇄 할 수 없거나 실용적인 이유로 방치 된 구동품 같은 것입니다.

• 비상 정지 버튼, 차단 밸브 및 소화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아두십시오.

• 진공 배출 소음에 장시간 노출 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청력 손실을 막기 위해 청력 보호 장치를 착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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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슨 EFD 제품 안전 설명서(계속)

화재 안전
화재나 폭발을 피하려면 다음 지시를 따르십시오.

• 정전기 불꽃이나 아크가 눈에 띄면 모든 장비를 즉시 중지하십시오. 원인을 파악하고 정정하기 전까지는 장비를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용접, 분쇄 작업을 하거나, 옥외 불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온도 이상으로 재료를 가열하지 마십시오. 열 모니터링 및 제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적절히 환기하여 휘발성 입자나 증기가 위험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환기하십시오. 지침은 현지 규정이나 
SDS를 참조하십시오.

• 가연성 물질로 작업할 때는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불꽃이 튀지 않게 하려면 분리 
스위치의 전원을 먼저 차단하십시오.

• 비상 정비 버튼, 차단 밸브,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예방적 유지 관리
이 제품을 고장 없이 계속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방적 유지 관리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절한 피팅을 위해 튜브에서 피팅까지의 연결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필요에 따라 고정합니다.

• 튜브에 틈이나 오염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필요에 따라 튜브를 교체합니다.

• 배선 연결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모두 점검합니다. 필요에 따라 조입니다.

• 청소: 전면 패널을 청소해야 할 경우, 깨끗하고 부드러운 젖은 천에 순한 세정제를 묻혀서 사용합니다. 강한 용액
(MEK, 아세톤, tHF 등)은 전면 패널 재료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유지: 장치에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만 급기하십시오. 장비는 다른 정기 유지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시험: 이 설명서의 적절한 섹션을 참고하여 기능 동작과 장비 성능을 검증하십시오. Nordson EFD에 결함이 
있거나 고장 난 장치를 반환하고 교체하십시오.

• 원래 장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교체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Nordson EFD 판매자에게 정보를 문의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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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슨 EFD 제품 안전 설명서(계속)

중요 일회용 부품 안전 정보
시린지 배럴, 카트리지, 팁 뚜껑, 끝단 캡, 도포 팁을 포함한 모든 Nordson EFD 일회용 부품은 일회 사용에 맞게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부품을 청소하고 다시 사용하면 디스펜싱의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고 신체적 상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디스펜싱 적용 용도에 적합한 적절한 보호 장비와 의복을 착용하고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38 °C(100 °F) 이상으로 주입기 외통이나 카트리지를 가열하지 마십시오.

• 일회 사용 후 현지 규정에 따라 부품을 폐기하십시오.

• 강한 용액(MEK, 아세톤, THF 등)으로 부품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 카트리지 고정 시스템과 외통 로드 장치는 순한 세정제로만 청소하십시오.

• 유체가 낭비되지 않도록 Nordson EFD SmoothFlow™ 피스톤을 사용하십시오.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
I시스템이나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시스템을 즉시 정지하고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1. 시스템 전원을 분리하고 차단합니다. 수압 및 공압 차단 밸브를 사용할 경우, 밸브를 닫고 압력을 방출합니다.

2. Nordson EFD 공압식 디스펜서의 경우, 시린지 배럴을 어댑터 조립부에서 분리하십시오. Nordson EFD 전기식 
디스펜서의 경우, 배럴 고정 장치를 천천히 풀고 구동기에서 배럴을 분리하십시오.

3. 시스템을 재 시작하기 전에 오작동의 원인을 밝히고 수정합니다.

폐기
현지 규정에 따라 작업과 정비에 사용한 장비와 물질을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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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별 안전 정보

기울이거나 떨어뜨리면 위험
카트리지 주입 시스템은 반드시 견고하고 평평한 곳에 위치시키고, 모든 튜브는 기계 에 부착된 모든 이동 구성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를 유지하십시 오. 기계를 이동할 때 튜브를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기계를 
기울이거나 측면으로 지지 하면 불안정하게 되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품이 손상되거나 마모되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환하기 전에 EFD가 공급 한 공인 부품으로 그것을 
교체해야 합니다.

튜브의 안전
튜브에 압력을 가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모, 손상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 하여 흠이 있는 튜브는 누수가 
발생하여 고압 시에 물질을 분사할 수 있습니다. 이분 사물이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신체적 부상 
및 화재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있으면 EFD가 공급한 공인 튜브로 즉시 교체하십 시오. 
손상된 튜브를 수리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 시스템의 모든 튜브 연결부가 적절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용할 재료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Hand Crush 
Hazard.

CAUTIONCAUTION

Disconnect electrical 
power before 
servicing unit.

WARNING

노드슨 EFD 제품 안전 설명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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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
참고: 사양 및 기술적 세부사항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tlas 카트리지 충전 시스템

항목 규격

전체 치수 52.3W x 71.1H x 22.9D cm (20.59W x 27.99H x 9.02D")

최대 확장 타워 높이 100.0 cm (39.38")

무게 9.1 kg (20.0 lb)

입력 AC (전원 측) 범용 다중 전압, 100–240 VAC, 50/60Hz

기계 전력 요구사항 24 VDC, 0.5 amp - 최대

CB 전기 퓨즈 250 볼트, 1 Amp, 지연형, 3AG 카트리지 퓨즈

최대 입력 외부 압축공기의 압력 8.3 bar (120 psi)

주변 작동 조건
온도: 5°C ~ 45°C (41°F ~ 113°F)
습도: 최대 85% RH, 30°C 비응축
해발고도: 최대 2000 m (6,562 피트)

승인 CE, WEEE, 중국 RoHS

카트리지 주입기

항목 규격

바닥판 양극산화 알루미늄

컨트롤러 함체 303 스텐레스 강

밸브 마운트 양극산화 알루미늄

밸브 구성품

항목 규격

공기 실린더 본체 303 스텐레스 강

액체 본체 및 캡 303 스텐레스 강

피스톤 경질 코팅 알루미늄

스풀 경질 크롬 도금 강화 스텐레스,

스풀 씰 폴리에스테르 엘라스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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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 (계속)

개봉 과 확인
배송용 포장 박스를 열고 아래의 내용물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 카트리지 주입 기계 1 개

• 툴 키트 1개

• 부속품 키트 1개

• 탁상 전원공급 장치 1 개 (AC 코드 포함)

• 빠른 시작 안내서 1 부

1. 카트리지 주입 시스템을 견고하고 평평한 표면 위에 놓습니다. 기계는 바닥판의10 mm (0.394”) 구멍을 통하여 
볼트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2. 선적 이후의 일반적 기계 상태를 점검하고, 배관과 연결부의 결합 상태를 점검하여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컨트롤러 뒤에 있는 단말 단자의 배선이 느슨한 지 확인하고 필요 시 조이십시오.

RoHS标准相关声明 标准相关声明 (중국 RoHS 유해 물질 선언문)

产品名称
품명

有害物质及元素
독성 또는 유해물질 및 원소

铅
납

(Pb)

汞
수은

(Hg)

镉
카드뮴

(Cd)

六价铬
육가 크로뮴

(Cr6)

多溴联苯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多溴联苯醚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

外部接口
외부 전기 연결 
장치

X 0 0 0 0 0

O:   表示该产品所含有的危险成分或有害物质含量依照EIP-A, EIP-B, EIP-C  
的标准低于SJ/T11363-2006 限定要求。 
 이 부품의 모든 균질 재질에 함유된 독성 또는 유해물질의 함량은 EIP-A, EIP-B, EIP-C에 따라 SJ/T11363-2006의 허용 기준 
이하임을 표시합니다.

X:  表示该产品所含有的危险成分或有害物质含量依照EIP-A, EIP-B, EIP-C  
的标准高于SJ/T11363-2006 限定要求. 
 이 부품의 모든 균질 재질에 함유된 독성 또는 유해물질의 함량은 EIP-A, EIP-B, EIP-C에 따라 SJ/T11363-2006의 허용 기준 
이상임을 표시합니다.

WEEE 지침
 

이 장비는 WEEE 지침(2002/96/EC)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규제합니다. 이 장비를 적절히 폐기하기 위한 
정보는 www.nordsonefd.com/WEEE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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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기능

컨트롤러 전면 패널

a 준비 (READY) 주입할 카트리지를 놓으면 점등됩니다.

b 시작 (START) 자동 모드에서 ‘시작’을 누르면 주입이 시작되고, 수동 모드에서는 버튼을 아래로 
누르고 있는 동안 밸브가 열립니다.

c 주입 (FILLING) 밸브가 활성화되면 점등됩니다.

d
상단 스위치 (TOP 
SWITCH)

공기 실린더 피스톤이 상부 스위치(Upper Switch)에 맞춰지면 점등됩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카트리지가 완전히 주입되어 주입 과정이 종료됨을 나타냅니다.

e
자동/수동 (AUTO/
MANUAL) 스위치가 아래로 향하면 자동 모드이고, 위로 향하면 수동 모드입니다.

f
피스톤 없음 (NO 
PISTON)

카트리지에 피스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이 감지될 때 점등됩니다. 피스톤 이 설치된 
카트리지로 교체되면 재설정 됩니다.

g 전원 (POWER) 기계 사용을 위해 전원을 켜면 점등됩니다.

h
전원 켜기/끄기-
설정 (POWER ON/
OFF-SETUP)

3개의 위치로 구성된 스위치. 상향 위치는 전원 켜짐, 중간 위치는 전원 꺼짐을 
나타내고, 하향 위치는 기계 설정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i
피스톤 감지 
(PISTON DETECT) 공기 실린더 피스톤이 피스톤 감지 스위치와 일치하면 점등됩니다.

j
카트리지 
장착 (LOAD 
CARTRIDGE)

‘카트리지 감지’ 스위치가 기계에 카트리지가 장착되어 있지 않음을 감 지할 때 
점등됩니다.

k
비상 정지 - 비상 
정지(EMERGENCY 
STOP)

스위치를 누르면 기계가 최저 에너지 상태로 설정됩니다. 즉모 든 전력을 끄고 모든 
공기 압력을 해제합니다. 재설정하려면 비상 정지(E-Stop) 스위치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십시오.

l
비상 정지 활성 
(E-STOP ACTIVE)

비상 정지 스위치를 활성화하면 점등되고, 기계의 입력과 출력이 금지되 었음을 
나타냅니다.

k

j

i

h

b

c

d

e

al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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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후면 패널 
a. 입출력 단자 — 컨트롤러에서 기계의 나머 지 부분으로 

주고 받는 전기 신호용 스크 류 단자. 명확히 보이기 
위해 와이어는 생 락하였음.

b. CB 전기 퓨즈 — 250 볼트, 지연형, 1 Amp, 3 AG 유리 
카 트리지 퓨즈

c. 전원 입력 잭 — 24 VDC 전원 입력을 위한 스 크류 잠금 
잭. Switchcraft S760K 플러그나 동등품과 결합됨.

후면 패널 단자
1. 카트리지 감지 스위치 +24 VDC 출력.

2. ‘카트리지 없음’ 신호 입력

3. ‘카트리지 감지됨’ 신호 입력

4. ‘피스톤 감지’ 신호 입력

5. 자기 스위치 +24 VDC 출력

6. ‘피스톤 없음’ 신호 입력

7. ‘상단 스위치’ 신호 입력

8. ‘마스터 솔레노이드 온’ 신호 출력

9. ‘실린더 다운’ 명령 신호 출력

10. ‘주입’ 명령 (디스펜스 밸브 열기) 출력

11. ‘실린더 업’ 명령 출력

12. 센서 및 솔레노이드 DC 접지 출력

a

b
c

작동 기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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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7.0 bar
(10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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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공급원에서 입력 공기를 분리하거나 끄고, 전기도 끈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 두 개의 실린더 장착 나사를 풀고, 실린더 장착 블록이 
돌출부 상단과 수평이 되 도록 실린더 조립체의 높이를 
조정하십시오. 장착 나사를 조이십시오.

특별 크기의 카트리지에 맞게 기계를 설정하는 절차

1. 그림1과 같이 피스톤이 장착된 빈 카트리지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2. 자동/수동 스위치를 수동 위치(위 방향)에 놓습니다.

3. 기계에 피스톤이 없는 상태에서 카트리지를 설치합니다.

4.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5. ‘피스톤 없음’ LED가 점등될 때까지 실린더 로드를 
손으로 확장시킵니다.

‘피스톤 없음’ LED가 점등되 면 중지합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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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개의 실린더 플레이트 장착 나사를 풀고, 실린더 로드 팁이 카트리지의 하 단에 닿을 때까지 실린더 
조립체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그림2와 같이, 조립체 가 제 위치에 오면 실린더 플레이트 장착 나사를 조입니다.

설정 (계속)

7. 전원 스위치를 끄기 (OFF) 위치에 놓습니다.

8. 손으로 실린더를 단축시킵니다. 피스톤이 카트리지 하단에 위치하는지 확인합 니다.

9. 전원 스위치를 ‘설정’(SETUP) 위치에 놓습니다.

10. 그림3과 같이, 실린더 로드가 피스톤 내부의 보스에 닿을 때까지 피스톤을 손 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림 2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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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림4와 같이, 피스톤 감지 스위치의 멈춤 나사 (set screw)
를 풀고, ‘피스톤 감지’(Piston Detected) LED가 점등될 때까지 
수직으로 조정 합니다.LED가 점등되는 수직경로의 범위를 기 
재합니다. 그리고, 대략 그 중간점에 스위치를 조정합니다. 
나사를 조이고 난 후, LED가 점등 하는 지 확인합니다.

설정 (계속)

그림 4

상단 감지 한 계점

중간영역

하단 감지 한 계점

스위치
영역

고정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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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계속)

12. 실린더를 손으로 단축시킵니다. ‘피스톤 감지’ LED가 꺼집니다.

13. 전원 스위치를 끄기 (OFF) 위치에 놓습니다.

14. 카트리지 주입기를 외부압축 공기 공급기에 연결시킵니다.

15. 전원 스위치를 켜기 (ON) 위치에 놓습니다.

16. 공기 압력 조절기를 0.34 ~ .55 bar (5 ~ 8 psi) 로 설정합니다.

17. 그림5와 같이, 수동 모드에서 카트리지를 원하는 수준으로 채웁 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카트리 지 주입 시스템이 
디스펜스를 수행합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기 계가 피스톤 점검을 위해 
실린더를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주기 적으로 중단하여 원하는 무게에 
도달할 때까지 카트리지의 무 게를 측정하십시오.

참고: 피스톤이 카트리지 상단에 ½ 인치보다 가까워지도록 구동하 는 
지점까지 카트리지 피스톤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12.7 mm (0.500")

최소

그림 6

그림 5

b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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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계속)

18. 전원을 끄고 외부압축 공기 공급을 분리합니다.

19. 전원 스위치를 ‘설정’(SETUP) 위치에 놓습니다.

20. 그림7와 같이, 실린더를 가득 찬 카트리지의 피스톤에 닿을 때까지 손으로 확장합 니다.

21. 상단 스위치(Top Switch) LED가 점등될 때까지 상부 자기 스위치를 조정합니다.

22. 실린더를 손으로 단축시킵니다. 그러면 상부 스위치(Upper Switch) LED가 꺼집니다.

23. 전원을 끕니다.

24. 자동/수동 스위치를 자동 위치(아래 방향)에 놓습니다.

25. 전원을 켭니다.

26. 이제 카트리지 주입 시스템이 자동 모드로 주입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그림 7

운영 힌트
• 누출 방지를 위해 손으로 카트리지를 엘보 조임쇠에 단단히 조이십시오.

• 균일하게 주입하기 위해 모든 카트리지는 동일한 회전 수로 엘보에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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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유지보수
이 제품을 계속해서 문제 없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EFD는 아래와 같은 예방적 유지보수 점검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 시스템 구성품에 대한 정비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카트리지 주입 시스템을 끄십시오

• 이음 연결부에 튜브가 잘 결합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조이십시 오.

• 튜브에 균열이나 오염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교체하십시오.

• 모든 와이어 연결부에 헐거운 데가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조이십시오.

• 디스펜스 밸브의 출력 엘보 이음쇠가 공기 실린더 로드 아래에서 수직으로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밸브 마운트의 볼트를 풀고 이음쇠의 중심을 맞추십시오.

일반 청소
청소 – 알코올 또는 솔벤트계 세제 또는 마모제가 포함된 세제의 사용을 피하십시오.

밸브 청소
밸브 분해 및 재조립 절차는 ‘EFD 736HPA-NV 시리즈 밸브 유지보수’ 부문을 참조하십시오. 이 안내서는 EFD의 
웹사이트 www.nordsonefd.com/kr 에 있습니다.

피스톤이 설치된 카트리지

피스톤이 설치된 투명 카트리지

품 크기 수량/박스

7012395 2.5 fl oz (75 mL) 250

7012404 6 fl oz (180 mL) 250

7012413 12 fl oz (360 mL) 250

7012418 20 fl oz (600 mL) 100

7014096 32 fl oz (960 mL) 100

피스톤이 설치된 황색 카트리지

품 크기 수량/박스

7012396 2.5 fl oz (75 mL) 250

7012405 6 fl oz (180 mL) 250

7012414 12 fl oz (360 mL) 250

7012738 20 fl oz (600 mL) 100

7014097 32 fl oz (960 mL) 100

피스톤이 설치된 흑색 카트리지

품 크기 수량/박스

7012397 2.5 fl oz (75 mL) 250

7012406 6 fl oz (180 mL) 250

7012415 12 fl oz (360 mL) 250

7013880 20 fl oz (600 mL) 100

7014099 32 fl oz (960 mL) 100

카트리지의 최적 시스템 구성품

피스톤이 설치된 카트리지

피스톤이 설치된 녹색 카트리지

품 크기 수량/박스

7014169 2.5 fl oz (75 mL) 250

7014172 6 fl oz (180 mL) 250

7014175 12 fl oz (360 mL) 250

7014178 20 fl oz (600 mL) 100

피스톤

카트리지

http://www.nordsonefd.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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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품 설명

7014123 Atlas 카트리지 충전 시스템

交換用部品
항목 품 설명

(표시되지 않은 품목) 7022019 전원장치, 40 W

1 7013449 736HPA-NV 밸브

2 7015448 키트 – 공기 실린더 조립체, 스위치 포함

3 7014872 키트 – 유럽 입력 전력 코드

2

1

3



Atlas 카트리지 충전 시스템

23www.nordsonefd.com/kr   korea@nordsonefd.com   +82-31-736-8321   Nordson EFD 디스펜싱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판매되며 서비스 됩니다.

고장 해결 방법
문제점 예상 원인 및 해결책

전기가 들어오지 않음 • 외부 전원이 AC 전원장치에 연결되지 않았거 나 기계에 연결되지 
않음

• 전원 스위치가 OFF 또는 SETUP에 맞춰져 있음

• 비상정지 (E-stop) 스위치가 설정되어 있음

공기 압력 게이지가 0을 가리킴 • 외부압축 공기가 연결되지 않음

• 전원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지 않음

• 비상정지 (E-stop) 스위치가 설정되어 있음

• 공기 압력 조절기가 0으로 설정되어 있음

공기실린더가 확장된 후, 기계가 정지함 • 카트리지를 엘보 이음쇠에 충분히 조이지 않 음

• 컨트롤러 단자에 헐거운 와이어가 있는지 점 검

자동 모드에서 카트리지가 원하는 수준 이 
상으로 채워짐

• 상부 스위치(Upper Switch) 위치가 정확하지 않 음

• 컨트롤러 단자에 헐거운 와이어가 있는지 점 검



Nordson EFD 제품은 40개국 이상에서 판매,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EFD에 문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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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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