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드뮬러코리아㈜   바이드뮬러(www.

weid mueller.com)가 파워서플라이 3종 라

인업을 완성했다.

정확히 맞춤 설계된 전력공급 콘셉트는 모

든 배전 캐비닛의 핵심으로, 기계설비 및 플랜

트 엔지니어링, 발전시설은 물론, 폭발위험과 

성능 고도화를 수반한 화학, 제약 및 공정산

업부문 등의 제반 전력공급에서 필수적인 구

성요소에 해당한다. 전력공급 콘셉트의 품질은 연

결 컴포넌트들의 안정적인 기능상태는 물론, 궁극적

으로 무고장 운전 및 고도의 시설 가용성을 결정한

다. 바이드뮬러가 내놓은 전력공급 콘셉트는 - 

PROeco, PROmax 및 PRO-H 등 - 스위치 모드 

전원공급장치 제품군을 비롯해, 무정전 전원공급장

치, Dc/Dc 컨버터, 전기 퓨즈장치 및 확장 모듈 등

을 포함한다. 

PROmax 제품군은 정교한 기계장비 및 시설 엔

지니어링 부문의 힘든 도전과제에 대응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경제적인 소형 PROeco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 시리즈는 일체의 기본 기능을 비롯해 경제

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전원공급장치를 제공한다. 공

정산업이나 발전시설 등 보다 많은 부하가 요구되는 

부문에는 특히 고도의 신뢰성을 대표하는 PRO-H 

제품군이 출시되어, 최대 180만 시간에 이르는 평균 

무고장 시간(MTBF)의 성능을 제공한다. 모듈형 구

조 덕분에, 본 전력공급 콘셉트는 - 해당 응용부문

에서 디테일한 최종단계까지 - 다양한 수준의 신뢰

성을 포괄하는 파워서플라이 솔루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PROeco - 이코노믹 옵션

PROeco 스위치 모드 전원공급장치 제품군은 필

드 캐비닛, 플랫형 배전함 또는 소형 시리즈 기계설

비 등의 용도에 최우선으로 선택된다. 콤팩트한 소

형 설계에 불과 100mm 깊이를 적용하여, 이들 제

품은 최소 규격 캐비닛에 안성맞춤이다. 본 제품군

파워서플라이 3종 라인업 완성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 범용성을 갖추고도, 고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설계 

-  스위치 모드 파워서플라이 3종 제품군 : PROeco - “이코노믹 옵션”,  

PROmax - “파워하우스”, PRO-H - “스페셜리스트” 

스위치 모드 파워서플라이 3종 제품군은 안정적 전력공급 
콘셉트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좌로부터) PROeco - 이코노믹 

옵션, PROmax - 파워하우스, PRO-H -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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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체의 기본 기능을 구비한 동시에 고도의 효율

성과 정비 편의성 측면에서 탁월하다. 온도 상승, 단

락 및 과부하 등에 대비한 보호 기능을 갖춘 덕분

에, 이들 제품은 거의 모든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

하다. 최고 93% 수준의 효율을 발휘하여, 본 제품

군은 동급 전원공급장치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

허하는 월등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발열 저감 기

능을 구현한 까닭에, 소형 캐비닛 내지 하우징에도 

제품 사용에 유리하다. 

PROmax - 파워하우스

PROmax 스위치 모드 전원공급장치 제품군은 고

도의 성능과 내구성을 겨냥해 설계된 것으로, 특히 

기계설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경량 공정 응용 및 

해양설비 엔지니어링 등 많은 부하가 걸리는 응용부

문에 매우 적합하다. 정격 감소는 60c에서 시작되

며, 최대 20% 수준의 연속 과부하도 최고 45c까지 

손쉽게 견딘다. 본 스위치 모드 전원공급장치 제품

군은 300% 수준의 단기 첨두부하 및 최저 -40c의 

초저온 기동 환경에서도 특히 역동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단상 장치 및 SEMI F47 시험용 최대 277 볼트

의 Ac 입력 전압범위 덕분에, PROmax 시리즈는 특

히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일단 측 

입력부에 클래스 III 과부하 보호등급이 적용되었다.

PRO-H - 스페셜리스트

PRO-H 제품군으로 출시된 스위치 모드 전원공

급장치들은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다. 이들 제품

은 발전시설은 물론 화학, 제약 및 공정산업 등 특

수 응용 분야에도 적합하다. 또한 ATEX 및 c1D2 

승인을 획득하여, 폭발 위험구역 및 고성능 범위에

도 적용 가능하다. 풍부한 예비전력, 폭넓은 온도범

위 및 최대 180만 시간에 이르는 평균 무고장시간

(MTBF)을 감안할 때, 이 스위치 모드 전원공급장

치 제품군은 기계설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공정

산업 및 에너지 기술 분야에 이상적이다. 또한 전력

망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충분한 주전원 정전 

지연시간으로 극복한다. PRO-H 제품군은 115V 

Ac / 230V Ac 조건에서 20ms 이상의 주전원 정전

지연 기능을 발휘한다.

주문형 파워서플라이 솔루션

바이드뮬러는 당사의 정밀한 맞춤 설계형 전원공

급장치 컴포넌트들로, 기계설비 및 플랜트의 신뢰성

을 보장하는 한편 값비싼 다운타임을 예방한다. 혁

신적인 파워서플라이 컴포넌트에는 스위치 모드 전

원공급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전기 퓨즈장치 

및 Dc/Dc 컨버터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확장 모듈

들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폭넓은 파워서플라

이 솔루션 제품군을 완성한다. 무정전 전원공급장

치 제품의 경우 바이드뮬러는 UPS 장치를 비롯, 

(ms 단위의) 수초에서 몇 시간에 이르는 연계 지연

시간을 고려한 버퍼 모듈 및 배터리를 제공한다. 한

편, 다이오드 및 이중화 모듈 제품군은 두 대의 파

워서플라이를 연결하여 전력 수요 상승에 대응하거

나 장치 고장을 보상하는 데 사용된다. 커패시터 모

듈은 모터 기동시 단기 전력수요 등에 대비한 예비

전력을 제공한다. 또한, 커패시터 모듈은 단락 발생 

시 선별적 차단기 시동에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한편, Dc/Dc 컨버터가 파워서플라이를 전

기적으로 절연하여, 전압 손실 내지 접지 루프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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