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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에서 전력, 신호 및 데이터의 전기적 연결, 

전송 및 변환을 담당하는 전문업체인 바이드뮬러(www. 

weidmueller.com)가 배선 채널(Wiring Channels)을 공

급한다.

바이드뮬러 배선 채널(Wiring Channels)은 일관된 품

질의 비틀림 없는 견고한 배선 채널로, 사전 설치된 도체

를 고정하기 위한 실용적인 와이어 고정 러그, DIN EN 

50085-2-3 규격에 따른 정밀한 규격의 기본 천공, 손

쉬운 스냅인 및 안전한 뚜껑 장착을 위한 영리한 잠금 

메커니즘이 장점이다.

“모든 것을 단일 소스에서 제공한다”는 컨셉에 따라, 

바이드뮬러는 포괄적인 제어 캐비닛 인프라 제품군을 

제공할 뿐 아니라, 비틀림 없는 안정적인 배선 채널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바이드뮬러 단자대는 슬림한 설계 및 혁신적인 연결 

바이드뮬러 배선 채널

바이드뮬러코리아㈜

그림 1. 바이드뮬러 배선 채널 : 바이드뮬러는 완벽한 제어 캐비닛 배선을 위해 코너뿐 아니라 
미터법 배선 채널 및 DIN 규격에 따른 채널로 구성된 포괄적 제품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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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덕분에, 제어 캐비닛 내부 공간을 마지막 밀리미

터까지 알뜰하게 사용한다. 이에 따라 배선도 광범위하

게 설치할 수 있다. 바이드뮬러는 배선 채널을 프로그램

에 포함시켜 손쉽고 안전하고 명확한 라우팅을 가능하

게 한다. 정렬된 보호형 케이블 채널 제작으로 안전한 

작동뿐 아니라 신속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바

이드뮬러의 배선 채널은 사용이 쉽다. 이의 매끈하고 거

친 부분이 없는 모서리의 고품질 소재로 인해 케이블 외

부 피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설치하는 동안 손과 손가

락에 심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브릿지 및 벽면 세그먼트에서 간단한 사전 설정된 

중단 포인트를 사용하여 몇 번이든 제한 없이 더 많은 

채널 및 배선을 추가 또는 전환할 수 있다. 

바이드뮬러 배선 채널은 미터법 또는 DIN, 표준 PVC 

또는 최대 120°C의 작동 온도를 위한 기술 고성능 PPE 

혼합 플라스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에서 인상적이다. 

사전 장착된 도체의 고정을 위한 실용적 와이어 고정 러

그는 설치 중에 개별 코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수직 연장선조차도 안전하게 부착되어 유지된다. 이로

써 귀중한 근무 시간을 절약하고,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DIN EN 50085-2-3규격에 따른 정확한 치수

의 기본 천공으로 정밀한 설치가 손쉽다. 영리한 잠금 

장치로 쉽게 스냅인이 가능하며, 뚜껑을 안전하게 고정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원하는 대로 구비할 수 있다. 길이가 

2000mm인 표준 채널 외에도, 다양한 프로파일(미터법 

및 DIN)에서 슬릿 폭 4mm / 핑거 폭 6mm 및 슬릿 폭 

8mm / 핑거 폭 12mm 및 슬릿 폭 5mm / 핑거 폭 7.5mm의 

조합과 같은 다수의 다양한 변형 제품이 출시된다. 스펙

트럼 범위는 높이 25mm, 폭 25mm에서 높이 150mm, 폭 

100mm이다. 무 할로겐 소재로 만든 변형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온도 범위에서의 사용은 버전에 따라 

그림 2. 바이드뮬러 배선 채널 : 두 가지 기본 버전 – 미터법 및 DIN - 으로 출시. 
2가지 모두 슬롯 또는 손가락 폭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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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인화성 등급 V-0(UL94) : PC 버전 -25℃~ 

105℃, PPE 버전 -25℃~120℃, 인화성 등급 V-2(UL 

94) : PVC 버전 -5℃~60℃, 기본 또는 코너 채널이 구

비된 특별 버전도 있다. 두 가지 모두 다양한 프로파일 치

수규격뿐 아니라 다양한 슬릿 및 핑거 폭으로 출시된다.

직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유연한 500mm 

길이의 채널에 의지하여 케이블을 반경 방향으로 안전하

게 라우팅을 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12.5mm에서 40 

mm 측면 길이의 사각 프로파일에서 5mm의 슬롯 폭과 

7.5mm의 손가락 폭으로 출시된다. 따라서, 어려운 경우

에도 개별 와이어로 명확하고 안정적인 배선을 구현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분리형 뚜껑, 홀더 및 분리기와 같은 

액세서리를 다양한 버전으로 구비하여 완성된다. 마지

막으로, 6m~50m 길이의 나선형 또는 패브릭 버전의 

케이블 보호 도관도 출시되었다. 물론, 안정적이고 손

쉬운 사용을 가능하도록 도관이 계속 개방되어 있도록 

하는 도구도 출시되었다. 이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손

가락 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정교한 제품군을 

통해 바이드뮬러는 단자에서뿐 아니라, 단자 사이에서

도 완벽한 배선을 제공한다.

문의 : (02)516-0003

그림 3. 바이드뮬러 케이블 보호 도관 : 나선형 및 그물망 도관은 스위치 및 
제어 캐비닛의 공간 절약형 케이블 라우팅 구성에 특히 적합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