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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for the best solution
Passion for the best solution

가족 경영 기업인 PFLITSCH는 거의 100
년 동안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 전문 회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본 기업은 "Passion for the best solution"
이라는 새로운 모토로 글로벌 고객들의 신뢰
를 얻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솔루션, 혁
신성, 고객 지향성에 대한 열정은 휘케스바
겐 소재 가족 경영 기업의 성공 공식입니다.
세계적으로 "made in Germany" 품질의 전형
을 보여주는 케이블 글랜드와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은 당사의 자랑입니다. PFLITSCH제품에는 품질 약속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유
의 12개 홈이 있는 육각형 상표는 업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PFLITSCH는 명실상부한
국제 기술 선두주자입니다. 본 중기업은 혁신
적인 제품 솔루션과 더불어 CAD 설계부터
사전 조립형 부품 어셈블리에 이르는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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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PFLITSCH-회사부지
Fig. 1 – PFLITSCH pre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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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LITSCH, a family-owned and managed company, has been an innovative technology and
services expert for almost 100 years. Inspired
by the catchphrase “Passion for the best
solution”, the medium-sized future-oriented
company continues to impress its global customer base. A passion for individual solutions,
strength of innovation and customer-focus are
the formula for success of the family firm from
Hückeswagen.
The company is proud of its cable glands and
trunking, which epitomise the quality associated with “Made in Germany” all over the
world. PFLITSCH products carry a promise of
quality: the hexagonal trademark with its characteristic twelve grooves is very well known in
the industry. PFLITSCH has made a name for
itself as an international leader in this field of
technology. The medium-sized company offers innovative product solutions in combination with a range of services that extends from
CAD planning and design right up to ready-toinstall component assemblies.

고객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은 세계 어디에서
나 찾아볼 수 있으며, PFLITSCH는 각기 다
른 산업계의 요구 조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동저항부터, 내화학성, 탁월한 세척성까지.
PFLITSCH는 고객과 함께 적합한 솔루션을
완성해 나갑니다. 열정적으로.
목표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 산업
· 화학 산업/오일 및 가스
· 전기 산업
· 에너지
· 식품 산업/제약
· 기계 및 장치 산업/로봇 및 자동화
· 통신 산업.
PFLITSCH는 전 세계 판매 대리점 네트워
크를 통해 항상 고객 곁에 있습니다. 더불어
PFLITSCH는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함께 완
성하는 데 있어 파트너이자 전문가 역할을 수
행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와 요구 사항
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성 있는 솔루션으로 실
현됩니다.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PFLITSCH은 일
관된 고품질을 보장하며, 인증은 국내 및 국
제 유명 검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한, 자체 테스트 실험실에는 고객 맞춤형 테
스트까지 가능한 환경시험챔버, 인장 및 충
격, 압력 테스트 장치 등 광범위한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EMC 케이블 글랜드는
별도의 EMC 실험실에서 그 역량이 테스트
됩니다.
본 프로그램 개관에서는 PFLITSCH 케이블
글랜드 및 케이블 트렁킹을 개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Its customer-specific applications can be found
all around the globe. PFLITSCH knows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each different industry.
From resistance to vibration and chemicals
to good cleanability: PFLITSCH works with its
customers to arrive at a suitable solution. With
passion.
Target markets include:
· railway industry
· chemical industry/oil and gas
· electrical industry
· energy
· food industry/pharmacy
· machine and equipment/robotics and automation
· telecommunications.
Pflitsch remains close to its customers
through a worldwide network of sales partners. PFLITSCH works as a partner and an expert when developing individualised solutions
with its customers. In this way, ideas and requirements are logically and consistently realised as market-ready solutions.
Pflitsch guarantees a continuously high level
of quality through its rigorously applied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is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creditation and testing
institutes. The company’s in-house laboratory
has an extensive range of equipment, including climate chambers, tensile, impact and compressive testing machines and dust and watertightness testing chambers, which is also the
option for customer-specefic tests. EMC cable
glands are thoroughly put though their paces
in a separate EMC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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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ompanying summary of our product
range gives a concise overview of PFLITSCH cable glands and trunking.

사진 1 – PFLITSCH 사의 공장 부지
Fig. 1 – Factory premises of PFLITSCH
사진 2 – PFLITSCH-쇼트럭
Fig. 2 – The PFLITSCH show truck
사진 3 – SPS 2015 뉘른베르크 PFLITSCH 무역박람회 부스
Fig. 3 – PFLITSCH trade fair stand at the SPS 2015 in Nure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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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globe® – 극히 까다로운
요건에 맞는 표준보다 월등히
나은 품질
blueglobe® – Far better than
the standard for the most
exact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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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소
 수의 구성 부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 가
능

∙ Low number of parts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원
 형의 실링 인서트는 EN 62444, B등급의
높은 변형 방지를 보장

∙
Spherical sealing insert ensures very high
strain relief up to class B, EN 62444.

∙ 광범위한 실링용으로 분리 가능한 인렛

∙ Removable inlet for high sealing ranges

∙ 15bar까지 보호 등급 IP 68 및 IP 69K

∙ Type of protection IP 68 up to 15 bar and
IP 69K

∙황
 동, 스테인리스 스틸, 플라스틱으로 제작
된 케이블 글랜드 몸체
∙T
 PE와 고온 실리콘으로 제작된 실링 인서
트
∙M
 8부터 M85까지, 케이블 직경은 2mm~
76mm
∙압
 력 나사 및 실링 인서트에 명확한 특성
표시
∙ 위생 관련 분야에 적용 가능한 EHEDG 및
DGUV 인증 취득

∙ Cable gland bodies of brass, stainless steel
and plastic
∙ Sealing inserts of TPE and high-temperature
silicone
∙ M8 to M85, cable diameters from 2 mm to
76 mm
∙
Clear markings on the pressure screw and
sealing insert

∙ 방폭형 및 EMC 솔루션(6+7페이지 참조)

∙ Variant available for hygienic applications certified by EHEDG and DGUV

∙ 고압 버전은 30bar까지 보호 등급 IP 68 충
족(한 시간까지)

∙ Explosion protection and EMC solutions (see
pages 6+7)
∙ High pressure variant fulfils type of protection
IP 68 up to 30 bar (up to one hour).

사진 1 – blueglobe®- 케이블 글랜드
Fig. 1 – blueglobe® cable gland
사진 2 – 하이지닉 디자인에 부합하는 PFLITSCH-케이블 글랜드
Fig. 2 – PFLITSCH cable gland complying with hygienic design
사진 3 – 고온 범위용 blueglobe® HT
Fig. 3 – blueglobe® HT for high temperature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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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Dicht® – 모듈형 시스템
을 통한 맞춤형
UNI Dicht® – Individuality
thanks to the modul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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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 6천 개 부품으로 구성된 모듈형 시스템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가능 (M4~M120/ Pg
7~Pg 48)

∙ Modular system with more than 6,000 components facilitates allows individual solutions
(M4 to M120/Pg 7 to Pg 48).

∙ 싱글 또는 멀티 케이블용, 플랫 및 특수 케
이블용, 사전 조립용 케이블용 실링 인서트

∙ Sealing inserts for single or multiple cables,
flat and special cables and for preassembled
cables

∙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PA- 및 PVDF 플
라스틱으로 제작된 케이블 글랜드 몸체
∙ 내구성이 탁월하고 작동 온도 범위가 넓은
TPE, TPE-V 및 실리콘으로 제작된 실링
인서트
∙ 소프트 핀칭으로 보호등급 IP 68(10bar)/
IP 69K 보장
∙ 메트릭 및 Pg 연결 스레드, NPT 및 인치
연결 스레드
∙ 90° 케이블 라우팅용 엘보 케이블 글랜드
∙ 호스와 결합 가능(8페이지 참조)

∙ Cable gland bodies of brass, stainless steel, PA
and PVDF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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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ling inserts of TPE, TPE-V and silicone that
are highly resistant and have a wide range of
operating temperatures
∙ „ Soft pinching“ ensures compliance with
types of protection IP 68 (up to 10 bar)/IP 69K.
∙ Metric and Pg connection threads together
with NPT and inch connection threads
∙ Elbow cable glands for routeing cables
through 90°

∙ 폭발보호 및 EMC 솔루션(6+7페이지 참
조)

∙ Can be combined with hoses (see page 8)

∙ EN 45545에 따른 방화 보호

∙ Explosion protection and EMC solutions
(see pages 6+7)
∙ Fire protection complying with EN 45545
사진 1 – 스플릿 멀티 실링 인서트를 갖춘 UNI Dicht® 케이블 글랜
드
Fig. 1 – Cable gland UNI Dicht® with slit multiple sealing insert
사진 2 – UNI Wellrohr- 케이블 글랜드
Fig. 2 – UNI corrugated conduit cable gland
사진 3 – PVDF로 제작된 UNI Dicht® 케이블 글랜드
Fig. 3 – UNI Dicht® cable gland made of PV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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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형(Ex) 케이블 글랜드 - 폭
발 위험 영역에서 최대 안전
보장
Ex cable glands – Maximum
safety in potentially explosiv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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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 기기 등급 II(가스, 분진) 및 방폭유형 "e"(
안전증 방폭 구조)와 "d"(내압 방폭구조)용
으로 인가
∙ 폭발 위험 영역 1, 2, 21, 22에서 사용 가능

∙ Certified for equipment class II gases, dusts
and for ignition protection categories “e”
(increased safety) and “d” (explosion/flameproof)

∙ UNI Dicht® 및 blueglobe® 제품 특성 유지
(4+5페이지 참조)

∙ Can be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zones 1,
2, 21 and 22

∙ M8~M85/ Pg 7~Pg 48

∙ The product characteristics of UNI Dicht® and
blueglobe® remain unaffected (pages 4+5).

∙ EN 60079-0, EN 60079-7, EN 6007931에 준해 인가
∙ 보호 등급 IP 68(15bar까지)
∙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케이블 글
랜드 몸체

∙ M8 to M85/Pg 7 to Pg 48
∙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EN 60079-0,
EN 60079-7 and EN 60079-31
∙ Type of protection IP 68 (up to 15 bar)

∙ IECEx 및 EAC 인증

∙ Cable gland bodies of brass and stainless steel

∙ EMC-버전

∙ IECEx and EAC certified

∙ 멀티 케이블 글랜드

∙ EMC variants
∙ Multiple cable glands

사진 1 – UNI Ex Dicht – 멀티 실링 인서트를 갖춘 케이블 글랜드
Fig. 1 – UNI Ex Dicht – cable gland with multiple cable sealing insert
사진 2 – 방폭형 케이블 글랜드 UNI Ex Dicht 2M
Fig. 2 – Ex cable gland UNI Ex Dicht 2M
사진 3 – blueglobe TRI® Ex-e II
Fig. 3 – blueglobe TRI® Ex-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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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케이블 글랜드 - 탁월한
차폐 감쇠
EMC cable glands for exceptional screening attenu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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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 각양각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EMC 케이블 글랜드

∙ Various EMC cable glands for different applications

∙ M12~M85/ Pg 9~Pg 48

∙ M12 to M85/Pg 9 to Pg 48

∙ 확실한 360° 접촉

∙ Secure 360° contact

∙ IEC 62153-4-40에 준해 고감쇠성 검증
∙ 높은 안전 전류량

∙ High screening attenuation level certified to
IEC 62153-4-40

∙ 소프트 핀칭의 실링 원리

∙ High current-carrying capacity

∙ UNI Dicht® 및 blueglobe®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버전

3

∙ „Soft pinching“ sealing principle
∙ Variants from the UNI Dicht® and blueglobe®
range

∙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케이블 글
랜드 몸체

∙ Cable gland bodies of brass and stainless steel

∙ 방폭 보호 버전

∙ E xplosion protection solutions

∙ KoKeT® – IEC-Norm 62153-4-10
에 준하여 차폐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PFLITSCH에서 개발한 측정 방법

∙K
 oKeT® – a measurement method developed
by PFLITSCH to determine the shielding effect
in accordance with IEC Standard 62153-4-10

∙ 해양 애플리케이션용 솔루션

∙ Solutions for marine applications

 준 케이블 글랜드 연장용 EMC-어댑터
∙표
및 리지드 케이블용으로 분리 가능한 EMC
연결 블록

∙ EMC adapter as extension for standard cable
glands and splittable EMC connection bracket
for rigid cables

사진 1 – 황동으로 제작된 blueglobe TRI®
Fig. 1 – blueglobe TRI® made of brass
사진 2 – UNI EMV Dicht - 내부 원뿔에 편조 차폐
Fig. 2 – UNI EMC Dicht – braided shield on the inner cone
사진 3 – KoKeT® - IEC 62153-4-10에 준한 측정 방법
Fig. 3 – KoKeT® – measuring process referred to IEC 62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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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 케이블 글랜드 및 기계 및
열 보호용 호스 글랜드
Hose cable glands and hose
glands for mechanical and
therm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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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 호스 어댑터를 구비한 케이블 글랜드

∙ Cable glands with hose adapters

∙ UNI Dicht®-S 시스템과 호환

∙ Compatible with the UNI Dicht® system

∙ 파형 호스 및 다양한 튜브 유형에 적합

∙ Suitable for corrugated hoses and different
types of tube

∙U
 NI Dicht®-실링 원리가 케이블에 보호 등
급 IP 68을 보장
3

1

∙ 소프트 호스, 스틸 편조 호스, 파형 호스 등
을 위한 어댑터

∙ T he UNI Dicht® sealing principle ensures cable
sealing to type of protection IP 68.

∙ EMC 보호된 호스 케이블 글랜드

∙ Adapter for smooth hoses, hoses with steel
braiding, corrugated hoses and much more

∙ 메트릭 및 Pg 연결 스레드, 인치와 NPT

∙ Hose cable glands with EMC protection

∙ 보호 호스용(보호 등급 IP 54)으로 실링 인
서트가 없는 호스 글랜드

∙ Metric and Pg connection thread, inch and
NPT

∙ 다른 호스 유형에 맞춤 조절 가능

∙ Hose glands without sealing inserts for protective hoses (type of protection IP 54)

∙ 간단한 설치

∙ Individual adaptation to other types of hose
possible
∙ Simple to install

사진 1 – 편조 차폐가 노출된 케이블에 UNI HF-UL Dicht
Fig. 1 – UNI HF-UL Dicht on a cable with stripped shielding
사진 2 – UNI SVD 호스 케이블 글랜드
Fig. 2 – UNI SVD hose cable gland
사진 3 – PVDF로 제작된 UNI Wellrohr 케이블 글랜드
Fig. 3 – UNI corrugated conduit cable gland made of PV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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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Split Gland® – 간단한
설치를 위해 완전 분리가 가능
한 케이블 글랜드
UNI Split Gland® – The fully
splittable cable gland for easy
installation

2

1
제품 설명
∙ 플라스틱과 금속으로 제작된, 완전 분리 가
능한 케이블 글랜드
∙ UNI Dicht® 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선택
가능한 스플릿 실링 인서트
∙ 전체 보어 직경을 사용하여 조립된 케이블
관통
∙ 보호 등급 IP 67
∙ EN 62444에 준하는 고도의 스트레인 릴
리프

Product description
∙ Fully splittable plastic and metal cable gland
∙ Large selection of split sealing inserts from the
UNI Dicht® system
∙ Use of the complete diameter of the bore for
the penetration of assembled cables
∙ Type of protection IP 67
High strain
∙
EN 62444

relief

in

accordance

with

∙ Easy installation thanks to its few components

∙ 소수 구성 부품을 이용한 쉬운 설치

∙ Easy disassembly

∙ 간단한 분해

∙ Operating temperature range from -20 °C up
to +80 °C

∙ 작동 온도 -20°C~+80°C

3

사진 1 – UNI Split Gland® 및 UNI Split Gland® HD(사이즈
M25)
Fig. 1 – UNI Split Gland® and UNI Split Gland® HD in size M25
사진 2 – 케이블 번들에 설치된 UNI Split Gland®
Fig. 2 – UNI Split Gland® installed on a cable bundle
사진 3 – 분리된 케이블 글랜드 UNI Split Gland®, 폴리카보네이트
로 제작
Splittable cable glands UNI Split Gland® made of polycarbonat

Fig.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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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 Flange® – 사전 조립식 케
이블용으로도 안전한 케이블
도입부
UNI Flange® – Secure cable entry,
even for preassembled cabl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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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사
 전 조립형 케이블을 삽입하기 위해 분리
가능한 플랜지 시스템

∙ Splittable flange system for the insertion of
preassembled cables

∙ 케이블 직경 2.0mm~20.5mm

∙ For cable diameters of 2.0 mm up to 20.5 mm

∙U
 NI Dicht®-실링 원리로 안전한 케이블 보
호 및 고도의 스트레인 릴리프 보장

∙ UNI Dicht® sealing principle ensures secure
cable protection and a high degree of strain
relief.

∙ UNI Dicht® 시스템의 실링 인서트와 결합
가능
∙ 사방 실링이 보호 등급 IP 66을 보장
∙ 거친 산업환경용으로 PA 플라스틱이나
아연 다이캐스팅으로 제작된 프레임 판 및
압력 나사
∙ 24폴 플러그 커넥터용 컷아웃에 적합

∙
Can be combined with the sealing inserts
from the UNI Dicht® system
∙ Circumferential seal ensures that the type of
protection IP 66 is achieved.
∙ Frame plate and pressure screws made of PA
plastic or zinc die casting for rough environments
∙ Fits in cut-outs for 24 pole plug connectors

3

사진 1 – UNI Flange® 개별 부품
Fig. 1 – Individual components of the UNI Flange®
사진 2 – 아연 다이캐스팅으로 제작된 UNI Flange® HD
Fig. 2 – UNI Flange® HD made of zinc die casting
사진 3 – 하우징에 설치된 UNI Flange®
Fig. 3 – UNI Flange® installed on a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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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어셈블리 4.0 – 고정 가
격에 사전 조립형 트렁킹 시스
템
Assemblies 4.0 – Ready-to-install
trunking systems at fixed prices

2

1
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 상담, 설계, 사전 조립, 설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 Advice, design, preassembly and installation –
all from under one roof

∙ 정확한 날짜에 고정 가격으로 케이블 트렁
킹 부품 어셈블리 제공

∙ Component assemblies that are ready to install on-time, for a fixed price.

∙ 고객 맞춤형 컷아웃, 장착 부품 또는 맞춤
형 페인팅

∙ Customised cut-outs, mounting components
or customer-specific paintwork

∙ 투명한 비용과 전체 비용에서 20% 이상 절
감 가능

∙ Transparent costs and potential saving up to
20 % in terms of overall costs

∙ easyRoute CAD-시스템가 맞춤형 트렁킹
설계를 지원하고 부품 및 주문 목록을 생성

∙ The easyRoute CAD system supports individual trunking routeing and generates part and
order lists.

∙ 의 설계도면은 고객의 CAD 시스템에 통합
가능 

3

∙ Drawing can be integrated into the customer‘s CAD system.

사진 1 – easyRoute 3D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품 어셈블리 설계
Fig. 1 – Design of component assemblies using easyRoute 3D system
사진 2 – 산업용, PIK용 및 와이어 트레이용 트렁킹 부품 어셈블리
Fig. 2 – Component assemblies of Industrial-, PIK-Trunking and wire
tray
사진 3 – 고객 맞춤형 케이블 글랜드 부품 어셈블리
Fig. 3 – Customised component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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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트렁킹- 경제적이고 안
전한 케이블 라우팅 솔루션
Industrial-Trunking – The
economic and secure cable
routeing solution

2

1
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 앵글, 아웃렛, 크로싱과 같은 액세서리 피팅
을 통한 맞춤형 트렁킹 라우팅

∙ Individual trunking routeing using accessory
fittings such as angles, outlets or crossings

∙ 단면 50mm x 50mm~600mm x 150mm

∙ Cross-sections from 50 mm x 50 mm up to
600 mm x 150 mm

∙ 트렁킹은 전체 경로 상의 다양한 커버 위
치에서 개방 가능. 장점: 케이블 삽입 가능
∙ 액세서리 피팅을 이용한 3D 라우팅
3

∙ 견고하고 버(burr) 발생을 최소화한 구조
∙ 다양한 커버 래치 사용 가능
∙ 트렁킹 및 커버는 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및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며, 고객 요청에 의한
색상 지정 가능
∙ 온라인 툴 easyRoute에서 트렁킹 라우팅
설계 가능
∙ 1,200N까지의 하중을 견디는 바닥 설치용
자동차 트렁킹
∙ 트렁킹 길이 커팅과 컷아웃 제작을 위한 광
범위한 기계 및 툴 프로그램(15페이지 참
조)
∙ 부품 어셈블리로 제공 가능

사진 1 – 산업용 트렁킹 부품 어셈블리
Fig. 1 – Industrial-Trunking component assemblies
사진 2 – 압입식 안전 잠금 너트와 풀 안전 나사를 구비한 커플러
Fig. 2 – Coupler with pressed-in safety lock nuts and pawl safety
screws
사진 3 – 자동차-트렁킹
Fig. 3 – Automobile-Trunking

12 · 프로그램 개관/Programme overview

1

∙ The trunking can be opened in various
cover positions over the entire length.
Benefit: The cables can be inserted.
∙ Three-dimensional routeing using accessory
fittings
∙ Robust and low-burr construction
∙ Different cover latches are available
∙ Trunking and covers are made of sheet steel,
stainless steel and aluminium and can be
painted according to the customer´s specifications.
∙ The trunking routeing can be designed using
the online easyRoute tool.
∙ Automobile-Trunking for floor-mounted
installation with walk-on loading of up to
1,200 N
∙ Comprehensive range of machines and tools
for cutting trunking to length and making
cut-outs (see page 15)
∙ Available as component assemblies

PIK 트렁킹 – 적은 볼륨용 케
이블 라우팅
PIK-Trunking – Small volume
cable routeing

2

1
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 적은 수량의 케이블 설치용 트렁킹

∙ Installation trunking for a small number of
cables

∙ 단면 15mm x 15mm~200mm x 60mm
∙ 관통하여 삽입 가능
∙ 산업형 트렁킹과 결합 가능
∙ 실용적인 스탭온 커버로 폐쇄 가능
∙ 전체 길이로 개방 가능
∙ 3D 트렁킹 라우팅을 위한 액세서리 피팅
∙ 케이블 아웃렛 측면과 트렁킹 끝의 엣지 보
호
∙ PIK 트렁킹은 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
으로 고객 맞춤형 페인팅으로 구매 가능
∙ 트렁킹 공정용 기계 및 툴(15페이지 참조)
∙ 부품 어셈블리로 제공 가능

∙
Cross-sections of 15 mm x 15 mm up to
200 mm x 60 mm
∙ Can be opened over the whole length
∙ Can be combined with the Industrial-Trunking
∙
Can be closed with the practical snap-on
cover.

3

∙ Can be opened along its whole length
∙ Accessory fittings can be used to achieve a
three-dimensional trunking routeing.
∙ Edge protection for lateral cable outlets and
at the end of the trunking
∙ The PIK-Trunking is available in sheet steel
and stainless steel and can be painted according to the customer’s specifications.
∙
Machines and tools for working with the
trunking (see page 15)
∙ Available as component assemblies

사진 1 – PIK 트렁킹 부품 어셈블리
Fig. 1 – PIK-Trunking component assemblies
사진 2 – 다양한 사이즈의 PIK 트렁킹
Fig. 2 – Different sizes of the PIK-Trunking
사진 3 – 측면 컷아웃을 갖춘 PIK 케이블 트렁킹과 blueglobe® 케
이블 그랜드
Fig. 3 – PIK-Trunking with lateral cut-out and blueglobe® cable 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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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트레이 - 사용 조건이
까다로운 산업용 오픈 시스템
Wire tray – The open system for
demanding industries

2

3

1

1

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 니켈 전기도금, 융용 아연 도금된 강철과 스
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오픈 케이블 트렁
킹 시스템

∙ Open cable trunking system made of hot-dip
galvanized steel, electroplated with nickel
and stainless steel

∙ 소수 구성 부품

∙ Low part count

∙ 높은 안정성

∙ High stability

∙ 간명함과 유연성

∙ Clarity and flexibility

∙ 청소 용이

∙ Easy to clean

∙ 액세서리 피팅 없이 트렁킹 라우팅 가능
∙ 다양한 커버 버전으로 폐쇄 가능

∙ Trunking can be routed without using accessory fittings

∙ 다수의 와이어 트레이 형태

∙ Can be closed using a variety of cover variants

∙ 사이즈: 40mm
110mm

x

20mm~620mm

x

∙ 다양한 케이블 설치 가능한 견고한 구조
∙ 트렁킹 공정용 기계 및 툴(15페이지 참조)
∙ 부품 어셈블리로 제공 가능

∙ Large numbers of wire tray shapes
∙ Sizes: 40 mm x 20 mm up to 620 mm x
110 mm
∙ Robust wire cross-sections of high strength
and with few suspension points
∙
Machines and tools for working with the
trunking (see page 15)
∙ Available as component assemblies

사진 1 – 와이어 트레이 부품 어셈블리
Fig. 1 – Wire tray component assemblies
사진 2 – T형 피스를 갖춘 와이어 트레이
Fig. 2 – Wire tray with formed T piece
사진 3 – 지붕형 뚜껑을 갖춘 오픈 케이블 라우팅
Fig. 3 – Open cable routeing with roof-shape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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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및 툴-전문적이고 시간을
절감하는 작업
Machines and tools –
Working professionally and
expeditiously

2

1
제품 설명

Product description

∙ 케이블 트렁킹 공정용 기계 및 툴, 설치된 트
렁킹에서도 작업 가능

∙ Machines and tools for working on the cable
trunking, even on installed trunking

∙ 산업용 및 PIK 트렁킹용 커팅 및 스탬핑 툴
∙ 유압 및 수동 동력장치

∙ Cutting and stamping tools for Industrial and
PIK-Trunking

∙ 길이, 측면 컷아웃 또는 구멍의 정밀한 커팅

∙ Hydraulically and manually operated drives

∙ 측면 노칭용 이동식 툴

∙ Precise cutting to length, making lateral cutouts and holes

∙ 측벽 노칭용 이동식 트렁킹 커터
∙ 시간 절감을 통한 빠른 투자 회수
∙ 버 발생을 최소화한 커팅과 컷아웃

3

∙ Mobile tools for lateral notching
∙ Mobile wire tray cutter for notching the side
walls
∙ Rapid return on investment through time savings
∙ Low-burr cutting and cut-outs

사진 1 – 트렁킹 공정용 PFLITSCH 툴
Fig. 1 – PFLITSCH tools for working on trunking
사진 2 – PIK 트렁킹용 노칭 펀치
Fig. 2 – Notching punch for PIK-Trunking
사진 3 – 미니 와이어 트레이 커터를 이용한 간단한 커팅
Fig. 3 – Simple cutting with the Mini wire tray c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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