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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uit 제품은 굴착에서 일반 유지 보수에  
이르기까지 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귀사의 파트너들은 매일 직면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anduit는 쉽게 이용 가능한 케이블 타이, 동관 단자, 라벨 제품, 압착 단자에       
이르기까지 30,000여개 부품의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Panduit 제품은      
중장비 산업 환경에서 인프라를 설계, 설치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생산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과 공구를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마감 기한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작업의 결과와 직결된 제품의 성능과 설계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안전성      표준 규격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인력, 장비 및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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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객과 함께 합니다

 유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욕구는 매일 증가하고, 석유/가스는 여전히 국제 수요에서  

최고의 선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업체들은 새로운 오일샌드와  
셰일, 원유 채굴에 관련된 최신 안전 규약을 충족시키고, 원격 환경을 제어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도전할 만한 지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상황과  
목표에 발맞추어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조선
  선박회사는 비용 절감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최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예정 외의 유지 보수를 최소화하며, 세계화  
가능성을 확장하고 오버헤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광업   
  천연 자원에 대한 국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과 생산성의 요구 사항에 대해  

모든 광산 시스템과 구성요소를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오퍼레이터는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되거나 극한 기후 조건에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식품  
  식품 제조업체는 수많은 제품의 안전, 품질 및 제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전기 기반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적의 생산성, 신뢰성 및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지  
  제재소에서부터 최종 목재와 종이, 펄프 및 제지 공장의 제조까지 전 세계적으로 3,500개  

이상의 공장이 가동됩니다. 펄프화 공정은 열악한 환경에서 처리되고, 높은 증해 온도와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다운타임을 없애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 및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고품질의 유지 보수 작업과 제품 공정이 필요합니다. 

 수처리
  수처리 시설은 공중 위생과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설은  

산업폐수 및 가정폐수를 처리하거나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처리합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연속 조작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앱 버전 주소: www.panduit.com/build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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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food-and-beverage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oil-ga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shipbuilding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mining-metal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food-and-beverage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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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커넥터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Mission Critical Applications에 검증된 신뢰성 

규제 표준 준수: UL, CSA, IEE Std. 837, ABS, NEBS Level 3 및 OSHA 인증 획득
산업 안전 강화: 사용과 설치가 용이하고 안전한 파워커넥션과 케이블 관리를 통해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인력과 장비를 보호합니다.
최대 신뢰성 및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설계: 극한 상황에서도 우수한 전기 성능을 제공합니다.
 

One Hole Barrel(원 홀 배럴)                               
최저 비용의 커넥터 옵션은                               
공간 제약형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Barrel(표준 배럴):                             
 코드: LCA* 시리즈                                    
 플렉스: LCAX* 시리즈                                
 플레어드 플렉스: LCAF* 시리즈                        
 메트릭: LCMA* 시리즈 
 알루미늄: LAA* 시리즈                               

Long Barrel(롱 배럴):                                   
 코드: LCB* 시리즈
 플렉스: LCBX* 시리즈                                 
 메트릭: LCMB* 시리즈

Butt Splices(벗 스플라이스)    
전선의 컨덕터 길이에 맞춰 케이블  
연결을 용이하게 합니다.  

Standard Barrel(표준 배럴): 
 코드: SCS* 시리즈 
 플렉스: SCSF* 시리즈
 메트릭: SCMS* 시리즈

Short Barrel(숏 배럴): SCSS* 시리즈

Long Barrel(롱 배럴): SCL* 시리즈
 알루미늄: SA* 시리즈

Two Hole Barrel(투 홀 배럴)
두 개의 스터드 구멍은 회전                            
방지 기능을 제공하고, 전기                               
전도도를 강화합니다.

Standard Barrel(표준 배럴):                          
 코드: LCD* 시리즈                                     
 플렉스: LCDX* 시리즈
 메트릭: LCMD* 시리즈                                 
 알루미늄: LAB* 시리즈

Long Barrel(롱 배럴):
 코드: LCC* 시리즈
 플렉스: LCCX* 시리즈
 플레어드 플렉스: LCCF* 시리즈
  메트릭: LCMC* 시리즈

NiCd(니켈 카드뮴), NiMH(니켈 메탈수소) 배터리 기준

Splitbolts(스플릿볼트)    
와이드 레인지 성능은 재고  
요구 사항을 최소화합니다.

구리: SBC* 시리즈

주석도금: SBCT* 시리즈

알루미늄: SBA* 시리즈

CT-2930/L: 14톤 압착기   

  배터리 충전 시 최대  
63% 이상 압착                                  

유압 설치 공구 
CT-3001: 6톤 압착기 

  배터리 충전 시 최대  
90% 이상 압착                                                                       

http://www.panduit.com/wcs/Satellite?q=SCMS*&c=Page&childpagename=Panduit_Global%2FPage%2FSearch_Layout&cid=1345565623132&packedargs=locale%3Den_us&pagename=Search_Wr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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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메커니컬 러그  
일반 공구로 설치 가능하며 넓은  
범위의 케이블 직경에 사용하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Heavy Duty Cast Copper Lugs  
and Splices

1홀 러그: 
 배럴 포스트: ML*_*Y 시리즈
 일직선형: PNL* 시리즈 
 내부 압력 플레이트: HL* 시리즈

2홀 러그: 
 일직선형: PNL_2* 시리즈
 2배럴형: H2L*_2N* 시리즈

Splices: 
 2개의 고정 나사: PNLC* 시리즈    
 내부 압력 플레이트: HC* 시리즈

Economical Stamped and  
Formed Copper 

1홀 러그: 
 일직선 고정형: CX*, CXS* 시리즈      
 일직선 비고정형: CS* 시리즈 
 오프셋 비고정형: CB* 시리즈 

2홀 러그: 
 일직선 비고정형: CD* 시리즈        
 오프셋 비고정형: CO* 시리즈     

멀티탭 커넥터                                
탭, 스플라이스, 데드 엔드 커넥터로  
사용가능하며 절연 테이프나 열수축  
튜브가 필요없습니다.                                                                                         

 양면: PCSB* 시리즈                                                                 

 단면: PCSB-S* 시리즈                                     

 인라인 스플라이서 리듀서: PISR* 시리즈                   

마운팅 홀 장착                                         
 양면: PCSBMT* 시리즈                                                               
 단면: PCSBMT*S 시리즈                                

알루미늄 메커니컬 러그 
알루미늄과 구리선에 사용 가능하며 넓은 범위의  
케이블에 사용하며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싱글 베럴형 러그: LAMA*, LAMB* 시리즈                                                                    

 2배럴형 러그: LAM2* 시리즈                                                                 

 3배럴형 러그: LAM3* 시리즈

 4배럴형 러그: LAM4* 시리즈     

 스플라이서 – 리듀서: SR* 시리즈                             

유압 설치 공구
CT-2980/L 6.2톤 다이리스 압착기                                 

 배터리 충전 시 최대 135% 이상  
 압착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다양한 길이와 패키지 사이즈 옵션을 의미합니다. 
www.panduit.com에 접속하여 부품 번호의 *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접지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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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dGround Direct Burial 압착식 접지 제품
 -    산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압착 제품을 제공합니다. 

IEEE std 837; UL 467을 만족합니다.                                           

구리 메커니컬 러그
 - 일반 공구와 함께 설치, 범위 측정 및 재사용합니다.  
 

E 스타일 접지 커넥터
양면: PCSB* 시리즈 
단면: PCSB-S* 시리즈                                  
인라인 스플라이서 리듀서: PISR* 시리즈                                                 

마운팅 홀 장착    
 양면: PCSBMT* 시리즈                                 
 단면: PCSBMT*S 시리즈                                       
                              

Heavy Duty Cast Copper Lugs and Splices  

1홀 러그: 
배럴 포스트: ML*_*Y 시리즈 
일직선형: PNL* 시리즈 
내부 압력 플레이트: HL* 시리즈

2홀 러그:
 일직선형: PNL_2* 시리즈
 2배럴형: H2L*_2N* 시리즈

통합 빔 접지 클램프  
일반 공구와 함께 알루미늄 또는 구리선,   
범위 측정, 재사용 및 설치 용도의  
듀얼레이트                 

 싱글 베럴형 러그: LAMA*, LAMB* 시리즈      
 2배럴형 러그: LAM2* 시리즈     
 3배럴형 러그: LAM3* 시리즈                                     
 4배럴형 러그: LAM4* 시리즈                               

접지 크로스 커넥터 
2개의 고정 나사: PNLC* 시리즈    
내부 압력 플레이트: HC* 시리즈

1홀 러그:
 일직선 고정형: CX*, CXS* 시리즈     
 일직선 비고정형: CS* 시리즈
 오프셋 비고정형: CB* 시리즈

2홀 러그:
 일직선 비고정형: CD* 시리즈       
 오프셋 비고정형: CO* 시리즈  

브론즈 접지 크램프 
스플라이서 – 리듀서: SR* 시리즈  
CT-2980/L 6.2톤 다이리스 압착기                            

배터리 충전 시 최대 135% 이상                              
압착 있습니다.

 알루미늄 접지 클램프 
* 다양한 길이와 패키지 사이즈 옵션을  
의미합니다. www.panduit.com에  
접속하여 부품 번호의 *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B
RATED
D

StructuredGround™ 다이렉트 베리얼 컴프레션 그라운딩 시스템:

업계 최고의 성능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컴프레션 커넥션을 제공합니다.  
IEEE Std. 837 인증 획득. 신속하고 안전한  
컴프레션 커넥션을 제공합니다. 접지와  
본딩 분야에서 UL 467 인증.  
매립형에 적합.

메커니컬 접지 커넥터: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특별한  
공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접지와 본딩 분야에서 UL 467  
인증. 해당되는 정격 매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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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론즈 접지 클램프, U-Bolt 스타일  
로드, 튜브 또는 파이프, 정격 매립형에   
평행하게 구리 코드 컨덕터를 접지

1 컨덕터: GPL* 시리즈 

2 컨덕터: GU* 시리즈

3 컨덕터: GPC3250-38-X

2  컨덕터 (로드, 튜브 또는  
파이프에 수직으로 연결)

 GPC2* 시리즈

브론즈 서비스 포스트 메커니컬접지 커넥터                                        

철 구조물, 버스 바 또는 트랜스포머,  
레이트 다이렉트 베리얼에 구리 코드                             
컨덕터를 접지                                                   

Male Stud(메일 스터드)                                       
 1 컨덕터: SP1* 시리즈
 2 컨덕터: SP2* 시리즈                                         

Female Thread(피메일 스레드):                                
 1 컨덕터: SPF1* 시리즈 
 2 컨덕터: SPF2* 시리즈                                        

브론즈 접지봉 클램프  
접지봉, 정격 매립형에 평행하게                                  
구리 컨덕터를 접지                                            

스탠다드 듀티: GRC* 시리즈                                    

헤비 듀티: GRCH* 시리즈                                        

평면용 브론즈 접지 클램프  
평면, 정격 매립형에   
구리 코드 컨덕터를 접지

GM* 시리즈
 -  실장 표면에서 컨덕터를  

분리하여 스페이서 플레이트를 
집어 넣습니다.  

GMS* 시리즈 
 
신형 케이블 트레이 클램프  
케이블 트레이에 구리 코드 컨덕터를 접지   

  GTC* 시리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Lay-in Lugs(레이 인 러그)  
간편 설치용 연속 접지 컨덕터                              

양철판 알루미늄: LIAS* 및 LIAC* 시리즈                    

정격 매립형: LICC4* 시리즈 (구리체)

*다양한 길이와 패키지 사이즈 옵션을 의미합니다. www.panduit.com에 접속하여 부품  
번호의 *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강 
강도, 진동, 방사선, 풍화, 부식 및 극한의 온도의 경우에, Pan-steel 시스템은 실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립형 애플리케이션으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생산성이 향상되고, 근로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번들링, 패스닝 및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이 우선시  

됩니다.
 -  가장 엄격한 산업 표준 인증 획득

전면 코팅된 스테인리스강 케이블 타이
우수한 내식성은 최대 성능, 사용 기간 연장  
및 신뢰도 향상을 제공합니다.

MLTFC* 시리즈
 -  스테인리스강 모두 사용 가능한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 구비

스테인리스강 케이블 타이 
강도, 긴 수명 및 화학 물질에                      
대한 내구력, 진동, 방사선, 풍화                    
및 극한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MLT* 시리즈 AISI 316                              
 - AISI 304와 316 스테인리스강                         
  모두 사용 가능한 다양한 사이즈

영구적인 식별 
거친 산업 환경에서 유리하도록                     
파이프, 도관, 케이블 및                            
장비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내구성과 가독성을 제공
합니다. MLT 시리즈를 
사용하면 최저 설치 비용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MMP* 시리즈
 MT*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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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4MT 
고강도 단면에                       
적합                               

PBTMT
고강도, 초고강도 
단면에 사용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히트 트레이스 웨이브-타이 
MI 전기 히트 트레이스(MIEHT) 
설치에 사용합니다.

 HTMLT* 시리즈 

설치 공구 
RT2HT 
고강도  
초고강도                         
단면에 
사용

http://www.panduit.com/wcs/Satellite?c=Page&childpagename=Panduit_Global%2FPG_Layout&cid=1345564329023&packedargs=item_id%3DGS4MT%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6locale%3Den_us&pagename=PG_Wrapper
http://www.panduit.com/wcs/Satellite?c=Page&childpagename=Panduit_Global%2FPG_Layout&cid=1345564329023&packedargs=item_id%3DRT2HT%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6locale%3Den_us&pagename=PG_Wrapper


Pan-Steel® 쇼트서킷 
 최대 156kA까지의 정격 전류

더블 루프 - MLT*D* 시리즈
-  Extra-Heavy & Super-Heavy  

Cross Section
-  피크 전류 70kA 까지 보호

스트래핑 – MS*75* 시리즈
 -  단일 부품 번호로 싱글 루프와  

더블 루프로 설치 가능
 - AISI 316 스테인리스강
 - 피크 전류 156kA까지 보호

메탈 유니클립 브래킷 – UC* 시리즈
 -  타이와 스트랩은 케이블 트레이의  

모든 스타일이나 디자인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쿠션 슬리브 – OCSSH* 또는 PCSS* 시리즈
 -  쿠션 슬리브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합니다.

쿠션 슬리브 – OCSSH* 또는 PCSS* 시리즈  
 -  쿠션 슬리브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합니다.

9

BT75SDT 
MS75 스트래핑 
전용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설치공구                
BT2HT 
0.38”(9.5mm), 0.50”(12.7mm)           
및 0.63”(15.9mm) 너비의 
스트래핑에 사용             

스테인리스강 스트래핑 
메커니컬 패스닝 애플리케이션용 최 
고의 솔루션.

MS* 시리즈(un-코팅)
 -   AISI 304와 316 스테인리스강 모두  

사용 가능한 다양한 사이즈

MSC* 시리즈(코팅)
 -  부식에 취약한 환경에서는 AISI 316 

스테인리스강을 사용
 -  자외선 차단, 매연(연기) 저감,  

무할로겐 코팅재

MSB* 시리즈
독특한 로우 프로필 버클 디자인

*다양한 길이와 패키지 사이즈 옵션을 의미합니다. www.panduit.com에 접속하여 부품  
번호의 *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panduit.com/wcs/Satellite?c=Page&childpagename=Panduit_Global%2FPG_Layout&cid=1345564329023&packedargs=item_id%3DBT75SDT%2B%2B%2B%2B%2B%2B%2B%2B%2B%2B%2B%2B%2B%2B%26locale%3Den_us&pagename=PG_Wrapper
http://www.panduit.com/wcs/Satellite?c=Page&childpagename=Panduit_Global%2FPG_Layout&cid=1345564329023&packedargs=item_id%3DBT2HT%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6locale%3Den_us&pagename=PG_Wrapper


케이블 타이
내구성을 위한 설계 
 -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패스닝, 번들링, 클램핑 및 식별을 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즈, 스타일 및 재료를 사용합니다. 

 - 팬듀이트 케이블 타이는 최고의 신뢰성을 자랑하는 산업 표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 제조되었습니다.

 -  팬듀이트 케이블 타이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최적의 안정성을 위해 엄선된 재료를 사용하여 산, 염기, 화학 물질, 방사선  
노출과 최대 500°F(260°C)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PEEK 
최대 500°F(260°C) 온도에서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동급 최강의 강도와  
화학 저항성 및 방사성 저항성을  
겸비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PLT**_*71 시리즈

TEFZEL(테프젤) 
낮은 매연 농도와 UL 94V-0의 우수한  
난연 등급.

선명한 아쿠아 블루 색상. 감마선과 화학  
침식에 대해 저항성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PLT**_*76 시리즈

10

폴리프로필렌 
산, 염기 및 염류에 대한 우수한  
화학 저항성을 제공하는 화학 공장에  
가장 적합합니다.     

 PLT**_*109 시리즈

스테인리스강 
강도, 긴 수명 및 화학 물질에 대한  
내구력, 진동, 방사선, 풍화 및 극한의  
온도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316 스테인리스강: MLT***_**316 시리즈

폴리에스테르 코팅 스테인리스강:  
MLTFC**_**316

나일론 11 선택 코팅: MLTC**_**316

알루미늄: MLT**_LPAL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GTH

  표준, 고강도, 저강도 단면  
케이블 타이를 설치합니다.   

PP

MM
OG MM

OG MM

설치 공구
우수한 자외선 저항성, 강도 및  
내구성을 제공하여 제품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DT**_*0 시리즈 

GTS

초소형, 소형, 중간 및 표준 단면 
케이블 타이를 설치합니다.

http://www.panduit.com/wcs/Satellite?c=Page&childpagename=Panduit_Global%2FPG_Layout&cid=1345564329023&packedargs=item_id%3DGTH%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6locale%3Den_us&pagename=PG_Wrapper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mining-metal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oil-ga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mining-metal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oil-ga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mining-metals


메탈 바브 타이 내후성 나일론 6.6 
스테인리스강 잠금 부분은 전체 번들  
범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관된  
성능, 안정성 및 무한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BT**_*0 시리즈
 최대 239°F(115°C) 온도까지 사용  
  가능한 열 안정화 옵션:  

BT**_*30 시리즈
 

내후성 나일론 12 
재료의 풍화 기대 수명은 12~15년이고, 
염화아연과 희산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연도금강판 케이블 트레이의  
와이어 관리에 적합합니다.

 PLT***_120 시리즈

날씨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나일론 6.6
은 PLT*_*0 시리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속 해제 가능한 타이 
릴리즈 탭은 결속 해제를 쉽게 해주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PRT** 시리즈
 

HALAR 
알아보기 쉬운 적갈색의 부품 UL은  
NEC의 섹션 300-22(C)와 (D) UL62275 
AH2 등급에 따라 플리넘 또는  
공기조화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PLT**_*702Y 시리즈

HALAR는 미국 Ausimont사의 등록 상표

입니다. 금속 탐지 가능 
독특한 금속이 함유된 물질은 금속  
탐지기나 X선 검사를 사용하여 식별이 
가능하고, 제품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식음료 산업 분야의 FDA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PLT**_86 시리즈
 폴리프로필렌에서도 사용 가능: 
 PLT**_*186 시리즈

내연제 나일론 6.6 
타이는 UL94V-0 등급으로 화염 전파에 
대해 저항성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PLT**-*69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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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 PP

OG MM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설치 공구 
GS4MT

  스테인리스강 표준, 강도 및 초강도  
단면 케이블 타이를 설치합니다.

http://www.panduit.com/wcs/Satellite?q=plt*-*69&c=Page&childpagename=Panduit_Global%2FPage%2FSearch_Layout&cid=1345565623132&packedargs=locale%3Den_us&pagename=Search_Wrapper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food-and-beverage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oil-ga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mining-metals
http://www.panduit.com/wcs/Satellite?c=Page&childpagename=Panduit_Global%2FPG_Layout&cid=1345564329023&packedargs=item_id%3DGS4MT%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B%26locale%3Den_us&pagename=PG_Wr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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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 방지용 케이블 액세서리
커넥션 보호 기능 
하네스를 절연 처리 하고, 팬듀이트 마모 방지용 케이블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전기, 전자 부품과 케이블을 식별합니다.

 -  다양한 사이즈, 재료 및 디자인은 실내외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되었습니다.

 -  팬듀이트 마모 방지 제품은 UL과 CSA를 포함한 품질 적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 제조되었습니다.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와이어 관리 보안 장치 설치 속도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Slotted Grommet Edging(슬롯 그로멧 에징) 
슬롯 나일론은 최대 149°F(65°C)  
온도까지 작동이 가능하고, 슬롯  
폴리에틸렌은 최대 122°F(50°C)  
온도까지 가능합니다.     

나일론: GEE**N_* 시리즈

폴리에틸렌: GEE**F_* 시리즈

어드헤시브 라인드 폴리에틸렌:

GE**F_A_* 시리즈

스파이럴 랩 
하나의 관리 번들에서 여러 호스와 케이블을  
사용하면서 호스와 케이블의 내후성 마모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폴리에틸렌: T**F-*0 시리즈 

나일론 6.6: T**N-*0 시리즈

폴리프로필렌: T**P-*0 시리즈

얇은 벽 TFE 열 수축 배관 
건식 수축형 애플리케이션은 최대  
482°F(260°C) 온도까지 작동이  
가능합니다. 

얇은 벽 KYNAR 열 수축형 배관 
건조 수축형 애플리케이션은 최대  
347°F(175°C) 온도까지 작동이  
가능합니다.

 HSTTK* 시리즈

열 수축형 엔드캡 
어드헤시브 라인드 내벽 씰은  
습기로부터 우수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HSEC** 시리즈
  

두꺼운 벽 열 수축형 배관  
UL은 매립형이고, 230°F(110°C)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햇빛 차단과 VW-1  
내연성에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HST* 시리즈 블랙
  

Pan-Wrap™ 스플릿 하네스 랩 
특허 슬롯 패턴은 설치 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케이블  
마모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PW*F*_* 시리즈

Pan-Wrap™ 브레이드 슬리빙  
매우 유연한 재질로 되어있고, 열이나 습도
가 잘 빠져나가며, 슬릿은 설치가 간편하고 
업그레이드와 수리가 용이합니다.

 SE*PS_*RO 시리즈

OG MM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http://www.panduit.com/wcs/Satellite?q=ge**f-a-*&c=Page&childpagename=Panduit_Global%2FPage%2FSearch_Layout&cid=1345565623132&packedargs=locale%3Den_us&pagename=Search_Wrapper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oil-ga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mining-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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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용 케이블 타이 마운트 
높은 온도와 실외 환경에서도  
최고의 접착력을 발휘합니다.

J-Pro™ 케이블 지주 시스템 
플랜트 인프라를 통해 통신 케이블을  
라우팅하기 위한 표준 준수 방법을    
제공합니다.

 JP** 시리즈

TEFZEL(테프젤) 케이블 타이 마운트 
감마선과 화학 침식에 내구성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TM**_*76 시리즈
 

나사 적용 케이블 타이 마운트 
재료, 크기 및 스타일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TM*S*_** 시리즈

금속 탐지용 케이블 타이 마운트  
독특한 금속이 함유된 물질은 금속    
탐지기나 X선 검사를 사용하여  
식별이 가능하고, 제품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식음료와  
의약품 안전 기준에 적합합니다.

 TM**_*86 시리즈

주름형 룸(Loom) 배관 
케이블을 보호해줍니다. 슬릿을  
와이어의 번들 또는 미리 조립된 
하네스 어셈블리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CLT**F 시리즈

OG

PEEK 케이블 타이 마운트 
고온의 환경에서 양호한 인장  
강도를 유지하며 최대 500°F(260°C)  
온도에서도 작동합니다.

 TM**_*71 시리즈
 

OG MM

FB PP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다양한 길이와 패키지 사이즈 옵션을  
의미합니다. www.panduit.com에 접속하여  
부품 번호의 *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oil-ga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oil-ga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mining-metal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food-and-beverage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


Arc Flash Labels(아크 플래시 라벨) 
미리 인쇄된 라벨 및 블랭크  
라벨 전압  접착용 표지 WARNING

RISK OF FIRE OR ELECTRIC SHOCK
The opening of the branch-circuit protective device may be
an indication that a fault current has been interrupted.

All current carrying parts and other componenets protected
by this device should be examined and replaced if damaged.

If burnout of a current element of an overload relay occurs,
the complete overload relay must be replaced.

SHORT CIRCUIT CURRENT kA; VMAX

PANDUIT  PVS0305W2201Y

식별 및 안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산업 안전은 모든 생산 작업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에너지원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팬듀이트는 산업 구조와 MRO 현장에서 산업 안전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시장
에 제공합니다.

 - 산업 안전 준수에 대한 전문 지식: 엄격한 규제 기관(OSHA, ANSI 및 NFPA)의 요구 사항 충족

 -  철저한 안전 관리 솔루션: 락아웃, 태그아웃 디바이스, 설비 사이니지 및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업장에서 에너지를 
관리하고 확인합니다.

 - 교육 수단: 작업장 안전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전 태그 
미리 인쇄된 플라스틱 태그

 PVT* 시리즈

전압 및 파이프 표지 
안전 준수를 위해 전압, 파이프 용량 및  
흐름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전압 접착형 표지: PCV* 시리즈
파이프 표지: GPMU* 시리즈   

 PVS0507W* 

나일론 표지판 
케이블 번들을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MP175_CO

미리 인쇄된 마커북 
편리한 종합 소형 책자

안전 표지 
실내외의 위험을 알리는  
고품질의 표지판
비닐: PVS* 시리즈
폴리에스테르: PPS* 시리즈

회로 차단기 잠금 장치 
회로 차단기가 제어하는 에너지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잠금

 PSL_PCB

14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열전사 라벨 및 리본
휴대용 프린터의 카세트와 탁상용  
프린터의 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셀프 라미네이팅:  
S*X*V* 시리즈열 수축형:  
H**X**H* 시리즈

휴대용 엠보싱 시스템
먼지와 페인트에 노출된 물질에 대해     
대용량 애플리케이션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PES197

엠보싱 금속 손공구 
경량, 소형, 휴대용 엠보싱  
공구 

 MEHT187



다중 잠금 장치
하나의 장치로 다양한 잠금 기능이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

 PSL_MLD

잠금 자물쇠 
각각의 자물쇠는 모두 다른  
키를 가지고 있으며 2개의 키가  
제공됩니다. 

 PSL_8

전기 기사의 잠금 키트 
전기 기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락아웃,  
태그아웃 장치가 포함됩니다.

 PSL_PK_EA

OSHA 준수 교육 프로그램 
작업장내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락아웃, 태그아웃  
프로그램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PSL_LOTO_TRAIN

Lockout Stations(락아웃 스테이션) 
하나의 공통 영역에서 자물쇠,  
태그 및 잠금 장치를 편리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PSL_**SWCA

휴대용 열전사 프린터
타이핑 하기 용이하도록  
QWERTY(쿼티) 자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LS8EQ
 킷버전: LS8EQ-KIT

열전사 탁상용 프린터
작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  
경량 및 견고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TDP43ME
 Easy-Mark™ 라벨링 소프트웨어:
 PROG_EMCD3 및 PROG_EM2GO

15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퍼머넌트 아이덴티피케이션) 
가혹한 산업 환경에 적합하며 파이프,  
도관, 케이블 및 장비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장기적인 내구성과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최저 설치  
비용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한 MLT  
시리즈 타이를 사용합니다.

 MMP* 시리즈
 MT* 시리즈

*다양한 길이와 패키지 사이즈 옵션을 의미합니다. www.panduit.com에 접속하여 부품 번호의 *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MLT 시리즈 타이를 사용합니다.



터미널 및 페룰
최저 설치 비용으로 이용 문제를 해결합니다.
- 팬듀이트 터미널, 절연체 및 페룰은 우수한 전기 성능을 위해 설계, 제조되었습니다.

-  고품질의 절연 터미널, 비절연 터미널, 절연체, 스플라이스, 와이어 조인트 및 페룰은 루스 피스, 릴페드 및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다양한 구성품을 제공합니다. 

-  해당 크기는 UL 인증 및 CSA 인증, RoHS 준수, ABS 승인, Class 1E Nuclear 등급, DFARS252.225-7014 준수 및 MIL 규격 
MS25036과 MS20659에서 인증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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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터미널     
원형 압착 디자인은 높은 진동에서  
사용해도 안전한 연결을 보장합니다.

나일론: PN*-*R 시리즈
 헤비 듀티: PN12-**HDR-* 시리즈

비닐: PV*-R* 시리즈
 헤비 듀티: PV12-*HDR-* 시리즈

열 수축형: PH**-**R* 시리즈

카이날 절연: P**-R* 시리즈

비절연: P**-R* 시리즈
 헤비 듀티: P12-*HDR-L 시리즈
 고온: P**-*RHT*-* 시리즈

포크형 터미널     
포크 디자인은 패스너를 제거할 필요 
없이 쉽고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일론: PN*-F* 시리즈

비닐: PV*-F* 시리즈

열 수축형: PH*-F* 시리즈

비절연: P*-F* 시리즈

절연체     
빠르고, 반복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나일론: DN* 시리즈

비닐: DV* 시리즈

열 수축형: DNH* 시리즈

비절연: D** 시리즈
 

설치 공구     
CT-1550

  팬듀이트 크림프 *22-10 AWG를  
사용하여 나일론과 비닐로 절연  
처리된 터미널, 스플라이스  
및 절연체 부분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핀 터미널     
솔리드 핀은 정상적인 배선에서  
발생하는  과도 조임으로 인한 와이어 
손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닐: PV*-P* 시리즈

비절연: P*-P* 시리즈

     
CT-3001(크림프 다이스 CD_2001_F* 시리즈) 

  팬듀이트 압축 커넥터 터미네이션으로  
UL 인증 및 CSA 인증 획득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http://www.panduit.com/wcs/Satellite?c=Page&childpagename=Panduit_Global%2FPG_Layout&cid=1345564329023&packedargs=item_id%3DCT-1550%2B%2B%2B%2B%2B%2B%2B%2B%2B%2B%2B%2B%2B%2B%26locale%3Den_us&pagename=PG_Wrapper


     
CP_881

  반자동 공구는 1.5초의 사이클  
타임으로 3단계 과정(와이어  
스트리핑, 페룰 배치 및 페룰  
크림핑)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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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룰     
우수한 터미네이션을 위해 루스 와이어   
스트랜드를 포함하여 이음매 없는  
배럴로 설계되었습니다.

  비절연 24 AWG-500kcmil: 
F** 시리즈

  절연코팅된 폴리프로필렌  
26 AWG-300 kcmil: 
FSD* 시리즈

  이중 코팅된 프로필렌  
22 AWG-6 AWG: 
FTD* 시리즈

설치 공구     
Contour Crimp™ 제어 사이클 공
구 CT_* 시리즈

  인체 공학적 손공구는  
사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플라이스     
신속한 조립과 안정적인 성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조되었습니다.

나일론:
  벗 스플라이스: BSN* 시리즈 

평행 스플라이스: PSN* 시리즈 
와이어 조인트: JN* 시리즈

비닐:
 벗 스플라이스: BSV* 시리즈

열 수축형:
 벗 스플라이스: BSH* 시리즈

비절연:
  벗 스플라이스: BSM* 시리즈 

평행 스플라이스: PS* 시리즈 
와이어 조인트: J*** 시리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산업용 유지 보수 키트
철제 키트는 터미널, 절연체 및 스
플라이스를 보관할 때 구획을  
나눠서 보관합니다.

나일론: K1-PNKIT

비닐: K2-PVKITY

페룰 100 피스 키트: KP-FSD3

터미널 키트: KP-1075Y

^UL46F is for applicable sizes.

*다양한 길이와 패키지 사이즈 옵션을  
의미합니다. www.panduit.com에 접속하여  
부품 번호의 *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용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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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춘 네트워크
-  팬듀이트는 가장 어려운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발전으로 방과 공장 바닥의 건설에서 관리까지 작업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강력한 물리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 네트워크 구성 요소는 산업 공간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진단 테스트 포인트와 미래 확장에 필요합니다.

가혹한 환경의 구리 솔루션
가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팬듀이트 
TX6000™ 및 TX6A™ 10Gig™ 실드 구리 케이블링  
솔루션은 TIA/ISO 기준에 부합하는 채널 헤드룸  
보증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TX6000™ Cat 6 가혹한 환경
수평 케이블: PSM6004BU-LED
잭: CJSM688TG

TX6A 카테고리 6A 실드 솔루션
수평 케이블: PSM7004BU-KEM
잭: CJS6X88TGY

TX6A 카테고리 6A 실드 머드 방지 솔루션
비외장용: PSMD7004WG-LED
외장용: PSMDA7004WG-LED
잭: CJSM6X88TG
 

섬유 연결성 솔루션 
광섬유 케이블링을 통한 가혹한 환경에서의  
안정적 회선 제공

수평 케이블 (OM3 및 OM4)
  외장용 선로 설비(OSP): FOWN* 시리즈

Indoor Distribution Cable(인도어 디스트
리뷰션 케이블): FODP* 시리즈

  외장용: FOP* 시리즈
  Dielectric Conduit Fiber 

(다이일렉트릭 콘듀잇 피버)  
(DCF): FSPD* 시리즈

 폴리머 코팅 광섬유(PCF): FI* 시리즈

커넥터
 LC (OM3 및 0M4): FLCDMCXAQY

패치 코드
 LC - LC (OM3): FX2ERLNLN* 시리즈
 LC - LC (OM4): FZ2ELLNLN* 시리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ww.panduit.com/buildnow 를 방문하세요.

산업용 구리 솔루션        
팬듀이트는 산업용 이더넷을 구현하기 위해   
구리 물리층 솔루션에 대한 광범위한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at6 4-pair
실드: IFC6C04BBL-CEG
언실드: IUC6C04ABL-CEG

Cat 6 RJ45 플러그
(UTP 및 STP 구리 케이블 호환):
컨덕터 지름 0.85-1.0mm: ISPS688FAS
컨덕터 지름 1.0-1.6mm: ISPS688FA

Cat 6 DIN-Rail 디바이스
(UTP 및 STP 구리 케이블 호환):
DIN-Rail 아답터: CADIN1IG
DIN-Rail 패널: CDPP8R

Cat 6 커넥터
Mini-Com® 모듈 실드: CJS688* 시리즈
Mini-Com® 모듈 언실드: CJ688* 시리즈
Mini-Com® 실드 벌크헤드 장착: IAEBH6S
Mini-Com® 언실드 벌크헤드 장착: IAEBH6

Cat 6 패치 코드
실드: ISTPSP* 시리즈
언실드: IUTPSP* 시리즈

OG SH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oil-gas
http://www.panduit.com/en/solutions/industrial-construction-mro/markets/ship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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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네트워크 존(zone) 시스템
공장 통합형 솔루션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랜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Z**N-S* 시리즈

제어판 솔루션 
공간 최적화 PanelMax™ DIN  
레일 배선 덕트:
기존 덕트, 레일 레이아웃에 비해  
최대 30%까지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DRD*LG* 시리즈

PanelMax™ 코너 덕트
측면과 후면 패널의 레이아웃에서  
최대 20%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CWD*LG* 시리즈

소음 완화 PanelMax™ 실드 배선  
덕트 및 소음 실드:
약 1미터 커플링 길이의 30mm  
와이어 분리 기준으로 일반적인  
공장 소음 주파수를 기준으로  
소음이 20dB 정도 감소합니다.
 실드 배선 덕트: G*LG*EMI 시리즈
 노이즈 실드: SD*EMI 시리즈

미리 구성된 산업용 배전기 프레임
랙마운트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ZDF48-RA

네트워크 보안 구리 및 광섬유 록인
(Lock-In), 블록아웃(Block-out)
블록아웃과 록인 장치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합니다.

잭 모듈 블록아웃 장치: PSL-DCJB

RJ45 플러그 록인 장치: PSL-DCPL

LC 듀플렉스 아답터 블록아웃 장치: PSL-LCAB

미리 구성된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기업과 산업 네트워크간의 링크를     
제공합니다.

 CQSMD* 시리즈

*다양한 길이와 패키지 사이즈 옵션을  
의미합니다. www.panduit.com에 접속하여  
부품 번호의 *를 입력하면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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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조지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브라질

네덜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호주

중국

일본

글로벌 전문 기술 및 지원
글로벌 유통, 제조, 판매 및 기술 지원 팀은 팬듀이트의 솔루션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필요할 때 좋은 제품을 언제     
어디서든 배송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세계적인 인증
팬듀이트 솔루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중공업 분야에서 다양한 인증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