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KL PLUG®

 압착 응력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는 구멍 잠금 및 
실링 시스템 



 Global Solutions for Fasteners 

프랑크푸르트에 인접한 오버 람슈타트 
(Ober-Ramstadt) 본사

 친애하는 고객 여러분, 친애하는 파트너사 여러분,

글로벌 지향적인 b&m 그룹은 자동차산업 분야의 접합 기술 및 C-part 관리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기반은 제품, 공정,

시스템의 혁신 및 역량, 책임감, 견실성을 통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제품들은 고객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발되었고,

b&m 엔지니어들은 고객의 요건에 맞는 응용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온라인 포털을 통한 표준화 도구는 고객이 사용하는 부품의 종류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로서 b&m 그룹은 믿을 수 있는 높은 생산 품질을 보장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b&m Logistics과 함께 b&m 그룹은 RFID와 같은 최신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고객의 공급 체인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eter Federolf 
 Managing Director 

 baier & michels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1932년 설립된 baier & michels

은 혁신적인 결합 및 실링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baier & michels

의 제품과 서비스는 자동차 산업, 전기 및 

의료산업 분야 고객을 포함하는 다양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 근무하는 b&m 

임직원은 500명에 달하며, 약 1억8000

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b&m

가 1973년 부터 속하는 Wuerth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83,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고 19조 5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으로 재정적 안전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baier & michels

는 현재 유럽,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워터펌프 

 터보차저 

 전력전자장치 제

어장치 

 트랙션배터리 

 고전압 배터리 변속기 

 오일 펌프 

 직류변환기 

 냉각장치 

 열시스템(냉각

장치)

 실링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 

 냉각 및 윤활 순환 또는 프로세스에 

따른 구멍 뚫기 작업은 부품의 완전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변속기에서부터 

시작해 펌프, 엔진 블럭까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해당 

부분은 막거나 실링 처리해야 합니다. 

b&m Brands 
 구멍을 막기 위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스크류 플러그(하부 헤드 개스킷 포함 

또는 미포함) 혹은 확장기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확장기는 스크류 플러그와 

반대로 분리 시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류 플러그를 사용하여 

구멍을 막을 수는 있지만, 먼저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크류 플러그 사용 시 나사 머리부 

영역의 드릴링, 카운터 싱크, 태핑, 밀링 

용례

 b&m-KL PLUG® 

또는 나사산 세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New!

•  일체형 구성 

•    비용 및 중량이 최적화됨 

•    기본 공구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장착 가능  

•    장착 시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버 또는 입자가 발생하

지 않음 

•    고객 필요에 맞게 변경 가능 

•    프로세스 안전성 

•    높은 자동화율 구현 가능 

•    부품 손상 없는 분리 가능



b&m-KL PLUG® 

내압 실링

도전 과제 :

 내부 압력이 있는 홀 실링 시 문제 해결 

 플러그 및 실 – b&m-KL PLUG® 

 실링은 적용 공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각기 다른 

팽창계수로부터 장기적인 실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합에 맞는 소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적합한 소재 결정 후에는 각 실링 

요소를 위한 홀 또는 나사산을 

가공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좁은 오차범위와 고품질의 표면 

처리상태를 요구합니다. 이 단계가 

면밀히 고안되어야 글리콜-워터 혼합액 

또는 오일과 같은 매체에 대해 안전한 

실링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실링 요소들은 기능상 중요한 영역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사용을 배제하도록 프로세스 검증이 

고안되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b&m-KL PLUG®:내압 최대 30bar 

 제품특성 :

•  직경: 8mm ~ 24mm  

•  소재: 스틸, 스테인리스 및 

알루미늄, 장착할 대상 부품 소재에 

따른 사용 가능 

•  코팅: 사양에 따라 가능 

•  작동 압력: 내압 최대 30bar 

•  작동 온도: -40°C ~ + 200°C 

사이에서 사용 가능 

•  실링 요소로서 구멍을 밀봉함 

•  금속 마개로 기능함, 수리 시 너무 

큰 구멍을 막을 수 있으며 이때 더 

작은 나사산이 사용됨 

•  센서 및 프로브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음 

•  체적 유량율 제어용 부품으로 사용 

가능 

 b&m-KL PLUG®는 압축 응력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는 구멍 잠금 및 실링용 일체형의 범용 
시스템입니다. 소재와 직경이 다양하여 원하는 고객의 용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가능하며, 최대 
30bar까지 실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장착하면서도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구멍 잠금 및 실링 시스템과 비교하여 다양한 장점을 갖습니다.

해결책 :  압력에서도 신뢰성 있고 

공정 안정성이 보장된 실링  

• 다양한 소재 가능: 강철, 

스테인리스강 및 알루미늄

• +0,2mm의 drilling 공차만 필요

• 내압 최대 30bar

• 변형/이탈 예방

• 경량

 활용 분야 :



 Global Solutions for Fasteners 

작업은 대개 조립 공간의 문제로 인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실링 했던 홀을 다시 실링하려면, 

분해 시 생성된 잔류물 제거를 위한 

세척 외에도 부수적인 준비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결책 :  저렴한 가격의 효율적인 

실링 시스템

• 일체형 부품(폐기물 미발생)

• 부식 위험의 감소(노출된 부식 

포인트 없음)

• 부품 손상 없이 조립 및 분해(

절삭 잔류물 형성 안 됨)

• 홀 재사용 가능성(재가공 불필요)

• 낮은 투자비(표준 조립장치)

부품 손상없이 조립 및 분해

도전 과제 :

 폐기물 또는 잔류물 발생 없이 조립 및 

제거 

 확장기와 같은 다수의 플러그들은 조립 

시 조립 장치에서 수거하여 폐기해야 

하는 폐기물(심봉)을 생성합니다.

알루미늄 압력 주조 부품에 홀을 실링 

하기 위해 스크류 플러그를 사용하는 

경우, 카운터 부품의 나사산이 필요한 

조임 토크와 전단력을 흡수할 수 

있는지(수리 시 나사를 다시 조이는 

경우) 보장되어야 합니다. 홀에서 다시 

플러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절삭 

잔류물 없이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

예외: 스크류 플러그)

그런 다음 새 플러그에 필요한 더 큰 

직경에 홀을 뚫어야 하는데, 이런 

 조립전  조립 절차 완료됨 

 지정된 브레이킹 지점 – 하단부 노출부위가 
실링 몸통 안쪽으로 당겨짐 

 독일에서 생산된 b&m-KL PLUG® 제품군은 고객님의 용도에 꼭 맞는 다양한 소재 및 구조 옵션을 제공합니다. 용도에 맞는 새로운 개발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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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us! 

 귀사의 접합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다양한 영역의 기술상

담을 현장에서 제공합니다. 기술 서비스 범위:

- 응용 기술

- 공정 최적화

- 새로운 접합 시스템 개발

당사는 구매 및 물류 분야도 기술상담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