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어 절연체 식별 및 응용 안내

Polyvinyl Polyvinyl -40 to 105°C Good Excellent Good Chloride Chloride -40 to 221°F (PVC) (PVC)

 FEP FEP -200 to 200°C Excellent Good Excellent or or -338 to 392°F Neoflon Neoflon

 PFA PFA -267 to 260°C Excellent Good Excellent  or or -450 to 500°F Neoflon Neoflon

 -267 to 260°C Excellent Good Good 
 Kapton Kapton -450 to 500°F 

 Glass PFA -73 to 260°C Good Good Excellent  Braid or -100 to 500°F   Neoflon

 Glass Glass -73 to 482°C Poor Good Poor  Braid Braid -100 to 900°F 

 High Temp High Temp -73 to 871°C Poor Good PoorGlass Glass -100 to 1300°F
 Braid Braid

 Refrasil Refrasil -73 to 871°C Poor Good to Poor to
 Braid Braid -100 to 1600°F            315°C (600°F)   315°C (600°F) 

Nextel Nextel -73 to 1204°C Poor Good Poor  Braid Braid -100 to 2200°F 

-73 to 1038°C Poor Good Poor
 Silica Silica -100 to 1990°F 

TFE TFE
-267 to 260°C Excellent Good Excellent   -450 to 500°F

PP
(Extension Grade- 

EXPP)

FF 
(Extension Grade- 

EXFF)

TT 
(Extension Grade- 

EXTT)

KK 
 

TG 
 

GG (Extension Grade- 
EXGG)

HH  

XR  
XC 

Standard Braid 
XL-Loose Braid 
XT-Tight Braid

XS 
 

TFE

절연 코드
절연체

      전체 도체

써모커플 등급 와이어의 외관
온도 범위, 

절연체
내마모성 유연성 내수성

ANSI 
컬러 
코드 
표시

IEC 컬러 코드
를 주문하려면 

kr.omega.com
에 방문하세요.



    적당함 좋음 좋음 좋음 좋음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좋음 좋음 좋음 좋음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적당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적당함 

    뛰어남 좋음 좋음 뛰어남 나쁨

– 315°C (600°F)  – 315°C (600°F)

    뛰어남 좋음 좋음 뛰어남 적당함

    뛰어남 좋음 나쁨 뛰어남 적당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뛰어남

각 나선 위에 컬러 코딩한 압출 PVC를 입힘. 주요 절연선에 PVC 적용. 

케톤, 에스테르에 영향을 받음. 

각 나선 위에 컬러 코딩한 압출 FEP를 입힘. 주요 절연선에 FEP 적용. 

뛰어난 내마모성 및 내습성.

각 나선 위에 컬러 코딩한 압출 PFA를 입힘. 주요 절연선에 압출 PFA 

재킷을 입힘. 뛰어난 내마모성 및 내습성. FEP와 기본 특성이 동일하지만 

온도 정격이 더 높음.

융해된 캡톤 테이프 약 0.15 mm를 도체에 적용. 그리고 0.10 mm 

재킷을 모두에 적용. 뛰어난 내습성 및 내마모성, 높은 절연내력 (7 kV/

mil)으로 감마선 이후에 많은 물리적 무결성을 유지. FEP는 접착식 

결합제로 이용 [약 260°C (500°F)에서 녹음].

각 나선에 압출 PFA를 입히고 재킷에 유리 브레이드. 343°C (650°F)

까지 단일 측정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음.

각 도체에 0.12 mm 유리 브레이드, 결합제 주입. 전체 유리 브레이드를 

적용 및 접합. 접합제는 내습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지만 204°C 

(400°F)에서 파괴됨.

고온. 각 도체에 유리 브레이드, 결합제 주입. 전체적으로 고온 유리 

브레이드 적용 및 접합. 접합제는 내습성과 내마모성을 향상시키지만 

204°C (400°F)에서 파괴됨.

유리 같은 실리카 섬유 브레이드를 각 나선에 적용, 이후 모두에 적용. 

구부러지거나 마모되지 않으면 982°C (1800°F)에 적합함.

고온, 각 도체에 알루미나-보리아-실리카 세라믹 섬유 브레이드, 이후 

모두에 적용. 백금 써머커플에 이용하거나 용해된 주석, 구리, 플루오르화 

수소 또는 인산, 강한 알칼리에 노출하는 것은 권하지 않음 

실리카는 매우 고순도이고 화학적으로 안정된 실임 (SiO2 함량 99%)

도체와 재킷에 컬러 코딩된 TFE 테이프를 적용. 우수한 내마모성, 

내습성, 내화학성.

내성:

용제         산 염기 화염 습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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