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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OMEGA의 K 및 N형 보정 전용 열전대 기술

U  매우 안정적인 온도 변화 - 25주 동안 2.8°C 미만

U  작은 크기의 제품보다 더 나은 성능 - 0.8 mm 탐침이 3
년 동안 815°C (1500°F)온도를 견딤

U  탐침 예상 수명이 경쟁 제품보다 최대 10배 더 김*
U  온도를 최대 1335°C (2400°F)까지 취급

OMEGATM는 혁신적인 열전대 기술을 이용한 Super 
OMEGACLADTM XL 열전대 탐침 제품을 제공합니다. 미네랄 절

연(MI) 열전대 케이블용 최신 공정과 완성된 열전대 탐침 조립체를 
이용해 제작한 이 온도 센서는 성능을 최대화했고, 심지어 지름이 극
도로 작은 제품에서도 그러합니다. 이들 장비는 거친 환경의 탄화, 
산화, 염소화에 내성이 있습니다.

긴 수명, 적은 관리
1204°C (2200°F)에 가까운 혹독한 온도에서 장비를 가동하면, 

과도한 관리 속에서 고장 난 열전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고, 

생산 속도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고, 제품 품질에 일관성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비교 시험 결과 Super OMEGACLADTM XL 열전대 탐침은

지속적으로 최고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본사의 혁신적인 온도 

센서는 지름이 같거나 더 큰 경쟁사의 Inconel® 600 덮개탐

침보다 10배 이상 더 오래갑니다. 업무의 혁신을 일으키는데 

OMEGATM의 우수한 제품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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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시간 근사치 – 물 속에서 비접지

탐침은 실제 크기보다 
50%만큼 작습니다.

Super OMEGACLAD® XL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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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OMEGACLADTM XL Inconel® 600 탐침

* 시험은 “S”형 NIST 추적 가능 표준과 비교해 야외 전기 머플로에서 비접지 탐침을 이용해 실행했습니다. 
개별 결과는 소비자의 사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conel® 은 스페셜 메탈 코퍼레이션의 등록 상표입니다.

Inconel® 600 
탐침 고장

표준 오류 제한

특수 오류 제한

특수 오류 제한

표준 오류 제한

Super OMEGACLADTM XL vs. Inconel® 600,
지름 0.8mm (0.032”), K형, 815°C (1500°F)에서 유지

Inconel® 600
탐침 고장

표준 오류 제한

표준 오류 제한

특수 오류 제한

특수 오류 제한

KQXL-18U-12,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2.25 sec**

0.55 sec**

0.3 sec**

~0.25 sec**

52일 동안 1204°C (2200°F)에서 다른 제품으로 
17번 교체하던가, 아니면 오메가 제품으로 한번만 
교체하세요!
수명 주기 실험실 시험에서, Super OMEGACLADTM XL 덮개
0.125” K형 탐침은 온도 1204°C (2200°F)에서 52일 동안 지속적
으로 작동한 반면, 경쟁사의 0.125” Inconel® 600 덮개 K형 탐침
은 3일 동안 작동했습니다.†

† 결과는 용도와 작동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성능!

OMEGA가
만든 독점적이고
혁신적인 제품

작은 크기, 큰 성능!
보통 지름이 0.8 mm 

(0.032”)인 K형 탐침은 최대 

온도가 700°C (1260°F)입니

다. Super OMEGACLADTM

XL 지름 0.8 mm (0.032”)

탐침은 3년간 온도 815°C 

(1500°F)를 견뎠고, 심지어 2

개월 동안은 온도가 1000°C 

(1832°F)까지 올라갔습니다.

Super OMEGACLADTM XL 열전대 프로브
온도 측정 기술의 발전
Super OMEGACLADTM XL Thermocouple Probes
A Technological Advance in Temperature Measurement

케이블 클램프 및 
대응 커엑터 별도 판매 

kr.omega.com/KMQXL_NMQ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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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el® 600Brand BBrand AOMEGACLADTM XL

538°C부터 1338°C까지 (1000 ~ 2440°F) 1시간 간격으로 측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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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최대 1335°C (2400°F)까지 시험을 하면서, Super 
OMEGACLADTMXL 은 Inconel® 600 및 기타 경쟁사의 고온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OMEGA는 10등급 청정실에서 Super OMEGACLADTM XL 열전대 탐침을 이용
해 중요한 공정 온도를 감시하고 변함없는 고품질 제품을 만듭니다.

NB3-CAXL-14U-12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탐침을 슈퍼 OMEGACLADTM XL 

덮개 열전대 도선과 탐침에 이용할 수 

있는지 식별하려면 이 로고를 찾아보

세요.

.

TJ36-CAXL-18U-12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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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C (2100°F)에서 장기 EMF 변화 시험
XL 대 경쟁사의 K 보정, 지름 3.2 mm (1/8인치) 탐침Super OMEGACLADTM

경과 시간 – 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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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S"형 NIST 추적 가능 표준과 비교해 야외 전기 머플로에서 비접지 탐침을 
이용해 실행했습니다. 개별 결과는 소비자의 사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conelTM은 스페셜 메탈 코퍼레이션의 등록 상표입니다. 

적은 변화, 신뢰할 수 있는 온도!
Super OMEGACLADTM XL의 저변화 특징은 다른 브랜드나 덮개
재료보다 온도 판독 값의 신뢰성을 더 길게 보장합니다. 15주 내에, 
브랜드 A, B, C는 8.3°C 이상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5주째에 
Super OMEGACLADTM XL의 변화는 2.8°C 미만이었습니다.*

지름 1.6 mm (1/16”)의 K형 보정
Super OMEGACLADTM XL K타입 대 경쟁사와 

2

TM

Inconel® 600

kr.omega.com/KMQXL_NMQ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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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최대 1335°C (2440°F)까지 이용
U 고온에서 우수한 장기 안정성을 보임
U 지름이 더 큰 제품을 구입 가능 (영업부와 상의하세요)

표준 규격 - 빠른 연결 탐침

소형 방식

대응 커넥터 및 
케이블 클램프는 

별도 판매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ANSI 색 코드/합금 덮개 지름 (인치)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성형한 표준 커넥터
1⁄16 KQXL-116[*]-[**]1⁄8 KQXL-18[*]-[**]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3⁄16 KQXL-316[*]-[**]
1⁄4 KQXL-14[*]-[**]

1⁄16 NQXL-116[*]-[**]
1⁄8 NQXL-18[*]-[**]OMEGA-PTM-

OMEGA-NTM XL Sheath 3⁄16 NQXL-316[*]-[**]
1⁄4 NQXL-14[*]-[**]

소형 커넥터 
0.010 SCAXL-010[*]-[**]
0.020 SCAXL-020[*]-[**]
0.032 SCAXL-032[*]-[**]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0.040 KMQXL-040[*]-[**]
0.062 KMQXL-062[*]-[**]
0.125 KMQXL-125[*]-[**]
0.020 SNNXL-020[*]-[**]
0.032 SNNXL-032[*]-[**]OMEGA-PTM-

OMEGA-NTM XL Sheath 0.040 NMQXL-040[*]-[**]
0.062 NMQXL-062[*]-[**]
0.125 NMQXL-125[*]-[**]

ANSI 색 코드/합금 덮개 지름 (인치)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튼튼한 변화 접점 탐침
1⁄16 TJ36-CAXL-116[*]-[**]
1⁄8 TJ36-CAXL-18[*]-[**]
3⁄16 TJ36-CAXL-316[*]-[**]CHROMEGATM -

ALOMEGATM XL Sheath 1⁄4 TJ36-CAXL-14[*]-[**] 5⁄16 TJ36-CAXL-516[*]-[**] 3⁄8 TJ36-CAXL-38[*]-[**]
1⁄16 TJ36-NNXL-116[*]-[**]
1⁄8 TJ36-NNXL-18[*]-[**]
3⁄16 TJ36-NNXL-316[*]-[**]OMEGA-PTM-

OMEGA-NTM XL Sheath 1⁄4 TJ36-NNXL-14[*]-[**]
5⁄16 TJ36-NNXL-516[*]-[**] 3⁄8 TJ36-NNXL-38[*]-[**]

소형 변화 접점 탐침
0.010 KMTXL-010[*]-[**] 
0.020 KMTXL-020[*]-[**]
0.032 KMTXL-032[*]-[**]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0.040 KMTXL-040[*]-[**]
0.062 KMTXL-062[*]-[**]
0.125 KMTXL-125[*]-[**]
0.020 NMTXL-020[*]-[**]
0.032 NMTXL-032[*]-[**]OMEGA-PTM-

OMEGA-NTM XL Sheath 0.040 NMTXL-040[*]-[**]
0.062 NMTXL-062[*]-[**]
0.125 NMTXL-125[*]-[**]

표준 규격 - 변화 접점 탐침

비고: 지름이 0.032” 이상인 탐침은 성형한 변화 접합부와 함께 제공됩니다. 더 작은 크기의 탐침은 스테인리스 스틸 변화 접합부와 함께 제공됩니다. 피복 

없는 도선은 기본 제공됩니다.

[*]접점 유형을 지정하세요. “G” (접지), “E” (노출), “U” (비접지). 
[**]길이를 인치 단위로 지정하세요: “6”, “12”, “18”, “24”.

직선 M8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S-M”을 추가하고, 직선 M12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을 추가하세요. 

직각 M8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R-M”을 추가하고, 직각 M12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을 추가하세요.

빠른 연결 탐침 주문 예: KQXL-18U-12, 성형한 빠른 연결 탐침, K형 (CHROMEGATM-ALOMEGATM), Super OMEGACLAD TM XL 덮
개, 1/8” OD, 비접지 접점, 12”.

변화 접점 탐침 주문 예: TJ36-CAXL-14G-12, 튼튼한 변화 접점 탐침, K형 (CHROMEGATM-ALOMEGATM), Super OMEGACLAD TM 
XL 덮개, 1/4” OD, 접지 접점, 12”.

소형

표준 크기

연결 커넥터
및 케이블 클램프 

별도 판매 

듀얼 요소

이 페이지에 있는 탐침은

오메가의 듀얼 요소 구성으로 

구매 가능
영업 지원 / 문의 
15 8 8 - 8 9 8 3 

튼튼한 방식

Super OMEGACLADTM XL 탐침
고온에서 매우 낮은 변화, 우수한 정확도, 안정성, 가치 - 표준 규격
Super OMEGACLADTM XL Probes 
Very Low Drift at High Temperatures Super Accurate, Super Stable, Super Value—Standard Dimensions

kr.omega.com/KMQXL_NMQ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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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 색 코드/합금 덮개 지름 (인치)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1⁄16 NB(*)-CAXL-116[*]-[**]1⁄8 NB(*)-CAXL-18[*]-[**]3⁄16 NB(*)-CAXL-316[*]-[**]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1⁄4 NB(*)-CAXL-14[*]-[**] 5⁄16 NB(*)-CAXL-516[*]-[**] 3⁄8 NB(*)-CAXL-38[*]-[**]
1⁄16 NB(*)-NNXL-116[*]-[**]1⁄8 NB(*)-NNXL-18[*]-[**]3⁄16 NB(*)-NNXL-316[*]-[**]OMEGA-PTM-

OMEGA-NTM XL Sheath 1⁄4 NB(*)-NNXL-14[*]-[**] 5⁄16 NB(*)-NNXL-516[*]-[**]3⁄8 NB(*)-NNXL-38[*]-[**]

[*] 접점 유형을 지정하세요. “G” (접지), “E” (노출), “U” (비접지), S (표면). [**] 길이를 인치 단위로 지정하세요: “6”, “12”, “18”, “24”.
직선 M8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S-M”을 추가하고, 직선 M12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을 추가하세요. 직각 M8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R-M”을 추가하고, 직각 M12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을 추가하세요.

주문 예: KHXL-14G-RSC-12, 다용도 핸들 탐침, K형 (ChROMEGATM-ALOM EGATM), 슈퍼 OMEGACLAD TM XL 덮개, 1/4” OD, 접지 접점, 길이 12”, 종단에 소형 커넥터 
(SMP)가 달려 있습니다.
†비고: 이 지름의 제품은 성형하지 않고 수동으로 조립합니다.

(*)A-131페이지부터 A-136까지의 헤드 방식을 지정하세요: 1 (NB1), 2 (NB2), 3 (NB3), 4 (NB4), 5 (NB5), 6 (NB6), 7 (NB7), 8 (NB8), 9 (NB9), 10 

EGATM) 슈퍼 OMEGACLAD® XL 덮개, (1/4”) 

EGATM-ALOMEGATM), Super OMEGACLADTM XL 

(NB10), 11 (NB11), 12 (NB12). 비고: 지름 3/8”의 탐침에는 NB4, 8, 10, 11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접점 유형을 지정하세요. “G” (접지), “E” (노출), “U” (비접지), S (표면).
[**]길이를 인치 단위로 지정하세요: “6”, “12”, “18”, “24”.
용수철이 든 디자인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델 번호에 “-SL”을 추가하세요. 비용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주문 예: NB1-CAXL-14G-12, 산업용 헤드 탐침, NB1 방식 헤드, K형 (ChROMEGATM-ALOM 
OD, 접지 접점, 길이 12”.
헤드 조립체용 교체 탐침을 주문하려면, “-RP”를 부품 번호에 추가하고 위의 가격에서 비용을 감하세요.
주문 예: NB1-CAXL-14G-12-RP, 산업용 헤드 교체 탐침, NB1 방식 헤드 조립체, K형 (ChROM
덮개, (1/4”) OD, 접지 접점, 길이 12”.

표준 규격 - 산업용 헤드 탐침 조립체와 교체용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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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C (2100°F)에서 장기 EMF 변화 시험
Super OMEGACLADTM XL 대 경쟁사의 K 보정, 지름 3.2 mm (1/8인치) 탐침

경과 시간 – 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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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규격 - 다용도 핸들 탐침

접점 유형

PROBE TIPS CUTAWAY ART
Grounded Exposed Ungrounded비접지

PROBE TIPS CUTAWAY ART
Grounded Exposed Ungrounded노출

PROBE TIPS CUTAWAY ART
Grounded Exposed Ungrounded접지

그림은 
NB1 방식의 
제품입니다.

ANSI 색 코드/합금 덮개 지름 (인치)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1⁄16 KHXL-116[*]-RSC-[**]1⁄8 KHXL-18[*]-RSC-[**]3⁄16 KHXL-316[*]-RSC-[**]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1⁄4 KHXL-14[*]-RSC-[**]5⁄16 †KHXL-516[*]-RSC-[**]3⁄8 †KHXL-38[*]-RSC-[**]
1⁄16 NHXL-116[*]-RSC-[**]1⁄8 NHXL-18[*]-RSC-[**]3⁄16 NHXL-316[*]-RSC-[**]OMEGA-PTM-

OMEGA-NTM XL Sheath 1⁄4 NHXL-14[*]-RSC-[**]5⁄16 †NHXL-516[*]-RSC-[**]3⁄8 †NHXL-38[*]-RSC-[**]

미터 규격 모델의 경우,다음 페이지를참고하세요.

그림의 

제품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Super OMEGACLADTM XL는 

모든 산업용 헤드 

탐침 방식 이용 가능! 

문의 : 1 5 8 8 - 8 9 8 3

U 표준 및 작은 크기의 빠른 연결 및 성형 
변화 접점 탐침

U	튼튼한 산업용 헤드 방식의 교체용 
탐침과 다용도 핸들 탐침

U 모든 표준 길이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6, 12, 18, 24”

맞춤형 핸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kr.omega.com/KMQXL_NMQXL

Super OMEGACLADTM XL 탐침
표준 규격 - 대부분의 열전대 탐침의 방식과 디자인 구입 가능
Super OMEGACLADTM XL Probes 
Available in Most Thermocouple Probe Styles and Designs with Standard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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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규격 - 빠른 연결 탐침

ANSI 색 코드/합금 덮개 지름 (mm)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성형한 표준 커넥터
1.5 KQXL-M15[*]-[**]
3.0 KQXL-M30[*]-[**]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4.5 KQXL-M45[*]-[**]
6.0 KQXL-M60[*]-[**]
1.5 NQXL-M15[*]-[**]
3.0 NQXL-M30[*]-[**]OMEGA-PTM-

OMEGA-NTM XL Sheath 4.5 NQXL-M45[*]-[**]
6.0 NQXL-M60[*]-[**]

소형 커넥터
0.25 KMQXL-M025[*]-[**] 
0.5 KMQXL-M050[*]-[**]

0.75 KMQXL-M075[*]-[**]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1.0 KMQXL-M100[*]-[**]

1.5 KMQXL-M150[*]-[**]
3.0 KMQXL-M300[*]-[**]
0.5 NMQXL-M050[*]-[**]
0.75 NMQXL-M075[*]-[**]OMEGA-PTM-

OMEGA-NTM XL Sheath 1.0 NMQXL-M100[*]-[**]
1.5 NMQXL-M150[*]-[**]
3.0 NMQXL-M300[*]-[**]

ANSI 색 코드/합금 덮개 지름 (mm)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튼튼한 변화 접점 탐침

1.5 TJ36-CAXL-M15[*]-[**]
3.0 TJ36-CAXL-M30[*]-[**]
4.5 TJ36-CAXL-M45[*]-[**]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6.0 TJ36-CAXL-M60[*]-[**] 
8.0 TJ36-CAXL-M80[*]-[**] 
9.5 TJ36-CAXL-M95[*]-[**]
1.5 TJ36-NNXL-M15[*]-[**]
3.0 TJ36-NNXL-M30[*]-[**]
4.5 TJ36-NNXL-M45[*]-[**]OMEGA-PTM-

OMEGA-NTM XL Sheath 6.0 TJ36-NNXL-M60[*]-[**]
8.0 TJ36-NNXL-M80[*]-[**] 
9.5 TJ36-NNXL-M95[*]-[**]

소형 변화 접점 탐침
0.25 KMTXL-M025[*]-[**] 
0.5 KMTXL-M050[*]-[**]

0.75 KMTXL-M075[*]-[**]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1.0 KMTXL-M100[*]-[**]

1.5 KMTXL-M150[*]-[**]
3.0 KMTXL-M300[*]-[**]
0.5 NMTXL-M050[*]-[**]
0.75 NMTXL-M075[*]-[**]OMEGA-PTM-

OMEGA-NTM XL Sheath 1.0 NMTXL-M100[*]-[**]
1.5 NMTXL-M150[*]-[**]
3.0 NMTXL-M300[*]-[**]

미터 규격 - 변화 접점 탐침

비고: 지름이 0.75 mm 이상인 탐침은 성형한 변화 접합부와 함께 제공됩니다. 더 작은 크기의 탐침은 스테인리스 스틸 변화 접합부와 함께 제공됩니다. 피복 
없는 도선은 기본 제공됩니다.

[*]접점 유형을 지정하세요. “G” (접지), “E” (노출), “U” (비접지). 
[**]길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지정하세요: “150” mm, “300” mm, “450” mm, or “600” mm.

직선 M8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S-M”을 추가하고, 직선 M12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을 추가하세요. 
직각 M8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R-M”을 추가하고, 직각 M12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을 추가하세요.

빠른 연결 탐침 주문 예:KQXL-M30U-300, 성형한 빠른 연결 탐침, K형 (ChROMEGATM-ALOM EGATM), 슈퍼 OMEGACLAD TM XL 덮개, 3 mm 
OD, 비접지 접점, 길이 300 mm.

변화 접점 탐침 주문 예: TJ36-CAXL-M60G-300, 튼튼한 변화 접점 탐침, K형 (ChROMEGATM-ALOMEGATM), 슈퍼 OMEGACLADTM XL 덮개, 
6 mm OD, 접지 접점, 길이 300 mm.

튼튼한 방식

소형 방식

U 최대 1335°C (2440°F)까지 이용

U 고온에서 우수한 장기 안정성을 보임

U 지름이 더 큰 제품을 구입 가능 (영업부와 상의하세요)

소형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표준 크기

kr.omega.com/KMQXL_NMQXL

Super OMEGACLADTM XL 탐침
미터 규격- 고온에서 매우 낮은 변화, 우수한 정확도, 안정성, 가치 
Super OMEGACLADTM XL Probes 
Very Low Drift at High Temperatures Super Accurate , Super Stable - Metric Dimensions

연결 커넥터
및 케이블 클램프 

별도 판매 

이 페이지에 있는 탐침은

오메가의 듀얼 요소 구성으로 

구매 가능
영업 지원 / 문의 
15 8 8 - 8 9 8 3 

듀얼 요소

대응 커넥터 및 
케이블 클램프는 

별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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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 색 코드/합금 덮개 지름 (mm)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1.5 NB(*)-CAXL-M15[*]-[**]
3.0 NB(*)-CAXL-M30[*]-[**]
4.5 NB(*)-CAXL-M45[*]-[**]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6.0 NB(*)-CAXL-M60[*]-[**] 
8.0 NB(*)-CAXL-M80[*]-[**] 
9.5 NB(*)-CAXL-M95[*]-[**]
1.5 NB(*)-NNXL-M15[*]-[**]
3.0 NB(*)-NNXL-M30[*]-[**]
4.5 NB(*)-NNXL-M45[*]-[**]OMEGA-PTM-

OMEGA-NTM XL Sheath 6.0 NB(*)-NNXL-M60[*]-[**] 
8.0 NB(*)-NNXL-M80[*]-[**] 
9.5 NB(*)-NNXL-M95[*]-[**]

[*]접점 유형을 지정하세요. “G” (접지), “E” (노출), “U” (비접지), S (표면).  [**]길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지정하세요: 150 mm, 300 mm, 450 mm, 600 mm. 표준 부품 번호를 주문하려면 
접미사 “-PFA”를 추가하세요. 300 mm (12”) 탐침, 450 mm (18”) 탐침, 600 mm (24”) 탐침의 추가 비용에 대해 확인하려면 omega.com에 방문하세요. 최대 온도는 200°C (400°F)입니다. 
비고: 이 지름의 제품은 성형하지 않고 수동으로 조립합니다.
직선 M8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S-M”을 추가하고, 직선 M12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을 추가하세요. 직각 M8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R-M”을 추가하고, 직각 M12 수 플러그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을 추가하세요.

주문 예: KHXL-M60G-RSC-300, 다용도 핸들 탐침, K형 (ChROMEGATM-ALOMEGATM), 슈퍼 OMEGACLAD TM XL 덮개, 6 mm OD, 접지 접점, 길이 300 mm, 종단에 소형 커넥터 
(SMP)가 달려 있습니다.

(*)A-131페이지부터 A-136까지의 헤드 방식을 지정하세요: 1 (NB1), 2 (NB2), 3 (NB3), 4 (NB4), 5 (NB5), 6 (NB6), 7 (NB7), 8 (NB8), 9 (NB9), 10 (NB10), 11 
(NB11), 12 (NB12). 비고: 지름 9.5 mm의 탐침에는 NB4, 8, 10, 11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접점 유형을 지정하세요. “G” (접지), “E” (노출), “U” (비접지), S (표면).
[**]길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지정하세요: 150 mm, 300 mm, 450 mm, 600 mm.
주문 예: NB1-CAXL-M60G-300, 산업용 헤드 탐침, NB1 방식 헤드, K형 (ChROMEGATM-ALOMEGATM) 슈퍼 OMEGACLAD TM XL 덮개, 6 mm OD, 접지 

EGATM), 슈퍼 OMEGACLAD TM XL 
접점, 길이 300 mm. 헤드 조립체용 교체 탐침을 주문하려면, “-RP”를 부품 번호에 추가하고 위의 가격에서 비용을 감하세요.
주문 예: NB1-CAXL-M60G-300-RP, 산업용 헤드 교체 탐침, NB1 방식 헤드 조립체, K형  (ChROMEGATM-ALOM
덮개, 6 mm OD, 접지 접점, 길이 300 mm.

ANSI 색 코드/합금 덮개 지름 (mm)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1.5 KHXL-M15[*]-RSC-[**]
3.0 KHXL-M30[*]-RSC-[**]
4.5 KHXL-M45[*]-RSC-[**]CHROMEGATM-

ALOMEGATM XL Sheath 6.0 KHXL-M60[*]-RSC-[**]
8.0 †KHXL-M80[*]-RSC-[**]
9.5 †KHXL-M95[*]-RSC-[**]
1.5 NHXL-M15[*]-RSC-[**]
3.0 NHXL-M30[*]-RSC-[**]
4.5 NHXL-M45[*]-RSC-[**]OMEGA-PTM-

OMEGA-NTM XL Sheath 6.0 NHXL-M60[*]-RSC-[**]
8.0 †NHXL-M80[*]-RSC-[**]
9.5 †NHXL-M95[*]-RSC-[**]

미터 규격 - 다용도 핸들 탐침

미터 규격 - 산업용 헤드 탐침 조립체와 교체용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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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C (2100°F)에서 장기 EMF 변화 시험
Super OMEGACLADTM XL 대 경쟁사의 K 보정, 지름 3.2 mm (1/8인치)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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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NB1 
스타일 
제품입니다.

그림의 
제품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U 표준 및 작은 크기의 빠른 연결 및 성형 
변화 접점 탐침

U	튼튼한 산업용 헤드 방식의 교체용 탐침과 
다용도 핸들 탐침

U 모든 표준 길이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150, 300, 450, 600 mm

PROBE TIPS CUTAWAY ART
Grounded Exposed Ungrounded

접점 유형

비접지

PROBE TIPS CUTAWAY ART
Grounded Exposed Ungrounded노출

PROBE TIPS CUTAWAY ART
Grounded Exposed Ungrounded접지

kr.omega.com/KMQXL_NMQXL

Super OMEGACLADTM XL 탐침
미터 규격- 대부분의 열전대 탐침의 방식과 디자인 구입 가능 
Super OMEGACLADTM XL Probes 
Available in Most Thermocouple Probe Styles and Designs- Metric Dimensions

Super OMEGACLADTM XL는 

모든 산업용 헤드 

탐침 방식 이용 가능! 

문의 : 1 5 8 8 - 8 9 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