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20

C

C-20

C

액
세

서
리

극세 절연 와이어 멀티 컨덕터 리본  
케이블

멀티 컨덕터 차폐  
케이블

U 3 Mil PTFE 피막

U 단선 구조

U 압출형 PFA

U 진공 환경에 적합함

U 비-가연성

최대 304 m (1000’) 연속 길이 박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와이어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터미널 스트립과 패드에 솔더링 연결 시 
이상적입니다.

U 28 AWG 게이지  
10~50 컨덕터 

U 105°C (221°F)에 이르는  
PVC 등급 

U 컬러 코드 적용

U 30.5 m (100’) 길이의 롤

OMEGA의 리본 케이블은 손쉬운 말단 
처리를 위해 투명한 PVC 필름으로 
라미네이팅하여 사전 절연 처리된 PVC 
도체형 케이블입니다. 컬러 코딩으로 각 
회선별 확인과 회로 추적을 신속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중 도체형 리본 케이블은 원하는 
폭만큼 잘라내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 24 AWG 주석도금동  
와이어 

U PVC 절연

U #24 접지용 와이어를 이용한 
알루미늄-폴리에스터 차폐막

U 전체 PVC 외피 적용

U 30.5 m (100’) 길이의 롤

차폐 케이블은 각 장비들과 트랜스듀서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높은 전도성과 노이즈에 
대한 면역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높은 EMI/RFI 
환경에서 낮거나 높은 수준의 전압 신호와 mA
의 픽업용으로 적합합니다. 

WIRE END

평면 비절연 리본 리드는 스트레인 게이지 솔더링용 패드와 
접착형 터미널 패드 사이에 점퍼 와이어 연결을 하기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리드를 쓰면 솔더링으로 부착되고 
쉽게 구부릴 수 있어서 작고 신축성 있는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문하려면 kr.omega.com/px_wire  
 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지름 길이 
 모델 번호 mm (inch) m (ft)

 TFCP-003-50  0.076 (0.003) 15.2 (50)

 TFCP-003-100  0.076 (0.003) 30.5 (100)

 TFCP-003-500   0.076 (0.003) 152 (500)

 TFCP-005-50  0.127 (0.005) 15.2 (50)

 TFCP-005-100  0.127 (0.005) 30.5 (100)

 TFCP-005-500  0.127 (0.005) 152 (500)

 TFCP-010- 50  0.254 (0.010) 15.2 (50)

 TFCP-010-100  0.254 (0.010) 30.5 (100)

 TFCP-010-500 0.254 (0.010) 152 (500)

  TFCP-015- 50  0.381 (0.015) 15.2 (50)

  TFCP-015-100  0.381 (0.015) 30.5 (100)

  TFCP-015-500 0.381 (0.015) 152 (500)

 TFCP-020-50  0.508 (0.020) 15.2 (50)

 TFCP-020-100  0.508 (0.020) 30.5 (100)

 TFCP-020-500  0.508 (0.020) 152 (500)

 TFCP-032-50  0.813 (0.032) 15.2 (50)

 TFCP-032-100  0.813 (0.032) 30.5 (100)

 TFCP-032-500  0.813 (0.032) 152 (500)

   전도체 
 모델 번호 회선 수

 RC4-100 4
 RC10-100 10
 RC14-100 14
 RC16-100 16
 RC20-100 20
 RC26-100 26
 RC50-100 50

  전도체 외경 MM (inCh) 
 모델 번호 회선 수 명목값

 TX2-100 2 3.18 (0.125)
 TX4-100 4 4.83 (0.190)
 TX8-100 8 5.59 (0.220)
 TX15-100 15 7.11 (0.280)
200, 500 및 1000’ 길이로도 제공됨.

 모델 번호 설명

 RLF-012-004-50 주석도금 동제 플랫 와이어 
  주석 2 μ, 0.30 W x 0.10 mm D  
  (0.0118 x 0.004")

리본 리드

센서 및 트랜스듀서용 와이어 및 케이블-스풀 단위 외 판매 용도에 맞게 구매하세요.
SENSOR AND TRANSDUCER WIRE AND CABLE CONVENIENT PRE-SPOOLED LENGT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