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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스위치를 패널과 함께 주문하면 추가 비용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고: 별도 주문이 없을 경우 45 x 92 mm (1⁄8"DIN)
계량 차단기를 제공합니다.

모델 번호 잭의 스위치 계량 
ANSI 색상 코드 총 개수 차단기 차단기

 19MJP1-10-(*) 10 – –
 19MJP1-12-(*) 12 – –
 19MJP1-18-(*) 18 – –
 19MJP1-20-(*) 20 – –
 19MJP1-30-(*) 30 – –
 19MJP2-32-(*) 32 – –
 19MJP2-40-(*) 40 – –
 19MJP1-10-(*)-OSW 10 76 mm (3") –
 19MJP1-20-(*)-OSW 20 76 mm (3") –
 19MJP2-40-(*)-OSW 40 127 mm (5") –
 19MJP3-30-(*)-OSW 30 127 mm (5") –
 19MJP3-40-(*)-OSW 40 127 mm (5") –
 19MJP4-40-(*)-OSW 40 127 mm (5") –
 19MJP1-10-(*)-OSW-MTR 10 76 mm (3") Y
 19MJP2-20-(*)-OSW-MTR 20 76 mm (3") Y
 19MJP3-30-(*)-OSW-MTR 30 127 mm (5") Y
 19MJP4-40-(*)-OSW-MTR 40 127 mm (5") Y
비고: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출하됩니다. 배선을 원하시면(배선 비용추가)
*J, K, T, E, R, S, N, G, C, D 또는 U (써모커플 타입)을 입력하세요. 먼지 덮개는 별매입니다.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됩니다.
주문 예: 길이가 483 mm (19")이고 3개의 열로 구성된 K형 소형 패널 잭 커넥터 40개와 오메가
셀렉터 스위치용 차단기가 있는 19MJP3-40-K-OSW

열 패널 스위치 잭의
번호 높이 사이즈 최대 수

1 133 mm (51⁄4") 76 mm (3") 20
2 133 mm (51⁄4") 76 mm (3") 40
2 178 mm (7") 127 mm (5") 40
3 178 mm (7") 127 mm (5") 60
4 178 mm (7") 127 mm (5") 80

스위치 차단기가 있는 483 mm (19") 패널잭

483 mm (19") 패널잭

열 패널 잭의 
번호 높이 최대 수

1 89 mm (31⁄2") 30
 2 89 mm (31⁄2") 60

3 133 mm (51⁄4") 90
4 178 mm (7") 120

열 패널 높이 스위치사이즈 잭의 
번호 (mm/inch) (mm/inch) 최대 수

1 133 (51⁄4") 76 (3") 10
2 133 (51⁄4") 76 (3") 20

 3 178 (7") 127 (5") 30
 4 178 (7") 127 (5") 40

스위치 및 개량 차단기가 있는
483 mm (19") 잭 패널

맞춤형 색 코드를 지정한 맞춤형 양극처리 
패널에 대해 정보를 원하면 영업부에 

상담하세요.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스위치와 계량기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더스트 캡
별도로 판매

19MJP 시리즈

CNPT 시리즈 
kr.omega.com/CNPT_SERIES

483 mm (19")  패널잭 
소형 커넥터가 결합된 3.1 mm (1/8") 두께의 패널
483 mm (19") Panel Jacks Miniature Connectors 
With Anodized Panels Rugged 3.1 mm (1⁄8") Thick Panels

kr.omega.com/19MJP

ID 라벨은 사용자의 간편한 확인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별도 구매 가능 

CNPT 시리즈 
kr.omega.com/OSTW_SW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