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대기 용접한 피복이 없는
얇은 열전대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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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Welded Unsheathed Fine Microtemp Thermocouples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맞댐 용접함.

®

OMEGA는 표준 비드

와이어 써모커플보다
반응 시간이 빠르고 더
좁은 공간에 이용할 수
있는 맞댐 용접한 나전선
써모커플를 제공합니다.

주문 주요 사항
비금속 써모커플
주어진 가격은 길이 300 mm (12”)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크기와 길이는 특별 주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길이 300 mm (12”)는 600 mm (24”)
루프에 해당합니다. 0.125 mm (0.005”) 이상의
비금속 캘리브레이션의 와이어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하려면, 패키지 당 300 mm (12”)마다 비용이 추
가됩니다. NURPHJDFRP 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
항을 확인하세요.

백금/로듐 써모커플
주어진 가격은 길이 150 mm (6”)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크기와 길이는 특별 주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백금/로듐 캘리브레이션의 와이어 길이를
더 길게 주문하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비고: 음극선은 붉은 점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에서
지니어링
오메가엔 색하세요!
검
를
대
열전

백금/로듐 캘리브레이션: 길이 표준 150 mm
(6”) - 개별 판매
캘리브레이션

와이어 지름
mm (인치)

모델
번호

Pt/13%Rh-Pt 0.25 (0.010) P13R-010-BW
Pt/10%Rh-Pt 0.25 (0.010) P10R-010-BW

백금/로듐 와이어 지름
[25mm (1”) 당 가격이 추가됩니다]

0.25 mm (0.010")

Pt/30%RhPt/6%Rh-

0.25 (0.010) P30R-010-BW

비금속 캘리브레이션: 표준 길이 300 mm (12”)
캘리브레이션

와이어 지름
mm (인치)

모델
번호

0.075 (0.003)† IRCO-003-BW
0.125 (0.005)† IRCO-005-BW
0.25 (0.010) IRCO-010-BW
0.38 (0.015) IRCO-015-BW
0.5 (0.020) IRCO-020-BW
0.81 (0.032) IRCO-032-BW
CHROMEGA70 0.075 (0.003)† CHAL-003-BW
ALOMEGA
0.125 (0.005)† CHAL-005-BW
0.25 (0.010) CHAL-010-BW
0.38 (0.015) CHAL-015-BW
0.5 (0.020) CHAL-020-BW
0.81 (0.032) CHAL-032-BW
구리0.075 (0.003)† COCO-003-BW
콘스탄탄
0.125 (0.005)† COCO-005-BW
0.25 (0.010) COCO-010-BW
0.38 (0.015) COCO-015-BW
0.5 (0.020) COCO-020-BW
0.81 (0.032) COCO-032-BW
CHROMEGA70 0.075 (0.003)† CHCO-003-BW
콘스탄탄
0.125 (0.005)† CHCO-005-BW
0.25 (0.010) CHCO-010-BW
0.38 (0.015) CHCO-015-BW
0.5 (0.020) CHCO-020-BW
0.81 (0.032) CHCO-032-BW
철콘스탄탄

* 비금속 써모커플은 Special Limit of Error와이어.
† 최대 길이 300 mm (12”)

주문 예: CHAL-010-BW,
K형 CHROMEGA6/ -ALOMEGA6/
맞댐 용접, 보호관이 없는 가는 규격 써모커플, 패키지 당 5개.
써모커플 절연체 모델 번호 SH, DH, FS, OV도 NURPHJDFRP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고: 정가는 인쇄 당일의 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귀금속
시장 변동에 의해 변할 수 있습니다.

A-19

특수 크기, 합금, 부품
특수한 크기로 주문하려면, 합금이나 부품은 분명하게 해야
하고, 가능하면 스케치나 인쇄물을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