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51

32 
(1.25)

M12CM-EXTP-K-SF-3 
케이블, 별도 판매.

M12CM-EXTP-K-RF-3 
케이블, 별도 판매.

28.5 
(1.125)

선택사양인 확장 케이블. 
치수: mm (in)

A-151

써머커플 프로브와
설치 나사산 및 M12 커넥터
표준 크기

U  J 유형 및 K유형 써머커플 교정

U  단일 및 듀얼 엘리먼트 구성

U  비접지형 접점

U 커넥터 온도 범위

    -50 ~ 85°C (-58 ~ 185°F)

U  304 스테인레스 스틸 프로브

    (J 유형) 및 인코넬 600

    프로브 (K 유형)

U  직경 1/8 또는 1/4인치

    이용 가능

U  다수의 표준 길이

    이용 가능

U  스테인리스 스틸 변환점과

    M12 커넥터

U  가로축 및 세로축

    (6인치 길이 또는 조금 짧은)

    에서 3시간 동안 5 ~ 500 

    Hz 사이의 3g 

    진동테스트 진행

M12 시리즈

표준

(*)1/8" 프로브 직경을 원하시면 “1/8”또는 1/4" 프로브 직경을 원하시면 “1/4”를 삽입하세요

듀얼 엘리먼트를 원하시면, 모델 번호에 “-DUAL” 을 추가하세요. 가격 곱하기.

더 긴 프로브 길이를 원하시면 모델 번호에 인치 단위로 요청하는 길이를 추가하세요. J 유형 304 SST 가격에 인치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는 K 유형 인코넬 600 보호관에 인치당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주문 예:  M12JSS-18-U-6-B, J 유형 써머커플, 1/8" 직경 및 6" 길이와 304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관, 스테인리스 스틸 변환점과 및 1/2 NPT 피팅

과 M12 커넥터. M12KIN-14-U-6-C-DUAL, K 유형 비접지형 듀얼 엘리먼트 써머커플, 1/4" 직경 및 6" 길이와 인코넬 600 보호관, 스테인리스 스틸

변환점과 3/8 NPT 피팅 및 M12 커넥터.

M12 4-핀 커넥터.

설치 나사산.

M12JSS-1/4-U-6-B

M12JSS-1/4-U-6-A

그림의 2개 모델 모두
실제 크기보다 작음.

프로브
직경

프로브
길이

프로브
길이

 주문 하시려면
  프로브 써머커플 보호관 설치 
 모델 번호 길이 교정 재질 나사산

 M12JSS-(*)-U-6-A 6" J 304 SST 없음

 M12JSS-(*)-U-6-B 6" J 304 SST 1⁄2 NPT

 M12JSS-(*)-U-6-C 6" J 304 SST 3⁄8 NPT

 M12JSS-(*)-U-6-D 6" J 304 SST 1⁄4 NPT

 M12KIN-(*)-U-6-A 6" K 인코넬 600 없음

 M12KIN-(*)-U-6-B 6" K 인코넬 600 1⁄2 NPT

 M12KIN-(*)-U-6-C 6" K 인코넬 600 3⁄8 NPT

 M12KIN-(*)-U-6-D 6" K 인코넬 600 1⁄4 NPT

44.5 
(1.75)



A

A-152

32 
(1.25)

M12CM-EXTP-KI-SF-3 
케이블, 별도 판매.

M12CM-EXTP-KI-RF-3 
케이블, 별도 판매.

28.5 
(1.125)

선택사양인 확장 케이블. 
치수: mm (in)

A

A-152

M12 4-핀 커넥터.

M8X1 설치 나사산.

M12JSS-M6-U-200-E

M12JSS-M6-U-200-A

프로브
직경

프로브
길이

프로브
길이

써머커플 프로브와
M12 몰드형 커넥터
미터 규격 크기

U  J 및 K 유형 
    써머커플 교정
U  단일 및 듀얼 엘리먼트 
    구성
U  비접지형 접점
U  커넥터 온도 범위
    -50 ~ 85°C (-58 ~ 185°F)
U  304 스테인레스 스틸 프로브
    (J 유형) 및 인코넬 600
    프로브 (K 유형)
U  직경 6 mm 또는 
    3 mm 이용 가능
U  다수의 표준 길이
    이용 가능
U  스테인리스 스틸 변환점과
    M12 커넥터
U  가로축 및 세로축 (150mm  

길이 또는 조금 짧은)에서 
    3시간 동안 5 ~ 500 Hz
    사이의 3g 진동테스트 진행

M12 시리즈

미터 규격

(*) 3 mm 프로브 직경을 원하시면 “M3” 또는 6 mm 프로브 직경을 원하시면 “M6”을 삽입하세요.

듀얼 엘리먼트를 원하시면, 모델 번호에 “-DUAL” 을 추가하세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더 긴 길이를 원하시면 모델 번호에 밀리미터 단위로 요청하는 길이를 입력하세요. 304 SST 보호관 J 유형 가격에 25 mm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는 인코넬 600 보호관 K 유형 써머커플 가격에 25 mm 당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주문 예:  M12JSS-M3-U-200-E, J 유형 써머커플과 3 mm 직경, 200 mm 길이 304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관, 스테인리스 스틸 변환점 및 M12 커넥터.

M12KIN-M3-U-200-A-DUAL, 듀얼 엘리먼트 K 유형 써머커플과 3 mm 직경, 200 mm 길이 인코넬 600 보호관, 스테인리스 스틸 변환점 및 M12 커넥터.

그림의 2개 모델 모두
실제 크기보다 작음.

 주문 하시려면
  프로브 써머커플 보호관 설치 
 모델 번호 길이 교정 재질 나사산

 M12JSS-(*)-U-200-A 200 mm J 304 SST 없음

 M12JSS-(*)-U-200-E 200 mm J 304 SST M8x1

 M12JSS-(*)-U-200-F 200 mm J 304 SST M10x1

 M12KIN-(*)-U-200-A 200 mm K 인코넬 600 없음

 M12KIN-(*)-U-200-E 200 mm K 인코넬 600 M8x1

 M12KIN-(*)-U-200-F 200 mm K 인코넬 600 M10x1

44.5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