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파트 번호 
커넥터	 핀	 크기	mm	(인치)	

	모델	번호	 크기	 수	 방식	 A	 B	 D

 M8-S-F-FM M8 3 직선형 암 연결 37 (1.45) N/A 12 (0.46)
 M8-S-M-FM M8 3 직선형 수 연결 45 (1.77) N/A 12 (0.48)
 M8-R-F-FM M8 3 직각 암 연결 28 (1.10) 19 (0.73) 12 (0.48)
 M8-R-MF-FM M8 3 직각 수 연결 35 (1.36) 19 (0.73) 12 (0.48)
 M12-S-F-FM M12 4 직선형 암 연결 46 (1.81) N/A 18 (0.71)
 M12-S-M-FM M12 4 직선형 수 연결 52 (2.05) N/A 20 (0.79)
 M12-R-F-FM M12 4 직각 암 연결 35 (1.38) 30 (1.18) 20 (0.79)
 M12-R-M-FM M12 4 직각 수 연결 42 (1.65) 31 (1.22) 20 (0.79)
 M12.5-S-M-FM M12 5 직선형 암 연결 54 (2.13) N/A 20.2 (0.80)
 M12.8-S-M-FM M12 8 직선형 암 연결 54 (2.13) N/A 20.2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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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M12 시리즈

U M8이나 M12를 연결하는장비에	
편리하게연결

U 직각이나직선형	커넥터로구입가능 

U IP67 등급

U 커넥터에황동판으로	만든핀과	

소켓이	포함됨

M12 커넥터는 18 ~ 24 AWG 규격 도체가 
있으며  케이블 지름이 4 ~ 6 mm (.16 ~ .24")인 
기존의 센서나 연장 케이블에 나사식 연결로 부착
할 수 있습니다. M8 커넥터는 지름이 4 ~ 6 mm      
(.16 ~ .24”)인 24 AWG 규격 도체 케이블에    
납땜할 수 있습니다. 직선형이나 직각 연결 방식의 
수형 커넥터와 암형 커넥터는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M8	커넥터,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M12	커넥터,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M8-R-F-FM

M8-R-M-FM

M8-S-F-FM

M8-S-M-FM

M12-S-M-FM

M12-S-F-FM

M12-R-M-FM

M12-R-F-FM

M12	커넥터는	납땜이	필요	
없이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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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센서 구매에 커넥터를 추가하려면 커넥터 부품 번호를 센서 모델 번호 뒤에(대시 기호 없이) 추가하세요. 이때 센서 가격에 비용이 추가됩니다. 
주문 예: PR-20-2-100-1/4-2-E-T-M8SMFM = 케이블에 M8-S-M-FM 커넥터를 연결한 PR-20-2-100-1/4-2-E-T RTD 센서 (커넥터 배선 요구사항을 지정하세요. 핀1, 
핀2는 붉은색 선, 핀 3은 흰색 선)
주문 예: M8-S-F-FM, 현장 설치 가능, 직선형 암형 연결식 3핀 M8 방식 커넥터. M12-R-M-FM, 현장 설치 가능, 직각 수형 연결식 4핀 M12 커넥터.

현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M8 및 M12 커넥터
기존의 센서와 케이블에 연결
Field Mountable M8 & M12 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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