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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모든  OMEGATM MJP 패널잭은 추가 비용 없이 조립됩니다.
* 써모커플 교정 타입을 [ J, K, T, E, R, S, N, G, C, E, U ]  입력하세요.
주문 예: MJP3-54-K, 3개의 열이 색으로 코딩된 패널 잭, K 타입 

맞춤형 패널
OMEGATM  소형 잭 패널은 완전히 양극 처리한

알루미늄 판에 소형 패널 잭과 스냅 스트립 조립체를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패널 크기와 열전대 보정이 

무수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 목록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특수 패널은 스위치나 계량기, 혹은 두 가지 

모두와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구성의 

가격은 영업부와 상의하세요. 로우의 수와 잭 및 

보정의 총 수를 지정하세요. 가격에는 패널과 잭이 포

함됩니다.

U 스냅식 조립체

U 번호를 붙인 회로

U 규격품 크기

U 모든 소형 수형 커넥터 허용
U  양극 처리한 두께 2.3 mm (0.09”)의 

알루미늄 패널

3.3 mm 
(0.13") Dia.

3.3 mm
(0.13")

3.3 mm
(0.13") ANSI 

색 
코드 
표시

IEC 색 코드를 
주문하려면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CASS-316U-12 프로브, 케이블 클램프, 
EXPP-K-24-25 와이어 및 SMPW-K-M 커넥터 별도 판매 

사각 컷아웃에서

장착 가능 

패널잭- 소형 써모커플 소켓 패널 세트 
Panels Jacks With Color-Coded Miniature Connectors

kr.omega.com/MJP

로우 당 회로 치수:
길이 mm (inch)

1 로우
45 H (1.75)

2 로우
83 H (3.25)

3 로우
108 H (4.25)

4 로우
133 H (5.25)

6 111 (4.38) MJP1-06-(*) MJP2-12-(*) MJP3-18-(*) MJP4-24-(*)
12 207 (8.13) MJP1-12-(*) MJP2-24-(*) MJP3-36-(*) MJP4-48-(*)
18 302 (11.88) MJP1-18-(*) MJP2-36-(*) MJP3-54-(*) MJP4-72-(*)

더스트 캡: 
MPJ-CAP-12, (12 / PACK)

커넥터 몸체는 내충격성 플라스틱으로 성형 제작했고, 

최대 이용 온도는 205°C (401°F)입니다. 패널은 

튼튼한 2.3 mm (0.09") 알루미늄으로 제작했고 

무광 마감 처리했습니다. 완전하게 양극 처리를 해서 

내구성과 내부식성을 늘렸습니다.

구멍 넓이:
양 측면 3.3 mm (0.13") 
설치 구멍 지름 3.3 mm (0.13")

추가 숫자 라벨

1 ~ 6 Model 1-6L, 
Model 1-12L, 1 ~ 12 

1 ~ 18 
1 ~ 24 

Model 1-18L, 
Model 1-24L, 
Model 1-50L, 1 ~ 50 
Model 1-100L, 1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