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 작은 치수

U 스프링 클립으로 쉽게 설치 가능

U 단자 나사에 접근 가능

U 색 코딩이 되어 있음

U OMEGATM 제품뿐 아니라 모든 산업용  
    표준 소형 수 커넥터도 허용

소형 커넥터 용 먼지보호 캡
(MPJ-CAP, 한 팩 당 12개)이 선택

사양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커넥터는 설치 하드웨어(스프링 클립)와 함께 제공됩니다. 

비고: U형 (비보상) 커넥터는 B형 열전대와 함께 사용합니다 (백금/6% 로듐-백금/30% 로듐)
† K, T, J, E, R, S, B는 ANSI 명칭입니다.
주문 예: MPJ-K-F, K형 암 커넥터용 소형 패널 잭

소형 패널 잭이 필요로 하는 패널 면적은 표준 크기 
버전이 필요로 하는 면적의 절반 미만입니다. 간단한 
푸시-온 클립만 있으면 커넥터를 사각 컷아웃에 
부착할 수 있고, 로우를 장착하는데 MSS 스탭 
스트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패널을 조립한 후 각진 
단자 나사로 배선을 할 수 있습니다.

•  8.1 x 16.7 mm (0.32 x 0.66") 
컷아웃 필요

•  수평으로 중심 14.3 mm (0.56")

•  로우 간 중심 최소 값 23.8 mm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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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치 클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Model MH-MPJ-1. (각각) 
Model MH-MPJ-5. (5-팩)

인식부호(ID number) 라벨이 선택 
사양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Model 1-6S, 1 ~ 6의 경우 
Model 1-12S, 1 ~ 12의 경우 
Model 1-18S, 1 ~ 18의 경우 
Model 1-24S, 1 ~ 24의 경우 
Model 1-50S, 1 ~ 50의 경우 
Model 1-100S, 1 ~ 100의 경우

주문하려면
커넥터화 함께 커넥터에 사용하는 모델

합금 사용하는  보상 합금 덮개 번호
코드† 열전대 유형 + – 색 (암) 

CHROMEGATM-ALOMEGATM CHROMEGATM ALOMEGATM 노란색 MPJ-K-F

구리-콘스탄탄 구리 콘스탄탄 파란색 MPJ-T-F

철-콘스탄탄 철 콘스탄탄 검은색 MPJ-J-F

 CHROMEGATM-콘스탄탄 콘스탄탄 자주색 MPJ-E-F

Pt-Pt/13%Rh 구리 RNX/SHX 녹색 MPJ-R/S-F

 W-W/26%Re GPX GNX 붉은색 MPJ-G-F

W/5%Re-W/26%Re CPX CNX 붉은색 MPJ-C-F

W/3%Re-W/25%Re DPX DNX 붉은색 MPJ-D-F

 비보상 구리 구리 흰색 MPJ-U-F

OMEGALLOYTM OMEGA-PTM OMEGA-NTM 오렌지 MPJ-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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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J 시리즈

패널 펀치에 대해 알아보려면 
kr.omega.com/panelpunches에 
방문하세요.

소형 커넥터와 
결합합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한 
스프링 클립

커넥터에 스프링 

클립이 포함됩니다

최대 지름 0.8 mm (0.03”)의 연선이나 
단선 허용 (20 AWG)

소형 패널 잭
정격 -29 ~ 180°C (-20 ~ 356°F)의 유리 충전 나일론
Miniature Panel Jacks Glass-Filled Nylon 
Rated from -29 to 180°C (-20 to 356°F)

주의: 섭씨 150도(화씨 302도)에서 180도(화씨 356도) 사
이에서 커넥터 칼러의 미세한 변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기나 장비에는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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