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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려면	kr.omega.com/nox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커넥터와	함께	 커넥터에   모델 
 합금 사용하는 사용하는	보상	합금  색	 번호

 코드† 써모커플	유형 + – 코드 페어*
  CHROMEGA®-ALOMEGA® CHROMEGA® ALOMEGA® 노란색 NOX-K-(*)
  구리-콘스탄탄 구리 콘스탄탄 파란색 NOX-T-(*)
  철-콘스탄탄 철 콘스탄탄 검은색 NOX-J-(*)
  CHROMEGA®-콘스탄탄 CHROMEGA® 콘스탄탄 자주색 NOX-E-(*)
  Pt-Pt/13%Rh 구리 RNX/SNX 녹색 NOX-R/S-(*)
  W-W/26%Re GPX GNX 빨간색/녹색 NOX-G-(*)
  W/5%Re-W/26%Re CPX CNX 빨간색 NOX-C-(*)
  W/3%Re-W/25%Re DPX DNX 빨간색/흰색 NOX-D-(*)
  비보상 구리 구리 흰색 NOX-U-(*)
  OMEGALLOy® OMEGA-P® OMEGA-N® 주황색 NOX-N-(*)

G-23

색 코딩한 채유 방식(NOX)이나, 흰색의 무유 방식

(UOX)이 가능한 이 세라믹 커넥터는 ANSI 및 
OMEGA 표준을 따릅니다 채유 세라믹 또는 

나일론 커넥터가 진공 장치를 오염시킬 수 있을 

경우에는 UOX 커넥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도는 

금속에 의해 제한됩니다. CHROMEGA®-
ALOMEGA®, 철-콘스탄탄 CHROMEGA®-
합금은 최대 650°C (1200°F)의 온도에서 이용할 수 

있고, 구리-콘스탄탄은 400°C (752°F)의 보상 범위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금속과 내화금속 

캘리브레이션은 보상 합금에 의해 주변 온도 260°C 

(500°F)로 제한됩니다. 커넥터 전체에 걸쳐 온도에 

기울기가 있으면 정밀도가 오류 제한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K, T, J, E, R, S, B는 ANSI 명칭입니다.

* 수형 커넥터는 “M”, 암형 커넥터는	“F”를 지정하세요.

무유 흰색 덮개를 주문하려면, 모델 명칭에 있는	“NOX”를 “UOX”로 교체하세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비고:	N형 OMEGALLOy® 은 보통 나이크로실-니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고: U형 (비보상) 커넥터는 B형 써모커플와 함께 사용합니다 (백금/6% 로듐-백금/30% 로듐). 
주문	예:	NOX-K-M, CHROMEGA®-ALOMEGA®, 세라믹 수형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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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IN MM (INCHES)

암형 커넥터의 몸체는 수형 
커넥터의 몸체와 같은 크기입니다.

NOX	및	UOX용	부속품

케이블 클램프, 주문: PCLM.

패널 어댑터, 주문: XACL.

튜브 클램프 - 단일 소자

주문: X-BRLK.

튜브 클램프 - 이중 소자

주문: DX-BRLK, omega.com을 방문하세요.

유광 코팅 세라믹 극고온 표준 커넥터-정격 650°C (1200°F)의 세라믹 

고온	써모커플	프로브을	
구입하려면	omega.com
에	방문하세요.

독점적인		

분리형	덮개			

디자인으로	간단하게			

배선할	수	있습니다!
5.5	mm	(0.22”)	
와이어	연결구

솔리드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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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Net
 11-49....................................5%
 50-99...................................10%
 100-999...............................15%
 1000-4999...........................20%
 5000 개 이상...........................25%

할인표

본사는	기술적으로	진보에	따라	제품에	

변화를	줍니다.	주문할	때	추가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매	종료	안내:

NOX/UOX	커넥터	시리지는	2017년	7월에	생산이	종료됩니다	

(대체품-NHX/NHXH	및	UHX	시리즈	커넥터).

자세한	사항은	오메가코리아에(1588-8983)	문의하십시오.

크기:	mm	(인치)

NOX/UOX Series

Glazed Ceramic Ultra High Temperature Standard Connectors Ceramic Rated to 650°C (1200°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