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25A-125

	 주문하려면	kr.omega.com/rat_sat_bat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AWG	 보호	 절연체	
	 모델		 써모커플	 와이어	 튜브	OD		 OD	
	 번호	 캘리브레이션	 크기	 mm	(inch)	 mm	(인치

 RAT-30-12 Pt vs Pt 13% Rh 30 6.0 (1⁄4) 3.0 (1⁄8)
 RAT-24-12 Pt vs Pt 13% Rh 24 6.0 (1⁄4) 3.0 (1⁄8)
 RAT-20-12 Pt vs Pt 13%Rh 20 9.5 (3⁄8) 4.5 (3⁄16)
 SAT-30-12 Pt vs Pt 10% Rh 30 6.0 (1⁄4) 3.0 (1⁄8)
 SAT-24-12 Pt vs Pt 10% Rh 24 6.0 (1⁄4) 3.0 (1⁄8)
 SAT-20-12 Pt vs Pt 10% Rh 20 9.5 (3⁄8) 4.5 (3⁄16)
 BAT-30-12 Pt 6% Rh vs Pt 30% Rh 30 6.0 (1⁄4) 3.0 (1⁄8)
 BAT-24-12 Pt 6% Rh vs Pt 30% Rh 24 6.0 (1⁄4) 3.0 (1⁄8)
 BAT-20-12 Pt 6% Rh vs Pt 30% Rh 20 9.5 (3⁄8) 4.5 (3⁄16)
비고: 알루미나 튜브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출하합니다. 조립하지 않은 채로 출하합니다.

주문	예:	RAT-30-12, 300 mm (12”) 고순도 알루미늄 보토 튜브에 있는 30 AWG 타입 R 써모커플과 주철 헤드

완전한	조립체

   AWG Insulator Type S Type R Type B 
 소자	 와이어	 99.7%	+	 PT-	 PT-	 PT/6%Rh-	
	 종류	 크기		 Al2O3	 PT/10%Rh	 PT/13%Rh	 PT/30%Rh

 나선  20 N/A Bare-20-S-12 Bare-20-R-12 Bare-20-B-12 
 (절연체  24 N/A Bare-24-S-12 Bare-24-R-12 Bare-24-B-12 
  없음) 30 N/A Bare-30-S-12 Bare-30-R-12 Bare-30-B-12
 이중 구멍  20 XDH-20 XDH-20-S-12 XDH-20-R-12 XDH-20-B-12 
 원형 24 XDH-24 XDH-24-S-12 XDH-24-R-12 XDH-24-B-12 
 절연체 30 XDH-30 XDH-30-S-12 XDH-30-R-12 XDH-30-B-12
* 교체 소자에는 헤드의 단자에 닿기에 길이가 충분한 리드가 포함됩니다.
비고: 공개한 가격은 인쇄 당시 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귀금속 시장 변동으로 인해 변할(오르거나 내리거나) 수 있습니다.

위의	조립체에	이용하는	교체	소자

써모커플 조립체

고온-백금 써모커플 및 세라믹 보호 튜브

U 온도	정격	최대	1650°C	(3000°F)

U  산화	또는	환원성	대기

U  연결	헤드와	단자판

U  맞춤형	프로브	길이로	구입	가능

고순도 알루미나 보호 튜브 안에  

둘러싸인 타입 R, S, B 백금 써모커플.  

기본 구조에는 주철 NB1-2 연결 헤드와 1/2 NPT  

피팅이 포함됩니다. 최대 1650°C (3000°F)의  

온도에서 이용합니다. 소자는 이중 구멍, 고순도,  

강열 알루미나 절연체로 절연 처리를합니다.

프로브에는	NB1-2	튼튼한		

주철	보호	헤드	및	단자판이		

포함됩니다.

1/2	x	3/4	

NPT	피팅	

옵션

기본	12	x	12	mm		

(1/2	x	1/2”)

고순도	알루미나	보호	튜브

절연체는	길이가	

25	mm	(1”)	

입니다.

강열	세라믹	

절연체

와이어	크기	전환

	 AWG	 실제	지름

 6 4.1 mm (0.162") 
 8 3.2 mm (0.128") 
 10 2.5 mm (0.102") 
 12 2.0 mm (0.081") 
 14 1.6 mm (0.064") 
 16 1.2 mm (0.051") 
 18 1.0 mm (0.040") 
 20 0.8 mm (0.032") 
 22 0.6 mm (0.0253") 
 24 0.5 mm (0.0201") 
 26 0.41 mm (0.0159") 
 30 0.25 mm (0.0100")

길
이

RAT-30-12는	헤드,		

절연	소자,	보호	튜브가		

포함됩니다.

교체 보호 튜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PTRA 시리즈를 
참고하세요. 프로브 길이가 
300 mm (12”)인 경우: 
피팅의 공간을 위해 튜브 
길이에 48 mm (17/8”)을 
추가하세요.  
PTRA-31614-137/8-1 
[6mm (1/4”) OD인 경우]  
PTRA-1438-137/8-1 
 [.5 mm (3/8”) OD인 경우]

Thermocouple Assemblies

High-Temperature Platinum Thermocouples and Ceramic Protection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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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및 압력 시험 플러그-온도 및 압력 시험 플러그

U 지름	3	mm	(1/8”)	프로브
U -30	-	60°C	(-20	~	140°F)	사이에서	
최고	1000	psig

U 최대	135°C	(275°F)
U 자동	폐쇄	밸브	2개
U 튼튼한	디자인

GASS18
GASS18	프로브,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OMEGA® 자동 밀봉 플러그를 통해 압력 

및 온도 판독 값을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관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게이지나 온도 표시기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OMEGA® 플러그는 

권장하는 시험 지점에 영구적으로 설치됩니다. 

캡은 밸브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봉합 기능을 

합니다. 캡을 제거한 후 적절한 압력 게이지를 

부착한 시험 써모히터나 게이지 어댑터를 2

개의 자동 폐쇄 밸브를 통해 플러그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판독 값을 얻고, 조정이나 시험을 하고 

프로브를 빼 내면 밸브 2개를 닫습니다. 이때 

보호 캡을 다시 설치합니다.

네오프렌은 왁스, 오일, 그리스, 지방, 석유 제품, 

대부분의 냉매로 인한 노화에 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 psig 및 최대 온도 95°C (200°F)

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노델은 뜨겁거나 차가운 물과 압력이 낮은 

증기에서 잘 작동합니다. 노델은 세제, 인산염, 

에스테르, 케톤, 알코올, 글리콜에 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석유 제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대 온도 135°C (275°F) 

및 500 psig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U 어떤	크기의	플러그든	
지름이	최대	3	mm	(1/8
인치)인	프로브	허용

OPN Series

황동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게이지	어댑터

압력 게이지 어댑터는 

지름 3 mm (1/8”)의 304 

스테인리스 스틸 프로브와 

유니온 너트가 있습니다. 

게이지/트랜스듀서에 

간단히 부착하고  

OMEGA® 플러그를 

통해 프로브 삽입해 값을 

측정하세요.

1. 캡과 개스킷

2. 네오프렌 또는 노델 자동 폐쇄 밸브 2개

3. 추가 압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밸브 포켓

3. 공정 나사

5. 밸브 리테이너

P-OPNE-14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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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덮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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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	어댑터

자동 밀봉 플러그

크기:	mm	(인치)

주문	예:	OPNE14,  1/4 NPT 수형 피팅 및 네오프렌 코어, GASS18, 프로브/게이지 어댑터

황동

스테인리스	스틸

 주문하려면	kr.omega.com/rat_sat_bat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OMEGA Plug
 모델	번호	 피팅	 밸브	코어	재료

 OPNE14 1⁄4 NPT 수형 NEOPRENE®

 OPNO14 1⁄4 NPT 수형 NORDEL® 
 OPNE12 1⁄2 NPT 수형 NEOPRENE® 
 OPNO12 1⁄2 NPT 수형 NORDEL® 
 게이지	어댑터
 모델	번호 피팅 프로브	지름

 GASS18 1⁄4 NPT 암형 3.2 mm (1⁄8") 

Temperature and Pressure Test Plugs Self-Sealing Inse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