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 번호
합금

라운드코드
색상

페이스

노란색 RMJ-K-R
파란색 RMJ-T-R
검은색 RMJ-J-R
자주색 RMJ-E-R
녹색 RMJ-R/S-R
흰색 RMJ-U-R

주황색 RMJ-N-R
털이 붉은 RMJ-C-R

주문하기

모델 번호
합금 

라운드 코드 
색상 

페이스

노란색 RSJ-K-R
파란색 RSJ-T-R
검은색 RSJ-J-R 
자주색 RSJ-E-R 
녹색 RSJ-R/S-R
흰색 RSJ-U-R

주황색 RSJ-N-R
주문 예: RSJ-J-R, 원형 라운드 페이스, 타입 J 표준 커넥터와 함께 이용하는 둥근 구멍의 패널 잭
* 수형 구성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U  미국 표준 규격 제품은 모든 
산업용 미국 표준 규격 
커넥터를 허용

U  소형 제품은 모든 소형 크기 
커넥터를 허용

U  원형 또는 “D” 모양의 펀치 
구멍에 설치

U  패널 부품에 맞는 사각형이나 
원형 베젤

U  정격 -29~180°C 
 (-20~356°F)의 튼튼한 

     유리 충전 나일론
U 극성 맞춤
U 컬러 코드 적용
U  다듬기가 필요 없음

손쉬운 설치
설치하는데 특별한 도구는 필요치 않습니다. 드릴이나 펀치로 패

널에 둥근 구멍을 뚫고 제공한 너트로 조이면 됩니다. 커넥터를 

기존의 장치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단일 회로에 적합합니다. 작동

을 최소한으로 중단하면서 기존의 패널에 써모커플 회로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설치 디자인 선에 맞게 스퀘어 또는 라운드 페이

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형성하는데 이용하는 써모커플 

합금으로 주위 온도가 변하는 환경에서도 회로의 정확도를 보존

합니다.

후면도

16.0 mm 
(0.63")  
컷아웃 직경

20.6 mm (0.81") 
베젤 직경

십자/일자 혼용 나사

추가 소형 설치 너트, 

MH-RMJ-5, 

( 5 / PACK)

28.7 mm (1.13”) 
사각 베젤

배면도

지름 22.4 mm 
(0.88”) 컷아웃

추가 표준 크기 설치 너트, 
MH-RSJ-5 (5/Pack)

RMJ-U-R

4.1 mm (0.16")

주문 예: RMJ-K-S, 사각형 스퀘어 페이스, 타입 K 소형 커넥터와 함께 이용하는 둥근 구멍 패널 잭.

5⁄8-24 NEF 나사선

너트포함

소형 커넥터를 허용합니다.

부착용 너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WU

1⁄2-14 
NPSL 나사선

소형 커넥터 용 

먼지보호 캡(MPJ-

CAP, 한 팩 당 12개)

이 선택사양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먼지보호 캡
(SPJ-CAP, 12/PACK )

구매 가능 

둥근 구멍의 패널 잭
RSJ 표준 크기 / RMJ 소형 크기
Round Hole Panel Jacks  RSJ Standard Size / RMJ Miniature Size

표준 크기 커넥터를 허용합니다.

4.1mm (0.16") 지름 컷아웃 

주의: 섭씨 150도(화씨 302도)에서 180도(화씨 356도) 사이에서 커넥터 칼러의 

미세한 변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기나 장비에는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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