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25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M8/M12 
커넥터

A-25

자체 접착제식 써모커플-굴곡지거나 평평한 표면에 이용하는 성형 실리콘 디자인

U  유연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초슬림형 고무

U  반응 시간을 빠르게 하기 위한 
자체 접착제식 호일 뒤판

U  평평하거나 굴곡진 표면에 2가지 
방식으로 이용 가능

U  다양한 화학물질과 기름에 내성이 
있음

U  온도 범위 -50 ~ 200°C  
(-58 ~ 392°F)

U  J, K, T, E로 구입 가능 – 
써모커플을 즉시 구별할 수 
있도록 색 코드 적용

U  24 AWG 써모커플 등급 리드 
와이어

U  피복을 벗긴 리드 (다양한 커넥터 
옵션이 가능함)

SA2 시리즈

* J, K, T, E 써모커플 타입을 지정하세요.

표준 크기 커넥터의 경우, 모델 번호에 있는 “SMPW-CC”를 “OSTW-CC”로 교체하세요. 비용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리드선을 추가할 경우, 300 mm (12”) 당 가격에 비용을 추가하세요.

직선형 M8 수형 플러그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S-M”를 추가하고, 직선형 M12 수 플러그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를 추가하세요.

직각 M8 수 플러그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R-M”를 추가하고, 직각 M12 수 플러그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를 추가하세요.

주문 예: SA2C-K-72-SMPW-CC, 굴곡진 표면용 자체 접착제식 실리콘 센서, 타입 K, 2 m (80”) 리드선 및 최적의 소형 수 케이블 클램프 커넥터.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설명

 SA2C-(*) 15 x 50 mm (0.59 x 1.97") 굴곡진 표면용 센서, 1 m (40") 리드선, 끝의 피복을 벗김

 SA2C-(*)-72 15 x 50 mm (0.59 x 1.97") 굴곡진 표면용 센서, 2 m (80") 리드선, 끝의 피복을 벗김

 SA2C-(*)-120 15 x 50 mm (0.59 x 1.97") 굴곡진 표면용 센서, 3 m (120") 리드선, 끝의 피복을 벗김

 SA2C-(*)-SMPW-CC  15 x 50 mm (0.59 x 1.97") 굴곡진 표면용 센서, 1 m (40")  
리드선, 최고의 소형 수형 커넥터

 SA2F-(*) 35 x 12 mm (1.38 x 0.47") 평평한 표면용 센서, 1 m (40") 리드선, 끝의 피복을 벗김

 SA2F-(*)-72 35 x 12 mm (1.38 x 0.47") 평평한 표면용 센서, 2 m (80") 리드선, 끝의 피복을 벗김

 SA2F-(*)-120 35 x 12 mm (1.38 x 0.47") 평평한 표면용 센서, 3 m (120") 리드선, 끝의 피복을 벗김

 SA2F-(*)-SMPW-CC  35 x 12 mm (1.38 x 0.47") 평평한 표면용 센서, 1 m (40") lead wire,  
리드선, 최고의 소형 수 커넥터 

이 센서는 평평하거나 굴곡진 표면에 2가지 
다른 설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써모커플 센서는 반응 시간을 더 빠르게 하는 
자체 접착제식 알루미늄 호일 스트립 내부 
표면에 접착되어 있습니다.

사양
크기: 
 SA2C: 15 x 50 x 2.5 mm  
 (0.59 x 1.97 x 0.098") 
 SA2F: 35 x 12 x 2.5 mm  
 (1.38 x 0.47 x 0.098")

와이어:  24 AWG 써모커플 와이어, 길이 1 m 
(40”) 및 2 m (80”); 맞춤형 길이로 구입 가능

SA2C-K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OSTW-CC 
최적의 커넥터, 
kr.omega.com/ostw-cc
에 방문하세요.

SMPW-CC 최적의 커넥터, 
kr.omega.com/smpw-cc
에 방문하세요.

선택 가능한 커넥터

SA2F-K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평평한 표면 용

굽은 표면 용

Self-Adhesive Thermocouples Molded Silicone Design for Curved and Flat Surfa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