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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기본 길이 150 mm (6")
U	1지름 1.5 또는 3 mm 

(0.062 또는 0.125")
U	304, 310, 316, 321 SS, 

인코넬, Super OMEGACLADTM XL 
보호관

용도

U	 듀얼 센서로 판독

U	 동시 판독 가능

U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트롤 
가능

U	 백업 내장

OMEGATM 소형 이중 소자 써모커플 프로브

어셈블리는 4-도체 OMEGACLADTM 와이어를

이용해 만들고, 빠른 연결을 위한 SMP 

초소형 커넥터가 특징입니다. 1.5 mm (0.062”) 또는 

3 mm (0.125”) OD의 304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관

이 기본 사양이고, 접점은 접지/비접지/노출이 있습니

다. 기본 길이는 150 mm (6”)이고, 다른 사양은 영업

부에 문의 주십시오.

대응 커넥터와 케이블 클램프는 별도로 판매됩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비고: 정격 220°C (425°F)의 소형 유리 충전 나일론 커넥터가 기본 사양입니다. 정격 260°C (500°F)의 고온 고분자 액정 커넥터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델 번호에 “-LCP”를 추가하고 가격에 
비용을 추가하세요.

지름 0.040” 이중 소자 프로브를 구입하려면 영업부와 상의하세요. 310, 316, 321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관과 함께 주문하려면, 추가 비용 없이 모델 번호에 있는 “SS”를 각각 “310SS”, “316SS”, 
“321SS”로 변경하세요. 인코넬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모델 번호에 있는 “SS”를 “IN”으로 변경하세요.

* Super OMEGACLADTM
 XL 보호관을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에 있는 “SS”를 “XL”로 변경하고, 비용을 추가하세요.

주문 예: SCASS-125U-6-DUAL, 초소형 이중 소자 프로브, 타입 K,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관, 비접지, 지름 3 mm (0.125”), 길이 150 mm (6”).

써모커플 피복 지름 접지 비접지 노출 
합금 mm (인치) 접점 접점 접점

 IRON- 
 CONSTANTAN 1.5 (0.062") SICSS-062G-6-DUAL SICSS-062U-6-DUAL SICSS-062E-6 DUAL 
304 SS Sheath 3.0 (0.125") SICSS-125G-6-DUAL SICSS-125U-6-DUAL SICSS-125E-6-DUAL

1.5 (0.062") SCASS-062G-6-DUAL SCASS-062U-6-DUAL SCASS-062E-6-DUAL 
CHROMEGATM-
ALOMEGATM

304 SS Sheath 3.0 (0.125") SCASS-125G-6-DUAL SCASS-125U-6-DUAL SCASS-125E-6-DUAL

1.5 (0.062") SCXSS-062G-6-DUAL SCXSS-062U-6-DUAL SCXSS-062E-6-DUAL 
CHROMEGATM-
CONSTANTAN 
304 SS Sheath 3.0 (0.125") SCXSS-125G-6-DUAL SCXSS-125U-6-DUAL SCXSS-125E-6-DUAL

 COPPER- 
 CONSTANTAN 1.5 (0.062") SCPSS-062G-6-DUAL SCPSS-062U-6-DUAL SCPSS-062E-6-DUAL 
304 SS Sheath 3.0 (0.125") SCPSS-125G-6-DUAL SCPSS-125U-6-DUAL SCPSS-125E-6-DUAL

*

이중 써모커플 어셈블리 - 소형 커넥터
Dual Element Thermocouple Assemblies 
With Miniature Size Connector

*

kr .omega.com/SICSS-DUAL

대응 커넥터, 케이블 클램프 및 기타 부소품은 별매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