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코드 표준 커넥터 포함
패널잭
Panel Jacks With Color-Coded Standard Connectors
4.8 mm
(0.19") Dia.

SJP Series
U 범용 암형 커넥터
U 완전 조립형
U 스냅식 잭
U 일련 번호 표시
U 간편한 설치
U 편리성
U 견고한 2.3 mm (0.09") 양극 산화

4.8 mm
(0.19")

4.8 mm
(0.19")
모서리~중심부 길이

알루미늄 패널

사각 컷아웃에 마운팅

가격 및 품질 할인 정보

오메가엔지니어링 표준 사이즈 패널잭은
2.3 mm (0.09”) 알루미늄 패널에 스냅 식
SJP 커넥터를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J, K, T, E, R, S, N, U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가격은
kr.omega.com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표준형 패널 잭, 모델 번호 SJP 캘리브레이션 J, K,
T, E, R, S, N, U. 텅스텐 합금 타입 G, C, D. 아래의
커넥터 수량 할인표를 이용하세요.

스냅 식 잭에는 콜릿 타입 스프링 설치 암
형 단자가 2개입니다. 이 암형 커넥터에는
어떤 표준형/소형 써모커플 수형 커넥터도
연결 가능합니다. 이 단자는 와이어를 최대
14 AWG까지 수용하고, ANSI 써모커플
등급 캘리브레이션에 적합한 합금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커넥터 몸체는 내충격성
플라스틱으로 성형했고 최대 사용 온도는
205°C (401°F)입니다. 패널은 튼튼한
2.3 mm (0.09)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무광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양극 산
화 처리를 해서 내구성과 내부식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패널 크기와 써모커플 캘리브레이션이
하므로, 기재되지 않은 규격은 영업부와
상의하세요. 행 및 잭 수와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D 라벨 모델
1-6L,
1-12L,
1-18L,
1-24L,
1-50L,
1-100L,

모델
모델
모델
모델
모델
모델

더스트 캡:
SPJ-CAP-12 (12 / PACK)

1~6
1 ~ 12
1 ~ 18
1 ~ 24
1 ~ 50
1 ~ 100

구멍 간격:
양 측면 4.8 mm (0.19"), #8 나사용 구멍 지름
4.8 mm (0.19")w

비고:

비고: 모든 OMEGATM 패널에 암형 잭 대신
수형 플러그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ID 라벨은 사용자의 간편한 확인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

잭 개수
맞춤형 색 코딩된 양극산화 패널에 대한
정보는 오메가엔지니어링 영업부와
상의하십시오. 최소 주문 수량이 있습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6

12

18

크기
mm (인치)

1열
2열
3열
4열
67 H (2.63) 113 H (4.38) 168 H (6.63) 203 H (8.00)

146 L (5.75)

SJP1-06-(*)

SJP2-12-(*) SJP3-18-(*) SJP4-24-(*)

SJP1-12-(*)

SJP2-24-(*) SJP3-36-(*) SJP4-48-(*)

SJP1-18-(*)

SJP2-36-(*) SJP3-54-(*) SJP4-72-(*)

260 L (10.25)
375 L (14.75)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J, K, T, E, R, S, N, U.
주문 예: SJP2-36-K, 이중 열 색 코딩 잭 패널 및 타입 K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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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mega.com/S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