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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 “T” 시리즈 소형 장비 커넥터는 특히 
3선 및 4선 RTD 센서와 구리 리드 와이어를 
이용하는 기타 장비에 적합합니다. 오메가 “T” 
커넥터는 특수 보상 합금으로 구성된 커넥터가 
필요한 써모커플과는 함께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T” 시리즈 커넥터에는 수형(TA3M 또는 TA4M)
과 암형(TA3F 또는 TA4F) 코드 플러그, 수형
(TB3M 또는 TB4M)와 암형 (TY3F 또는 TY4F) 
패널/벌크헤드 소켓이 포함됩니다. 물품은 3
핀 또는 4핀 접속 구조로 구입할 수 있고, 모델 
번호의 “3” 또는 “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TYEF‑02 트림 플레이트는 암형 패널 소켓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형 및 암형 코드 플러그는 케이블 지름을 최대 
2.9 mm (0.114”)까지 허용하는 변형 방지 
방식이나 케이블 지름을 최대 4.4 mm (0.173”)
까지 허용하는 변형 방지가 없는 방식 (주문할 때 
모델 번호에 접미사 “L”을 추가하세요) 2가지로 
제공합니다. 오메가 리트랙터블 센서 케이블 
(RSC)과 함께 이용할 때는 반드시 “L” 방식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연결은 납땜 단자를 통해 모든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RTD 및 써미스터용  
소형 커넥터

TA4M

TA4FL

TA4ML

U 래칭 락 원리

U 기계적 키에 의한 극성화

U 3핀 및 4핀 모델

U 3선 및 4선 RTD에 이용

U 대부분의 장비에 이용하기 적합함

U 내부 충격 및 외부 변형 방지* TA4F 및 450 시리즈 휴대용 써모미터. 
kr.omega.com/450_handheld에 방문해  

45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림의 모든 모델은 
실제 크기입니다.

 주문하려면 kr.omega.com/ta3_ta4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최대 케이블  접속    모델   
 항목 수형/암형 지름 mm (인치) 핀 수    번호

  
수형

 2.9 (0.114) 3 TA3M*
 

코드 플러그
  2.9 (0.114) 4 TA4M*

  
암형

 2.9 (0.114) 3 TA3F*
   2.9 (0.114) 4 TA4F*
  

수형
 4.4 (0.173) 3 TA3ML

 
코드 플러그

  4.4 (0.173) 4 TA4ML
  

암형
 4.4 (0.173) 3 TA3FL

   4.4 (0.173) 4 TA4FL
  

수형
 — 3 TB3M

 
소켓

   4 TB4M
  

암형
 — 3 TY3F

    4 TY4F
 트림 플레이트 — — — TYEF-02
비고: 커넥터는 대부분의 RTD나 써미스터 프로브 케이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 번호에 “-커넥터 모델 (장치 모델)”을 
추가하고 3핀 커넥터나 4선 커넥터에 대한 비용을 추가하세요.

주문 예: PR-11-2-100-1/4-6-E-TA3F (450APT), 450‑APT 소형 계측(별매, 위의 정보 참고)와 함께 이용하기 위해 
배선한 RTD 센서 및 TA3F 커넥터.

TA3M, 4핀 수형 커넥터 및 외부 변형 방지, 최대 지름 0.114” 케이블 허용.

 T 시리즈

TA4F 소형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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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3M 수형  소켓,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TY4F 암형 소켓,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 비고: 이중 충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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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ature Connectors  
for RTDs and Thermis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