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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번호 
     ANSI  
컬러 코드 컬러 코드

TAS-(*)-1** 수형 표준형에서 수형 소형으로

TAS-(*)-2** 암형 표준형에서 수형 소형으로

TAS-(*)-3** 수형 표준형에서 암형 소형으로

TAS-(*)-4** 암형 표준형에서 암형 소형으로

TAS-U-5** 수형 바나나 플러그에서 암형 소형으로

TAS-U-6** 보호관 바나나 플러그에서 바나나 플러그로

TAS-U-7 최대 온도 섭씨 110도 (화씨 230도) 용 시즈 재질의  
바나나 형 플러그 세트

변환 어댑터

* 캘리브레이션 코드를 기입하세요: 

써머커플 타입의 경우: J, K, T, E, S
비보상 러그의 경우: U
†IEC 컬러 코드의 경우 접미사 “-IEC”를 추가하세요.

주문 예: CH62-K, 2지점 원형 단자대, 타입 K.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J, K, T, E, R/S, N, U (비보상).
G, C, D 캘리브레이션과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모델 1과 3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IEC 컬러 코드의 경우 접미사 “-IEC”를 추가하세요.

주문 예: TAS-K-2, 타입 K 써머커플용 어댑터, 표준 연결부에 암형 커넥터 연결 및 소형 
연결부에 수형 커넥터 연결.

모델 번호 
ANSI 컬러 코드 단자

CH62-(*) 2
CH63-(*) 3
CH6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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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ANSI 또는 IEC 컬러 코드 적용

U  단일 또는 이중 와이어쌍 연결 허용

U  견고한 유리 충전 나일론 단자대 
구조 

U  온도 정격 -29 – 220°C 
(-20 – 425°F)

U  1.5 – 6 mm (1/16 – 1/4”) 
프로브, 튜브, 케이블 보호관에 
적합함

원형 단자대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그림의 모든 제품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타입 7

타입 6

타입 5

타입 4

타입 3

타입 1

타입 2

단자대 

지름: 31.7 mm (1.25”) 

두께: 9.7 mm (0.38”)

U 견고한 일체형 성형 구조

U ANSI 또는 IEC 컬러 코드 적용

U 다양한 계측기 및 프로브와 함께 이용

TAS 어댑터는 표준형 및 소형 커넥터 시스템 사이를 빠르고 쉽게 연결합니다. 
컬러 코드를 적용한 이 장치는 텅스텐-레늄 합금을 포함해 모든 써머커플 캘
리브레이션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의 소형 및 표준형 지점에 이용하
는 암수 접속부를 결합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TAS-U-5, TAS-U-6, 
TAS-U-7은 비보상 캘리브레이션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ransition Adaptors

Round Terminal Blocks

**주의: 섭씨 150도(화씨 302도)에서 180도(화씨 356도) 사이에서 커넥터 칼러의 미세한 
변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기나 장비에는 영향 없습니다.

주의: 섭씨 150도(화씨 302도)에서 180도(화씨 
356도) 사이에서 커넥터 칼러의 미세한 변색이 일
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기나 장비에는 영
향 없습니다.

오메가의 컬러 코딩 CH 시리즈 단자대는 지름 1.5 
~ 6 mm (1/16 – 1/4”)의 금속 보호관 케이블이
나 프로브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CH 단자대
는 프로브나 케이블을 조정하는데 1/8 NPT 압축이
음매를 이용합니다. (별매)

kr.omega.com/TAS_CH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