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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 및 기계 나사식 팁 프로브와 새로운 T
형 304 스테인리스 스틸 핸들은 산업 용도나 
냉동 식품 용도에 적합합니다. 프로브의 
304 SS 후벽 튜브는 강하고 단단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각 프로브는 1.5 m (5’)까지 
늘어나는 305 mm (1’) RSC 케이블과 소형 
수 커넥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프로브는 
지름이 6.4 mm (0.25”)이고 팁에서 
핸들까지 침투 길이가 250 mm (10”)입니다. 
핸들은 길이가 75 mm (3”)입니다. 최대 온도 
정격은 타입 K가 480°C (900°F), 타입 E가 
425°C (800°F)입니다.

소형 커넥터

250 mm (10")

88312(*)
나사형 팁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K 또는 E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미국 및 국제 특허 및 출원 신청 중입니다.

“T형” 관통 프로브

88312는 나사식 팁이 특징입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1⁄4-20 나사

이 “T형 막대 구조” 프로브는 장기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304 SS
로 만듭니다. 그리고 냉동 식품 산업이나 관통이 필요한 산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RSC 코일 케이블은 1.5 m (5’)로 늘어납니다. 감지 
소자는 1/4” OD이고 길이는 203 mm (8”)입니다. 온도 범위는 타입 E
의경우 영하에서 425°C (800°F)까지이고, 타입 K는 480°C (900°F)
까지입니다. 
* 써모커플 타입을 지정하세요: J, K, T, E.

88313 (*)

특수 써모커플 프로브-고강도 관통 프로브

88311(*)
관통 팁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K 또는 E

TJFT72
가는 팁 트랜지션 조인트 써모커플, 길이 150 mm (6”), 304 SS 
보호관, 1/16” OD. 1.8 m (6’) PFA 절연 와이어 및 SMPW 초소형 수 커넥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팁에는 지름 0.5 mm (0.020”)의 감지부가 있습니다.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J, K, T, E 
**  보호관을 지정하세요: SS (304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IN 

(인코넬 600). 
316 SS 보호관의 경우 영업부와 상의하세요.

주문 예:  
TJFT72-K-SS-116G-6-SMPW-M, 타입 K, 304 SS 
보호관.

ARTWORK/PRODUCT ART/ TEMPERATURE/T-TJFT72

U 접지형 정션

U 접지형 정션

TJFT-(*)-(**)G-6-SMPW-M

Specialty Thermocouple Probes Heavy-Duty Penetration Probe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가는 팁 TJ 프로브

3.2 mm ~ 2.4 mm  
(0.13 ~ 0.09")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소형 커넥터



A

A-88A-88

             이 프로브에는 
고무 같은 부드러운 재료에 

짧게 침투하는 용도의 짧은 피하 
주사 팁과 편리한 핸들이 있습니다. 접지형 
정션, 300 mm (1’) 신축 케이블 [1.5 m (5’)
까지 늘어남], 초소형 수형 커넥터가 기본 
사양입니다. 핸들의 정격은 162°C (325°F)
입니다.

에폭시 밀봉 정션 팁이 있는  
PVC 절연 써모커플은 하나씩 혹은  
5개 들이 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수 기입란 커넥터와 24 게이지  
솔리드 폴리비닐 립 코드 4.5 m (15’)가  
제공됩니다. 최대 온도 정격은 105°C  
(221°F)입니다. 5개 들이 팩은 리드선 타입도 
구입가능합니다.
† 다른 길이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와  
상의하세요.

TC-PVC-(*)-24-180

에폭시 코팅 팁 써모커플

오토클레이브 프로브
스테인리스 스틸 트랜지션 정션이 있는 
이 지름 1.6 mm (0.063”)의 304 SS 
프로브는 식품 산업, 증기 세척, 일반적인 
가혹한 환경에 적합합니다. 이 제품에는 
지름 1.6 mm (0.062”) 길이 3.3 m 
(11’) 미네랄 절연 코일 케이블, 1 m (3’) 
PFA 절연 써모커플 와이어, 초소형 수형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TJ36-(*)-116G-6-ACL 
접지형 정션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J, K, T, E

코일은 손으로 늘이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TJ36-(*)-116U-6-ACL
비접지형 정션

6.4 mm 
(0.25'') Dia.

성형 소형 

 커넥터

6.4 mm (0.25")

100 mm 
(4")

Miniature 

Connector.

기입란이 있는  
소형 커넥터

특수 써모커플 프로브-짧은 관통 프로브

6.4 mm (0.25") Dia.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A

모델 번호에 접미사 “-SE”를 추가하세요.

Specialty Thermocouple Probes Low-Profile Penetration Probe

88310(*)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K 또는 E

5TC-PVC-(*)-24-180 
5개 들이 패키지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J, K, T, E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