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 도표에 있는 커넥터 코드를 기입하세요. 24 게이지 연선으로 구성됩니다.

 모델 번호 캘리브레이션 길이

 RECJ1-(*)  30 cm (1')
 RECJ4-(*)  120 cm (4')
 RECK1-(*)  30 cm (1')
 RECK4-(*)  120 cm (4')
 RECT1-(*)  30 cm (1')
 RECT4-(*)  120 cm (4')
 RECE1-(*)  30 cm (1')
 RECE4-(*)  120 cm (4')

신축성 연장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코드 1 2

 1 OSTW, 암형 OSTW, 암형

 2 OSTW, 암형 OST, 수형 
 3 OSTW, 암형 SMPW, 암형

 4 OSTW, 암형 SMP, 수형

 5 OST, 수형 OST, 수형

 6 OST, 수형 SMPW, 암형

 7 OST, 수형 SMP, 수형

 8 SMPW, 암형 SMPW, 암형

 9 SMPW, 암형 SMP, 수형

 10 SMP, 수형 SMP, 수형

 11 OSTW, 암형 피복 벗긴 리드

 12 OST, 수형 피복 벗긴 리드

 13 SMPW, 암형 피복 벗긴 리드

 14 SMP, 수형 피복 벗긴 리드

 15 OSTW, 암형 스페이드 러그

 16 OST, 수형 스페이드 러그

 17 SMPW, 암형 스페이드 러그

 18 SMP, 수형 스페이드 러그

연장 케이블을 구입하려면, 아래 도표에 있는 
원하는 커넥터 조합을 지정하세요.

비고: OST와 OSTW 커넥터는 표준형입니다.  
SMP 및 SMPW 커넥터는 초소형입니다.

써모커플 연장 케이블 -및 성형 커넥터

U  길이가 1’ 및 4’이고 5:1 비율로 
늘어나는 신축성 케이블

U  길이가 10’ 및 25’ 인 24 규격 (지름 
0.020”) PFA 코팅 또는 유리 오버 
브레이드 연선

U  저가형 성형 간편 연결 커넥터/
초소형 써모커플 커넥터

U  J, K, T, E 타입 구입 가능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 도표에 있는 커넥터 코드를 기입하세요. 24 규격 게이지으로 구성됩니다.

유리 브레이드  
와이어 연장 케이블

 모델 번호 캘리브레이션 길이

 GECJ10-(*)  3 m (10')
 GECJ25-(*)  7.5 m (25')
 GECK10-(*)  3 m (10')
 GECK25-(*)  7.5 m (25')
 GECT10-(*)  3 m (10')
 GECT25-(*)  7.5 m (25')
 GECE10-(*)  3 m (10')
 GECE25-(*)  7.5 m (25') 

 철- 
 콘스탄탄

 CHROMEGA®- 
 ALOMEGA®

 Copper 
 콘스탄탄

 CHROMEGA®- 
 콘스탄탄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 도표에 있는 커넥터 코드를 기입하세요.

비고: 신축성 케이블은 5:1 비율로 늘어납니다. (예시: 1피트는 5’까지 늘어날 수 있음).

주문 예: RECK1-9, 신축성 연장 케이블, SMPW 초소형 수형 또는 암형 커넥터.

H-48

ANSI 
색 

코드 
표시

IEC 색 코드를 
주문하려면 

omega.com에 
방문하세요

N타입 

구입 가능

PFA 코팅 와이어  
연장 케이블

 모델 번호 캘리브레이션 길이

 TECJ10-(*)  3 m (10')
 TECJ25-(*)  7.5 m (25')
 TECK10-(*)  3 m (10')
 TECK25-(*)  7.5 m (25')
 TECT10-(*)  3 m (10')
 TECT25-(*)  7.5 m (25')
 TECE10-(*)  3 m (10')
 TECE25-(*)  7.5 m (25')

 Iron- 
 Constantan

 CHROMEGA®- 
 ALOMEGA®

 Copper- 
 Constantan

 CHROMEGA®- 
 Constantan

 철- 
 콘스탄탄

 CHROMEGA®- 
 ALOMEGA®

 구리- 
 콘스탄탄

 CHROMEGA®- 
 콘스탄탄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kr.omega.

com/tec_rec_gec에 

방문하세요.

Thermocouple Extension Cables  
With Molded Conne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