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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0

OMEGALLOY®는 일반적으로 나이크로실-니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 K, T, J, E, R, S, B는 ANSI 명칭입니다. ANSI 컬러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비고: 타입 U (비보상) 커넥터는 타입 B 써모커플(백금/6% 로듐-백금/30% 로듐)과 함께 이용합니다.

주문 예: UPJ-K-F, CHROMEGA®-ALOMEGA® 암형 커넥터와 함께 이용하는 타입 K 범용 패널 잭

 주문하려면
  함께 사용하는                                보상 합금    모델
 합금  써모커플                               타입  케이스 번호 
 코드† 타입 + – 컬러 (암형)

  CHROMEGA®- 
  ALOMEGA® CHROMEGA® ALOMEGA® 노란색 UPJ-K-F

  구리-콘스탄탄 구리 콘스탄탄 파란색 UPJ-T-F

  철-콘스탄탄 철 콘스탄탄 검정색 UPJ-J-F

  CHROMEGA®- 
  콘스탄탄 CHROMEGA® 콘스탄탄 자주색 UPJ-E-F

  Pt/13% Rh-Pt 구리 RNX/SNX 녹색 UPJ-R/S-F

  비보상 구리 구리 흰색 UPJ-U-F

  OMEGALLOY® OMEGA-P® OMEGA-N® 주황색 UPJ-N-F

범용 스냅식 패널 잭-모든 소형 및 표준형 제품과 함께  

작동 수형 커넥터  타입 UPJ 유리 충전 나일론 정격 -29 ~ 180°C (-20 ~ 356°F)

분리 도구  

SIRT-1

설치한 커넥터를 빠르고 간편하게 연결 
및 분리 해야 할 경우, SIRT-1 분리 
도구가 적합합니다. 패널이 빽빽한 
경우에서도 쉽게 작동하는 이 도구는 
모든 스프링 클립을 함께 눌러 SPJ를 
뒤에서 패널 밖으로 밀어내도록 합니다.

먼지보호 캡(SPJ-CAP, 한 

팩 당 12개)이 선택 사양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소형 커넥터

표준형 커넥터
소형 패널 잭과 

알루미늄 패널의 

경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G

U 우수한 내구성

U 특수 장착 하드웨어가  
필요 없음

U 설치 도구가 필요 없음

U 연동 설계

U 십자/일자 혼용 나사

U 컬러 코드 적용

U 잭 번호 넘버링, 재사용 가능

U 최대 14 AWG의 연선이나 단선 
허용

U 와이어 디바이더

업계에 새로운 기준 제시! 커넥터 2개를 하나로!

모든 제품에 

맞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

본사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제품에 변화를 
줍니다. 주문할 때 추가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U
/

  
할인표

 1-10 ..............................할인 없음

 11-49 ...................................5%
 50-99 .................................10%
 100-999 .............................15%
 1000-4999 .........................20%
 5000 이상 ............................25%

Universal Snap-In Panel Jacks Works with All Miniature and Standard
Male Connectors  Type UPJ Glass-Filled Nylon
Rated -29 ~ 180°C (-20 ~ 356°F)

추가 범용 커넥터에 대해 

알아보려면 kr.omega.com

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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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