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체결 식 와셔 써모커플 어셈블리
“Bolt-On” Washer Thermocouple Assemblies

WT 시리즈
300 mm

WTT-14-12-TT

U	M3.5 (#6), M4 (#8), M4.5
U
U
U
U
U
U

(#10), M6 (1/4”) 크기의 나사용
새롭고 견고한 디자인
피복 벗긴 리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리 정격 480°C (900°F), PFA
정격 260°C (500°F)
IKapton 절연체와 맞춤형
길이나 크기는 영업부에
문의하세요
20 AWG 단선으로 제조
접지형 접점

PFA

유리 절연

절연

WTT-14-12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와셔 크기
#6 및 #8 나사 크기: 6.5 mm W x 22 L (0.250” W
x 0.875 L)
#10 및 1/4” 나사 크기: 9 mm W x 25 L (0.360”
W x 1 L)

다양한 표면에
쉽게 설치 가능

19 mm (3⁄4")

길이

주문하려면 kr.omega.com/wt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모델 번호
모델 번호
모델 번호
모델 번호
길이 300 mm (12")
길이 600 mm (24")
길이 900 mm (36")
길이 1500 mm (60")

와셔 구멍 		
공칭
지름		
나사 크기
mm (인치)
미국		 미터

유리 절연

WT(*)-6-12
WT(*)-8-12
WT(*)-10-12
WT(*)-14-12

WT(*)-6-24
WT(*)-8-24
WT(*)-10-24
WT(*)-14-24

WT(*)-6-36
WT(*)-8-36
WT(*)-10-36
WT(*)-14-36

WT(*)-6-60
WT(*)-8-60
WT(*)-10-60
WT(*)-14-60

3.68 (0.145)
4.32 (0.170)
4.95 (0.195)
6.60 (0.260)

#6
#8
#10
1
⁄4"

M3.5
M4
M4.5
M6

WT(*)-6-24-TT
WT(*)-8-24-TT
WT(*)-10-24-TT
WT(*)-14-24-TT

WT(*)-6-36-TT
WT(*)-8-36-TT
WT(*)-10-36-TT
WT(*)-14-36-TT

WT(*)-6-60-TT
WT(*)-8-60-TT
WT(*)-10-60-TT
WT(*)-14-60-TT

3.68 (0.145)
4.32 (0.170)
4.95 (0.195)
6.60 (0.260)

#6
#8
#10
1
⁄4"

M3.5
M4
M4.5
M6

PFA 절연

WT(*)-6-12-TT
WT(*)-8-12-TT
WT(*)-10-12-TT
WT(*)-14-12-TT

* 써모커플 타입을 지정하세요: J, K, T, E. 피복을 벗긴 리드가 기본 사양입니다. 다른 연결 방식으로 주문하려면, #10 스페이드 러그의 경우 모델 번호에 접미사 “-L”을 추가하고 가격에 비용을
더하세요. 표준형 OSTW 수형 커넥터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접미사 “-OSTW-M”을 추가하고, 암형 커넥터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접미사 “-OSTW-F”를 추가하세요. 표준 수형
원형 핀 커넥터의 성형 버전은 모델 번호에 접미사 “-LRTC”를 추가하고 가격에 비용을 더하세요. 소형 SMPW 수형 커넥터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접미사 “-SMPW-M”를 추가하고, 암형
커넥터는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접미사 “-SMPW-F”를 추가하세요. 소형 수형 커넥터의 성형 버전은 모델 번호에 접미사 “-SRTC”를 추가하고 가격에 비용을 더하세요.
길이가 60”를 넘는 리드를 함께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의 “60”을 원하는 길이(인치 단위)로 변경하고 60” 가격에 추가 피트 당 비용을 더하세요.
주문 예: WTJ-6-12, 와셔 써모커플, 타입 J, #6 나사, 길이 300 mm (12”), 유리 브레이드 절연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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