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세서리 78-핀 D-타입 (고밀도) 96-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데이터 시트 90-006D 90-016D

케이블 조립체 
 

기본 길이: 0.5m, 1m, 2m
한쪽 개방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진  

길이는 대부분 130mm.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70-078 40-972-078 및 A078H 40-970C-096 40-973C-096 40-971A-096 40-972C-096 및 A096SFR-*-5B***

제품 78-핀 대 78-핀 78-핀 대 개방  전선 96-핀 대 96-핀, 이중 차폐 96-핀 대 100-핀, 이중 차폐 96-핀 대  2개 50-핀 IDC 96-핀 대 개방  전선, 이중 차폐
최대 전류/전압 3A, 250VAC/400VDC 3A,  250VAC/400VDC 1A, 150V 1A, 150VDC 또는 AC 피크 1A, 150V

A쪽
커넥터 타입 (A쪽) 78-핀 D-타입, 고밀도 (수 또는 암) 78-핀 D-타입, 고밀도 (수 또는 암) 96-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암) 96-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암) 96-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암)

케이블 구멍위치 45° 45° 뒤쪽 뒤쪽 뒤쪽 뒤쪽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수) 4-40 UNC (수) 금속 스프링 래치 금속 스프링 래치 금속 스프링 래치 금속 스프링 래치

B쪽
커넥터 타입 (B쪽)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A쪽과 같음 100-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2개 50-핀 분리 IDC (수 또는 암) 해당 없음
개방전선 옵션 (B쪽)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금, 절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금, 절단

커넥터, 커넥터 블록,  
브레이크아웃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블록 대부분은  
백쉘 없이 공급 가능.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60-078 40-965A-078 40-967-078 40-963-078 40-961-096-F 40-962-096-F 40-965-096 44-965-096 BRIC 모듈용 40-966-096 40-963-096

제품 78-핀 D-타입  
케이블 커넥터, 고밀도

78-핀 D-타입 
커넥터 블록, 고밀도

78-핀 D-타입 
브레이크아웃, 고밀도

78-핀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96-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커넥터, 리본 케이블용 IDC

96-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커넥터, 개별 배선용 IDC

96-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커넥터 블록

96-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커넥
터 블록, BRIC 모듈용

96-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커넥터 블록, DIN 레일 장착용

96-핀 마이크로-D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
선형

암수구분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암 수 또는 암 암 (수 커넥터도 가능)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최대 전류/전압 3A, 250VAC 2A, 200VDC 각 핀 3A,  250VAC 1A, 250VAC 1A, 200VDC 각 핀 1A, 250VAC

케이블 구멍위치/크기 45° (12mm 직경) 뒤쪽 (15.3x30mm) - 해당 없음 뒤쪽 (13x7.5mm) 뒤쪽 (10x30mm) 뒤쪽 (9.5x30mm) 뒤쪽 (10x30mm) 해당 없음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암) 4-40 UNC (암) 금속 스프링 래치 2.5mm 나사잠금 (수) 래치 클립,
 DIN 레일에 고정

암: 밀어 넣음 
수: M2.5 나사잠금

암: 밀어 넣음 
수: 래치 클립

전선 연결 방법 핀 구멍에 납땜 스크류 터미널 PCB 에 납땜 리본 케이블용 IDC 개별 배선용 IDC 스크류 터미널 PCB 에 납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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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200-핀 LFH 500-핀 SEARAY™
데이터 시트 90-002D 90-021D

케이블 조립체 
 

기본 길이: 0.5m, 1m, 2m
한쪽 개방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진  

길이는 대부분 130mm.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70B-200 A200L*R-200LFR A200LM*-200LFR 40-971B-200 40-971B-200D A200LMB-04F050 40-972B-200 A500RMR-500RMR A500RMR-05F050D A500RMR-*-**

제품 200-핀 대 200-핀 200-핀 대 200-핀 
확장 케이블

200-핀 대  
4 x 50-핀 IDC

200-핀 대 
4 x 50-핀 D-타입

200-핀 대 
개방 전선

500-핀 대 500-핀 
(250 또는 500-포트)

500-핀 (250-포트) 대 5개 50-
핀 D-타입 500-핀 씨레이 대 개방 전선

최대 전류/전압 1A, 150VDC 1A, 150VDC
2A, 200VDC  

1A (500-포트 버전) 2A, 200VDC 2A, 200VDC  
1A (500-포트 버전)

A쪽

커넥터 타입 (A쪽) 200-핀 LFH 
(수)

200-핀 LFH 
(암)

200-핀 LFH  
(수 또는 암)

200-핀 LFH  
(수)

200-핀 LFH  
(수 또는 암) 200-핀 LFH (수) 200-핀 LFH  

(수 또는 암)
500-핀 씨레이  

(250 또는 500-포트)
500-핀 씨레이  

(250-포트)
500-핀 씨레이  

(250 또는 500-포트)
케이블 구멍위치 뒤쪽 뒤쪽 또는 90° 뒤쪽 뒤쪽 90° 뒤쪽 뒤쪽 뒤쪽

제품 고정 방법 암: 2 개 4-40 UNC 암 
수: 2 개 4-40 UNC 수

암: 2 개 4-40 UNC 수 
수: 2 개 4-40 UNC 수

4-40 UNC  
(2 개 수)

암: 2 개 4-40 UNC 암 
수: 2 개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암: 2 개 4-40 UNC 암 

수: 2 개 4-40 UNC 수 M2.5 (수) M2.5 (수)

B쪽

커넥터 타입 (B쪽) A쪽과 같음 200-핀 LFH, 암 200-핀 LFH, 암 4개 50-핀
분리 IDC, 수 또는 암

4 x 50-핀 D-타입, 
수 또는 암

해당 없음

A쪽과 같음 5 x 50-핀 D-타입, 암

해당 없음케이블 구멍위치/크기
A쪽과 같음

뒤쪽 뒤쪽 옆쪽 45°
A쪽과 같음

45°

제품 고정 방법 A쪽과 같음 4-40 UNC  
(암)

밀어 넣음 / 래치 4-40 UNC (수) 4-40 UNC (수)

개방전선 옵션 (B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색 표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금, 절단

커넥터, 커넥터 블록,  
브레이크아웃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블록 대부분은  
백쉘 없이 공급 가능.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61A-200 C200LMB-2SP C200LFR-2SP 40-965-200 B200LFR-2F-5B 50-965-200-M 40-963-200 C500RMR-4SB-5C C500RMR-4SB-1B

제품 200-핀 LFH 케이블 커넥터 200-핀 LFH  
커넥터 블록

200-핀 LFH  
커넥터 블록

200-핀 LFH  
PCI 커넥터 블록  

200-핀 LFH PCB 장착, 오른
쪽 꺽임 또는 직선형

500-핀 씨레이 케이블 커넥터  
(250-포트 버전) 500-핀 씨레이 케이블 커넥터 (500-포트 버전)

암수구분 수 또는 암 수 암 수 암 수 수 또는 암 수 수
최대 전류/전압 1A, 150VDC 1A, 150VDC 1A, 150VDC 1A, 150VDC 각 핀 1A, 150VDC 2A, 200VDC 1A, 200VDC

케이블 구멍위치/크기 뒤쪽 2개 90° 뒤쪽 2개 뒤쪽 (32x11mm) 뒤쪽 (32x11mm) 뒤쪽 (32x11mm) 해당 없음 뒤쪽 뒤쪽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또는 M3 나사잠
금 (수 또는 암)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암) 4-40 UNC (수) 4-40 UNC (암) M2.5 (수) M2.5 (수)

전선 연결 방법 수: 납땜 핀   암: PCB에 납땜 PCB에 납땜 스크류 터미널 PCB 에 납땜 PCB의 납땜 구멍 헤더 PCB의 납땜 구멍 헤더

액세서리 68-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데이터 시트 90-015D

케이블 조립체 
 

기본 길이: 0.5m, 1m, 2m
한쪽 개방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진  

길이는 대부분 130mm.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70-068 40-971-068 40-972-068 및 A068S

제품 68-핀 대 68-핀 68-핀 대 2개 34-핀 분리 IDC 68-핀 대 개방 전선
최대 전류/전압 1A, 150V 1A, 150V 1A, 150V

A쪽
커넥터 타입 (A쪽) 68-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수 또는 암) 68-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수 또는 암) 68-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수 또는 암)

케이블 구멍위치 뒤쪽 뒤쪽 뒤쪽
제품 고정 방법 금속 스프링 래치 (2-56 UNC 나사잠금 옵션) 금속 스프링 래치 (2-56 UNC 나사잠금 옵션) 금속 스프링 래치 (2-56 UNC 나사잠금 옵션)

B쪽
커넥터 타입 (B쪽) A쪽과 같음 2개 34-핀 분리 IDC, 옆쪽 케이블 구멍위치 해당 없음
개방전선 옵션 (B쪽)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금, 절단

커넥터, 커넥터 블록,  
브레이크아웃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61-068 40-962-068 40-962-068-SB-F 40-962A-068-SB-M 40-965-068  
92-965-068 (덮개 없음)

44-965-068  
BRIC 모듈용 40-966-068 40-963-068

제품 68-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커넥터, 리본 케이블용 IDC

68-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커넥터, 개별 배선용 IDC

68-핀 1.27mm 피치 마이크
로-D 커넥터,납 구멍

68-핀 1.27mm 피치 마이크
로-D 커넥터,납 구멍

68-핀 1.27mm 피치 마이크
로-D 커넥터 블록

68-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커넥터 블록, BRIC 모듈용

68-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커
넥터 블록, DIN 레일 장착용

68-핀 마이크로-D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암수구분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암 수 수 또는 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최대 전류/전압 1A, 250VAC 1A, 200VDC 각 핀 1A, 250VAC

케이블 구멍위치/크기 뒤쪽 (7.5x8.5mm) 뒤쪽 (22.4x10.1mm) 뒤쪽 (12.6x28mm) 뒤쪽 (9.5x20mm) 뒤쪽 (12.6x28mm) 해당 없음

제품 고정 방법 금속 스프링 래치 (2-56 UNC 나사잠금 옵션) 2-56 UNC (수) 암: 래치   
수: 2-56 UNC (수) M2.5 (수) 암: 래치 

수: 밀어 넣음
암: 2-56 UNC + LB 

수: M2.5 + LC
전선 연결 방법 리본 케이블용 IDC 개별 배선용 IDC 핀 구멍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스크류 터미널 PCB 에 납땜

68-핀 마이크로-D 케이블 및 커넥터

액세서리 100-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104-핀 D-타입 160-핀 DIN41612
데이터 시트 90-019D 90-022D 90-001D

케이블 조립체 
 

기본 길이: 0.5m, 1m, 2m
한쪽 개방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진  

길이는 대부분 130mm.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A100SMR-100S*R-* A100S*R-*-*B*** 40-970-104 40-972-104 및 A104HFR 40-970-160 A1604F5-1604F5 A1604FT-1604FT 40-972-160,  
A1604*R-*-0A*** A1604F5-*-0A*** A1604FT-*-0A***

제품 100-핀 대 100-핀, 이중 차폐 100-핀 대 개방  전선, 이중 차폐 104-핀대 104-핀 104-핀 대 개방  전선 160-핀 대 160-핀 160-핀 대 개방 전선
최대 전류/전압 1A, 150V 1A, 150V 2A, 300VAC r.m.s 2A, 500VDC 또는 AC 2A, 500VDC 또는 AC

A쪽

커넥터 타입 (A쪽) 100-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수) 100-핀 1.27mm 피치 마이크로-D (수) 104-핀 D-타입, 고밀도 커넥터 (수 또는 암) 160-Pin (수 또는 암) 160-Pin DIN41612 (암) 160-Pin (수 또는 암) 160-Pin DIN41612 (암)

케이블 구멍위치 뒤쪽 뒤쪽 뒤쪽 뒤쪽 45° 90° 뒤쪽 45° 90°

제품 고정 방법 2-56 UNC (수) 2-56 UNC (수) 4-40 UNC (수) 암: 1개 M2.5 수
수: 2개 M2.5 암 1 개 M2.5 (수) 1 개 M2.5 (수) 암: 1 개 M2.5 수

수: 2 개 M2.5 암 1개 M2.5 나사잠금 (수) 1개 M2.5 나사잠금 (수)

B쪽
커넥터 타입 (B쪽) A쪽과 같음 ( 수 또는 암) 해당 없음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A쪽과 같음 A쪽과 같음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개방전선 옵션 (B쪽)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금, 절단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
금, 절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금, 절단

커넥터, 커넥터 블록,  
브레이크아웃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블록 대부분은  
백쉘 없이 공급 가능.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C100SMR-1CR-6A C100SMR-1CW-6A C100SFX-1P*-5A C104D*R-2SB, 
40-960-104-M 40-963-104 40-960-160-F 40-960-160-M 40-960-160-F5 40-960-160-FT 40-965-160,  

B1604MR-4F-0A 40-967-160 40-963-160 (특정 제품을  
위한 수정된 커넥터도 가능)

제품
100-핀 1.27mm 피치 마

이크로-D 커넥터,
리본 케이블용 IDC

100-핀 1.27mm 피치 마이크
로-D 커넥터,

개별 배선용 IDC

100-핀 1.27mm 피치 마
이크로-D, PCB 장착, 오
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104-핀 D-타입, 고밀도 커넥터
104-핀 D-타입,  
고밀도 커넥터, 

오른쪽 꺽임 PCB 장착
60-핀 DIN41612 케이블 커넥터 160-핀 DIN41612 커넥

터 블록
160-핀 DIN41612 브레이

크아웃

오른쪽 꺽임 PCB 장착 
암: 타입 160TE 
수: 타입 160E

직선 PCB 장착 
암: 타입 160E 

수: 타입 160TE

암수구분 수 수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암 수 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최대 전류/전압 1A, 250VAC 1A, 250VAC 각 핀 1A, 250VAC 5A, 300V r.m.s 5A, 300VAC 2A 각 핀, 500VDC 또는 AC 피크 2A, 200VDC 또는 AC 
피크 2A, 500VDC 또는 AC 피크 각 핀 2A, 500VDC 또는 AC 피크

케이블 구멍위치/크기 뒤쪽 (7.4mm x 27mm) 뒤쪽 (7.4mm x 27mm) 해당 없음 뒤쪽 해당 없음 뒤쪽 뒤쪽 45° 90° 뒤쪽 2개 - 해당 없음

제품 고정 방법 2-56 UNC (수) 2-56 UNC (수) 2-56 UNC (암) 4-40 UNC (수) 4-40 UNC (암)
옆쪽 슬라이드클립 있는 
1개 M2.5 나사잠금 (수)

2 x M2.5 나사잠금  
(암)

옆쪽 슬라이드클립 있는 1개 M2.5 나
사잠금 (수)

암: 1 개 M2.5 수
수: 1 개 M2.5 암

암: 2 개 M2.5 수 
수: 4 개 M2.5 암 밀어 넣음

전선 연결 방법 IDC IDC PCB 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PCB 에 납땜 압착 핀 납땜 핀 압착 핀 압착 핀 스크류 터미널 PCB 에 납땜

100 - 160-핀 케이블 및 커넥터

액세서리 37-핀 D-타입 44-핀 D-타입 (고밀도) 50-핀 D-타입 68-핀 VHDCI (슬림라인)
데이터 시트 90-007D 90-013D 90-005D 90-020D

케이블 조립체 
 

기본 길이: 0.5m, 1m, 2m
한쪽 개방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진  

길이는 대부분 130mm.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70-037 40-972-037 및 A037D 40-970-044 40-972-044 및 A044H 40-970-050 및 A050D A050DM4-050DF4-1A 40-972-050 및 A050D A050DF4-C-1A A068VMR-068VMR A068VMR-*-6C***

제품 37-핀 대 37-핀 37-핀 대 개방  전선 44-핀 대 44-핀 44-핀 대 개방  전선 50-핀 대 50-핀 50-핀 대 개방 전선 68-핀 대 68-핀 68-핀 대 개방  전선

최대 전류/전압 5A, 250VAC/400VDC 5A, 250VAC/400VDC 3A,250VAC/400VDC 3A, 250VAC/400VDC 5A, 250VAC/400VDC 7.5A, 250VAC/400VDC 5A, 250VAC/400VDC 7.5A, 250VAC/400VDC 0.5A, 30VAC 0.5A, 30VAC

커넥터 타입 37-핀 D-타입 (수 또는 암) 37-핀 D-타입 (수 또는 암) 44-핀 D-타입, 고밀도 (수 또는 암) 50-핀 D-타입 (수 또는 암) 50-핀 D-타입 (수 또는 암) 50-핀 D-타입 (수 또
는 암) 50-핀 D-타입 (암)

68-핀 VHDCI 슬림라인
(수), 0.8mm 피치 

68-핀 VHDCI 슬림라인 (수), 
0.8mm 피치 

케이블 구멍위치 45° 45° 45° 45° 45° 45° 45° 45° 뒤쪽 뒤쪽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M2 (수) M2 (수)

개방전선 옵션 (B쪽)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금, 절단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
금, 절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

도금, 절단 절단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
금, 절단

커넥터, 커넥터 블록,  
브레이크아웃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블록 대부분은  
백쉘 없이 공급 가능.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60-037 40-965-037 40-967-037 40-963-037 40-960-044 40-963-044 40-960-050 C050DF*-2SB-1A 40-965A-050 40-967-050-F 40-963-050 C068VMR-6SB-6A B068VFR-6F-0A

제품 37-핀 D-타입 
케이블 커넥터

37-핀 D-타입 
커넥터 블록

37-핀 D-타입 
브레이크아웃

37-핀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44-핀 D-타입 케이블 커넥터, 
 고밀도

44-핀 PCB 장착, 오른쪽 꺽
임 또는 직선형

50-핀 D-타입 
케이블 커넥터

50-핀 D-타입커넥
터 블록

50-핀 D-타 입브레이크
아웃, DIN 레일 장착용

50-핀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68-핀 VHDCI슬림라인  
케이블 커넥터,

68-핀 VHDCI  
커넥터 블록

암수구분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암
최대 전류/전압 5A, 250VAC 5A, 200VDC 5A, 200VDC 각 핀 5A,  250VAC 3A, 250VAC 각 핀 3A,  250VAC 5A, 250VAC 7.5A, 300V 5A, 200VDC 각 핀 5A,  250VAC 2A, 30VAC 0.5A, 30VAC

케이블 구멍위치/크기 45° (13mm 직경) 뒤쪽 (18x24mm) - 해당 없음 45° (10mm 직경) 해당 없음 45° (15mm 직경) 45° (15mm 직경) 뒤쪽 (15.3 x 30mm) - 해당 없음 뒤쪽 (12.7x6.7mm) 뒤쪽 (12.1x28mm)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암) 4-40 UNC (암) 4-40 UNC (수) 4-40 UNC (암)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암) 4-40 UNC (암) M2 (수) M2 (암)

전선 연결 방법 핀 구멍에 납땜 스크류 터미널 스크류 터미널 PCB 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PCB 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스크류 터미널 PCB 에 납땜 슬림라인 솔더 스크류 터미널

액세서리 9-핀 D-타입 15-핀 D-타입 25-핀 D-타입 25-핀 마이크로-D 26-핀 D-타입
데이터 시트 90-003D 90-010D 90-008D 90-024D 90-009D

케이블 조립체 
 

기본 길이: 0.5m, 1m, 2m
한쪽 개방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진  

길이는 대부분 130mm.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70-009 40-972-009 및 A009D 40-970-015 40-972-015 및 A015D 40-970-025 40-972-025 및 A025D A025CFR-A025CFR A025CFR-025DMR A025CFR 40-970-026 40-972-026 및 A026H

제품 9-핀 대 9-핀 9-핀 대 개방 전선 15-핀 대 15-핀 15-핀 대 개방 전선 25-핀 대 25-핀 25-핀 대 개방 전선 25-핀 대 25-핀 25-핀 대 25-핀 25-핀 대 개방  전선 26-핀 대 26-핀 26-핀 대 개방 전선

최대 전류/전압 5A, 250VAC/400VDC 5A, 250VAC/400VDC 5A, 250VAC/400VDC 5A, 250VAC/400VDC 5A, 250VAC/400VDC 5A, 250VAC/400VDC 1A, 100VAC r.m.s 1A, 30V r.m.s 1A, 100VAC r.m.s 3A, 250VAC/400VDC 3A, 250VAC/400VDC

커넥터 타입 9-핀 D-타입 (수 또는 암) 15-핀 D-타입 (수 또는 암) 25-핀 D-타입  
(수 또는 암)

25-핀 D-타입  
(수 또는 암)

25-핀 마이크로-D  
(암)

25-핀 마이크로-D  
(암) 대 D-타입 (수)

25-핀 마이크로-D  
(암) 26-핀 D-타입 (수 또는 암)

케이블 구멍위치 45° 45° 45° 45° 45° 45° 뒤쪽 뒤쪽 뒤쪽 45° 45°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2-56 UNC (수) 2-56/4-40 UNC(수) 2-56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개방전선 옵션 (B쪽)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금, 절단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
금, 절단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금, 절

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석도금, 절단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
도금, 절단

커넥터, 커넥터 블록,  
브레이크아웃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블록 대부분은  
백쉘 없이 공급 가능.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60-009 40-965-009 40-963-009 40-960-015 40-963-015 40-960-025 40-965-025 40-963-025 C025CFR-1CP-0A C025CMX-1P* 40-960-026 40-963-026

제품 9-핀 D-타입 
케이블 커넥터

9-핀 D-타입 
커넥터 블록

9-핀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15-핀 D-타입 케이블 
커넥터

15-핀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25-핀 D-타입 
케이블 커넥터

25-핀 D-타입 
커넥터 블록

25-핀 PCB 장착, 오른
쪽 꺽임 또는 직선형

25-핀 마이크로-D  
케이블 커넥터

25-핀 마이크로-D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26-핀 D-타입 케이블 
커넥터

26-핀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암수구분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암 수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최대 전류/전압 5A, 250VAC 5A, 200VDC 각 핀 5A,  250VAC 5A, 250VAC 각 핀 5A,  250VAC 5A, 250VAC 5A, 200VDC 각 핀 5A,  250VAC 1A, 100VAC r.m.s 1A, 350VAC 3A, 250VAC 500VAC

케이블 구멍위치/크기 45° (15mm 직경) 뒤쪽 (10x8.8mm) 해당 없음 45° (10mm 직경) 해당 없음 45° (10mm 직경) 뒤쪽 (11x24mm) 해당 없음 뒤쪽 해당 없음 45° (10mm 직경) 해당 없음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암) 4-40 UNC (수) 4-40 UNC (암)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암) 2-56 UNC (수) 2-56 UNC (암) 4-40 UNC (수) 4-40 UNC (암)

전선 연결 방법 핀 구멍에 납땜 스크류 터미널 PCB 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PCB 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스크류 터미널 PCB 에 납땜 납땜 핀 PCB 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PCB 에 납땜

9 - 26-핀 케이블 및 커넥터

200 및 500-핀 케이블 및 커넥터

37 - 68-핀 케이블 및 커넥터

78 및 96-핀 케이블 및 커넥터

주: 대부분 케이블은 커넥터 백쉘에 케이블 잠금이 있고 차폐됨. 한쪽이 개방된 케이블은 커넥터 핀에 라벨/표식

피커링 케이블 및 커넥터

90-016D

90-009D90-003D 90-010D 90-008D 90-007D 90-013D 90-005D 90-020D

90-006D90-015D

90-019D 90-022D 90-001D 90-002D 90-021D

90-024D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08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06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15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21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02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01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22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19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16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20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05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13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07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09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10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03D.pdf
http://www.pickeringtest.com/content/private/datasheets/90-024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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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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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가지 이상의 연결 솔루션

케이블 및 커넥터 맵

Product Compatibility

This accessory is designed to allow users to directly terminate 
with soldered connections to the connector.

Connector and shell are supplied separately to allow the user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cable exit.

When the product is used without a backshell users should 
make their own cable strain relief arrangements and ensure 
appropriate electrical safety precautions are observed.

Technical Specification

Connector Type: 
Gender 
Securing Method: 
  Product with Backshell 
  Product without Backshell 
Wire Connection

50-Pin D-Subminiature 
Female 
 
4-40 UNC screwlocks, male 
4-40 UNC screwlocks, male 
Solder bucket. A backshell fixing is 
also provided for a cable screen

Connector Ratings:
Maximum Current 
Maximum Voltage 
Cable Exit:
Cable Exit Size 
Overall Size (Approx)  
50-Pin D-Sub: 
Contact Material 
Contact Resistance 
Wire Connection: 
Maximum Wire Size 
Recommended Insulation 
Additional Cable Clamp

 
5A 
250VAC 
45° 
15mm dia 
H68 x W18.5 x D55mm 
 
Gold plated copper alloy 
20mOhm 
 
20AWG 
PTFE 
Yes (in backshell)

 y Connector only or Connector and Backshell

 y Cable Clamp in Backshell

 y Soldered Cable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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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

Female 
Mating Face

Pin 1

45° ‘Away

‘Towards Pin 1’

Cable Exit
Options

 from Pin 1’

45°

Internal Solder Connection 

Connector Dimensions 

Product Order Codes

50-Pin D-Type Connector, 5A, Solder Bucket, 
With Backshell, Female 40-960-050-F
Without Backshell, Female 92-960-050-F

50-Pin D-Type Cable Connector

90-0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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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mp Cable Connector - Female 제품 사진

기술 사양

주문 코드

치수

특징
요약규격

제품 타입

커넥터 형태

제품 적용

당사는 다음의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 커넥터. 암과 수로 구분된 PCB 연결형 또는 케이블 연결형
커넥터는 선정된 모듈/카드 전면 커넥터와의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보다 낮은 비용이 요구되고 자체적으로 
배선하고자 할 경우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커넥터에는 
연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덮개가 있습니다. 

• 커넥터 블록. 커넥터 블록(브레이크아웃 박스)은 블록
내부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스크류 터미널이 있으며,
모듈/카드의 전면 커넥터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각 전선 연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넥터 블록에는 연결된 전선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케이블 조립체. 모듈/카드 전면 커넥터와 체결되는 커넥터와
함께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 조립체입니다. 케이블
조립체는 양쪽에 서로 다른 커넥터가 있는 형태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엔 PXI 또는 PCI 모듈/
카드에 연결되는 커넥터, 다른 한쪽에는 50-핀 리본 케이블
커넥터가 있는 형태입니다.

주문코드 및 가격정보
커넥터 데이터 시트에 주문코드가 있으며, 당사 웹사이트에 
가격정보가 있습니다.

용도에 적합한 커넥터 솔루션은 이 맵 자료 또는 핀 수, 커넥터 타입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 시트(아래 그림 
참조), 웹 사이트 pickeringtest.com/cables-connectors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케이블 및 커넥터 옵션은 제품 데이터 
시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각 제품의 

데이터 시트는 웹사이트 pickeringtest.com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커넥터 솔루션 선택 가이드

스위칭 | 시뮬레이션 | 프로그램 가변 저항 | 맞춤형 설계 | 소프트웨어 | 리드 릴레이 | 케이블 및 커넥터

영업 및 지원 사무소
Pickering Interfaces Inc., USA
Tel:  +1 781-897-1710 | e-mail: us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Ltd., UK
Tel:  +44 (0)1255-687900 | e-mail: 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Sarl, France
Tel: +33 9 72 58 77 00 | e-mail: fr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GmbH, Germany
Tel:  +49 89 125 953 160 | e-mail: de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AB, Sweden
Tel:  +46 340-69 06 69 | e-mail: nd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s.r.o., Czech Republic
Tel:  +420 558 987 613 | e-mail: desales@pickeringtest.com

Pickering Interfaces, China
Tel: +86 4008-799-765 | e-mail: chinasales@pickeringtest.com

미국 전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벨기에, 베트남, 싱가포르, 스페인,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터키, 필리핀, 호주에 지역 영업 대행사가 있습니다.
Pickering Interfaces, Pickering Interfaces의 로고, BRIC, BIRST 그리고 eBIRST는 
Pickering Interfaces의 상표입니다. 본 자료에 언급된 이 외의 모든 제품과 상호는 
소유자 또는 소유업체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본 자료 속 정보는 요약된 
정보로써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ickering Interfaces 2022 – 모든 저작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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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커링 인터페이스 스위칭 및 시뮬레이션 솔루션

Pickering은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리드 릴레이를 생산하는 PXI, PCI, LXI 
스위치 제품 공급사입니다. 자체 생산하는 리드 릴레이는 SoftCenter ™ 
기술에 의한 정밀급 성능을 갖고 있으며, 장기간 수명과  적은 오차범위 
성능을 보장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모듈은 PCB 표면에 릴레이를 직접 
붙이는 기법 (surface mount) 이 아닌 구멍에 리드 프레임을 삽입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릴레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pickeringrelay.com 참조

회사 소개
피커링은 테스트 시스템의 설계, 구축,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1988 년 이래 지속적으로 PXI, PCI, LXI, 
USB 제어 모듈형 고밀도 스위칭과 시뮬레이션 제품개발 및 공급에 주력해 왔습니다. 
PXI 제품만 하더라도 1000 가지가 넘는 산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제품모델이 있으며, 
피커링의 가치는 제품의 종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피커링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제품이 없을 경우, 대부분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요구 규격을 검토하고 개발해 드립니다.

 • 프로그래밍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한 툴을 제공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가속화를 드와드립니다. 스위칭 시스템의 경로를 최적화함으로써 
코딩을 단순화하는 Switch Path Manager 신호경로 관리 소프트웨어와 주문한 
하드웨어가 미입고 상태이더라도 있는 것처럼 모사하는 시뮬레이션 툴이 
그것입니다.

 • 테스트 시스템은 가동시간이 최대화되어야 합니다. 당사 진단 테스트 툴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고장난 릴레이를 빠른 시간 내 찾아서 그래픽으로 
위치를 알려줍니다. 또한, 제품 대부분은 PCB 에 예비 릴레이가 있어서 사용자가 
직접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 제품은 일반적으로 15-20 년 동안 단종없이 공급되며, 이는 대부분의 시스템 
사용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체 생산되는 전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워런티)
은 3 년입니다. 

 

리드 릴레이

액세서리 9-핀 D-타입              22-핀 REDEL 37-핀 D-타입 50-핀 D-타입              51-핀 REDEL
데이터 시트 90-003HVD            90-025HVD 90-007HVD 90-005HVD           90-026HVD

케이블 조립체 
 

기본 길이: 0.5m, 1m, 2m.
한쪽 개방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진  
길이는 대부분 130mm.

제품 
타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70-009 40-972-009 및 A009D A022KMR-*-HA 40-970-037 40-972-037 및 A037D 40-970-050 및 A050D  A051KMR-*-HA

제품 9-핀 대 9-핀, 
고전압

9-핀 대 
개방 전선, 고전압

22-핀 대 
개방 전선, 고전압

37-핀 대 37-핀, 
고전압

37-핀 대 
개방 전선, 고전압

50-핀 대 50-핀 , 
 고전압

50-핀 대 개방 전선, 
고전압

51-핀 대 
개방 전선, 고전압

최대 전류/전압 5A, 750V 일반/1000VDC 또는 AC 피크 0.25A, 9kV 5A, 750V 일반/1000VDC 또는 AC 피크 5A, 750V 일반/1000VDC 또는 AC 피크 0.25A, 9kV

A쪽

커넥터 타입 (A쪽) 9-핀 D-타입 고전압 9-핀 D-타입 고전압 22-핀 REDEL 고전압 37-핀 D-타입 고전압 37-핀 D-타입 고전압 50-핀 D-타입 고전압 50-핀 D-타입 고전압 51-핀 REDEL 고전압
암수구분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케이블 구멍위치 45° 45° 뒤쪽 45° 45° 45° 45° 뒤쪽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수) 4-40 UNC (수) 래치 클립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래치 클립

B쪽

커넥터 타입 (B쪽)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암수구분

개방전선 옵션 (B쪽)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
금, 절단 절단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

금, 절단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
석도금, 절단 폴리아미드 덮개, 절단

커넥터, 커넥터 블록,  
브레이크아웃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블록 
대부분은 백쉘 없이 공급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품 
타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60-009 40-963-009 해당 없음 40-960-037 40-963-037 40-960-050 해당 없음

제품 9-핀 D-타입 
케이블 커넥터, 고전압

9-핀 고전압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해당 없음 37-핀 D-타입케이블  

커넥터, 고전압
37-핀 고전압 PCB 장착,  
오른쪽 꺽임 또는 직선형

50-핀 D-타입 고전압 
케이블 커넥터 해당 없음

암수구분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
최대 전류/전압 5A, 750V 일반 각 핀 5A,  750V – 5A, 1000VDC 또는 AC 각 핀 5A,  1000V 5A, 1000VDC 또는 AC –
케이블 구멍위치/크기 45° (15mm 직경) 해당 없음 – 45° (12mm 직경) 해당 없음 45° (12mm 직경) –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수) 4-40 UNC (암) – 4-40 UNC (수) 4-40 UNC (암) 4-40 UNC (수) –

전선 연결 방법 핀 구멍에 납땜 PCB 에 납땜 – 핀 구멍에 납땜 PCB 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

고전압 케이블 및 커넥터

액세서리 50-핀 IDC
데이터 시트 90-004D

커넥터 및 브레이크
아웃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61-550-F 40-961-550-M 40-967-550-M 40-963-550-SM

타입 50-핀 IDC, 0.1"(2.54mm) 피치 50-핀 IDC 브레이크아웃 
DIN 레일 장착용

50-핀 IDC,  
직선 PCB 장착

암수구분 암 수 수 수

최대 전류/전압 1A, 200VDC 1A, 200VDC 1A, 200VDC

케이블 구멍위치 옆쪽 - 해당 없음

제품 고정 방법 직접 고정 래치 클립 래치 클립

전선 연결 방법 리본 케이블용 IDC 나사 터미널 PCB 에 납땜

IDC 연결

백쉘에 케이블 잠금이 있는 차폐 구조 한쪽이 개방된 케이블은 커넥터 핀에 라벨/표식

액세서리 3-핀 D-타입 8-핀 D-타입 20-핀 GMCT 20-핀  스콜피온 50-핀 SGMC
데이터 시트 90-018D 90-012D 90-014D 90-023D 90-027D

케이블 조립체 
 

기본 길이: 0.5m, 1m, 2m
한쪽 개방 케이블의 피복이 벗겨진  

길이는 대부분 130mm.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70-403 40-972-403 및 A003P 40-970-408, 
40-970-404 (부분 핀)

40-972-408,  
40-972-404 및 A008P 40-970-020 40-970B-020 A020G 40-972C-020 및 A020G A020AMR-020AFR A020AFR-T 및 A020AFR-C A050FMR-050FFR A050FFR-*-0A***

제품 3-핀 대 3-핀 3-핀 대 개방 전선 8-핀 대 8-핀 및 4-핀 대 4-핀 8-핀 및 4-핀 대 개방 전선 20-핀 대 20-핀 20-핀 대 20-핀 20-핀 대 개방 전선 20-핀 대 개방 전선 20-핀 대 20-핀 20-핀 대 개방 전선 50-핀 대 50-핀 50-핀 대 개방 전선

최대 전류/전압 20A, 350VDC 또는 
AC 피크

20A, 350VDC 또는 AC 
피크

40A, 350VDC 
 또는 AC 피크 40A, 350VDC/350VAC 피크 10A, 500VDC/500VAC 16A, 500VDC/500VAC 10A, 500VDC/500VAC 16A, 500VDC/500VAC 30A, 600V 또는 20A, 500V 30A, 600V 또는 20A, 500V 5A, 250VAC r.m.s 5A, 250VAC r.m.s

A쪽

커넥터 타입 (A쪽) 3-핀 전력 D-타입 3-핀 전력 D-타입 8-핀 전력 D-타입 8-핀 전력 D-타입 20-핀 GMCT, 10A 20-핀 GMCT, 16A 20-핀 GMCT, 10A 20-핀 GMCT, 16A 20-핀  스콜피온 20-핀  스콜피온 50-핀 SGMC 50-핀 SGMC

암수구분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암 수 또는 암 암
케이블 구멍위치 45° 45° 45° 45°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4-40 UNC (수) 6-32 UNC 6-32 UNC 6-32 UNC 6-32 UNC 4-40 UNC (수) 4-40 UNC (수) 2-56 UNC 2-56 UNC

B쪽

커넥터 타입 (B쪽)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A쪽과 같음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A쪽과 같음
해당 없음

암수구분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암 암

개방전선 옵션 (B쪽)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
도금, 절단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도금, 

절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
도금, 절단

폴리아미드 덮개, 주석
도금, 절단 해당 없음 주석도금, 절단 해당 없음 주석도금, 절단

커넥터, 커넥터 블록,  
브레이크아웃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블록 대부분은  
백쉘 없이 공급 가능.

제품 타
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60-003 40-963-003 40-960-008 40-960-004 40-963-008 
40-963-004 (4-핀) 40-960-020-10A 40-960-020-16A C020AFR-2CP C020AFX-2P* C050FFR-1CP-0A

제품 3-핀 전력 D-타입 케이
블 커넥터

3-핀 D-타입 오른쪽 꺽
임 PCB 장착

8-핀 전력 D-타입  
케이블 커넥터

4-핀 커넥터  
(8-핀 중 4-핀)

8-핀 D-타입 오른쪽 
꺽임 PCB 장착 20-핀 GMCT 케이블 커넥터, 10A 20-핀 GMCT 케이블 커넥터, 16A 20-핀 스콜피온  

케이블 커넥터
20-핀 스콜피온 PCB 장착, 오른

쪽 꺽임 또는 직선형
50-핀 SGMC  

케이블 커넥터
암수구분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수 또는 암 암 암 암

최대 전류/전압 40A, 350VDC 또는 
AC 피크 20A, 250V 40A, 350VDC 또는 AC 피크 20A, 250V 10A, 500VAC 16A, 500VAC 30A, 600V 또는 20A, 600V 30A, 600V 또는 20A, 600V 5A, 250VAC r.m.s

케이블 구멍위치/크기 45° (15mm 직경) 해당 없음 45° (13mm 직경) 해당 없음 뒤쪽 (11mm 직경) 뒤쪽 (20.4x12mm) 뒤쪽 해당 없음 뒤쪽

제품 고정 방법 4-40 UNC (수) 4-40 UNC (암) 4-40 UNC (수) 4-40 UNC (암) 6-32 UNC 6-32 UNC 4-40 UNC (수) 4-40 UNC (수) 2-56 UNC

전선 연결 방법 핀 구멍에 납땜 PCB 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PCB 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핀 구멍에 납땜 압착 핀 PCB 에 납땜 압착 핀

 

  오류주입에 최적화된 모듈타입 패치 판넬
  다양한 새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설계
  몇몇 Pickering FIU(오류주입 유닛)과 함께 
운용하기 위해 설계
  서로 다른 전류 및 전압 요구조건에 대한 
옵션
  특수 조건에 맞는 맞춤형 버전 가능

모듈형 브레이크아웃 시스템

PXI 기반 시험 시스템에서 시험대상체가 
여러가지일 경우 ITA(Interchangeable Test 
Adapter)가 사용되는데, 이 경우 당사는 다중 
케이블 연결(Mass Interconnect) 솔루션을 
추천합니다. 당사의 PXI 모듈들은 Virginia 
Panel Corporation 
(VPC) 다중 케이블 연결
(Mass Interconnect) 
솔루션을 비롯하여 타사 
솔루션과도 완벽히 
통합될 수 있습니다.

www.vpc.com

다중 케이블 연결

케이블 설계 툴로 생성된 커넥터 옵션

규격이 정해져서 판매되는 케이블이 용도에 맞지 않을 경우, 길이, 커넥터, 선 타입 등을 지정한 맞춤형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 당사의 
무료 온라인 케이블 설계 툴을 사용하여 직접 설계하거나 또는 수량에 관계없이 당사에 설계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케이블은 테스트 
시스템의 신뢰성 획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커링 케이블 설계 툴

►

맞춤형 케이블을 주문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는 당사의 무료 온라인 케이블 설계 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툴에 내장된 케이블 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그림으로써 맞춤형 케이블 조립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완성되면, 당사의 엔지니어가 제작 견적을 생성할 것입니다. 
이 툴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픽 디자인에 의한 고객맞춤형 케이블 설계
  내장된 케이블 세트 라이브러리로부터 또는 직접그린 그림으로부터 
도면 생성

  설계한 케이블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다시 사용
  케이블 설계 도면은 모든 규격과 함께 PDF 문서로 변환

  커넥터 및 전선 선택, 핀 정의, 핀과 케이블 번호 표시, 케이블 묶음, 
길이 선택, 절연 등 상세한 특징 지정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와 태블릿 운영체제에서 사용
  내장된 사용법 안내로 신속히 진행 가능

맞춤형 케이블 조립체

 상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 사이트에 있습니다:  pickeringtest.com/cdt

전력 케이블 및 커넥터

피커링 케이블 및 커넥터

75 오옴 케이블 및 어댑터 조립체
파트번호 1쪽 끝 커넥터 1 2쪽 끝 커넥터 2 최대  

주파수
케이블  
감쇠율

40-977-701-*m
75Ω BNC 플러그 75Ω BNC 플러그

1GHz 0.9dB/m 
@1GHz

40-977-711-*m
75Ω SMZ/Type 43 플러그 75Ω SMZ/Type 43 플러그

3GHz 1.8dB/m 
@3GHz

40-977-731-*m
75Ω 1.0/2.3 플러그 75Ω 1.0/2.3 플러그

3GHz 1.8dB/m 
@3GHz

40-977-751-*m
75Ω 미니 SMB 플러그 

(암)
75Ω 미니 SMB 플러그 

(암) 2GHz 1.3dB/m 
@2GHz

40-977-761-*m
75Ω MCX 플러그 75Ω MCX 플러그

3GHz 1.8dB/m 
@3GHz

40-977-781-*m
75Ω F 타입 플러그 75Ω F 타입 플러그

1GHz 0.2dB/m 
@1GHz

40-977-791-*m
75Ω 1.6/5.6 플러그 75Ω 1.6/5.6 플러그

3GHz 1.8dB/m 
@3GHz

40-978-701-*m

75Ω 미니 SMB  
플러그 (암) 75Ω BNC 플러그

1GHz 0.9dB/m 
@1GHz

40-978-711-*m

75Ω 미니 SMB  
플러그 (암)

75Ω SMZ/Type 43 플
러그 2GHz 1.3dB/m 

@2GHz

40-978-731-*m

75Ω 미니 SMB  
플러그 (암) 75Ω 1.0/2.3 플러그

2GHz 1.3dB/m 
@2GHz

40-978-781-*m
75Ω BNC 플러그 75Ω MCX 플러그

2GHz 1.3dB/m 
@2GHz

RF 케이블 조립체는 기본 0.1m, 0.25m, 0.5m, 1m, 2m 길이로 제공됩니다. 다른 길이 제품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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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케이블 조립체

50 오옴 케이블 및 어댑터 조립체
파트번호 1쪽 끝 커넥터 1 2쪽 끝 커넥터 2 최대  

주파수
케이블  
감쇠율

40-977-501-*m
BNC 플러그 BNC 플러그

3GHz 1.9dB/m 
@3GHz

40-977-511-*m
SMB 플러그 (암) SMB 플러그 (암)

3GHz 1.9dB/m 
@3GHz

40-977-521-*m
SMA 플러그 SMA 플러그

3GHz 1.9dB/m 
@3GHz

40-977-561-*m
MCX 플러그 MCX 플러그

3GHz 1.9dB/m 
@3GHz

40-977-571-*m
MMCX 플러그 MMCX 플러그

3GHz 2.7dB/m 
@3GHz

40-978-501-*m
50Ω SMB 플러그 (암) 50Ω BNC 플러그

3GHz 1.9dB/m 
@3GHz

40-978-511-*m
50Ω BNC 플러그 50Ω SMA 플러그

3GHz 1.9dB/m 
@3GHz

40-978-521-*m
50Ω SMB 플러그 (암) 50Ω SMA 플러그

3GHz 1.9dB/m 
@3GHz

40-978-581-*m
50Ω BNC 플러그 50Ω MCX 플러그

3GHz 1.9dB/m 
@3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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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트  90-011D 액세서리 MS-M RF
데이터 시트 90-017D

추천 케이블 
 

0.5m 단위 길이

조립체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79  

(RG178 & RG316)  
500MHz/1.3GHz, 50Ω

40-979A (RG178) 
40-979 (RG316) 

1.3GHz, 50Ω

커넥터  
타입  
(A쪽)

커넥터 타입 (A쪽) MS-M RF   3, 17, 24, 
25 또는 26 -핀

MS-M RF   3, 17, 24, 
25 또는 26 -핀

암수구분 암 암
케이블 구멍위치/크기 뒤쪽 뒤쪽
제품 고정 방법 6-32 UNC 나사잠금 6-32 UNC 나사잠금

커넥터  
타입  
(B쪽)

커넥터 타입 (B쪽) SMB 
해당 없음

암수구분 플러그 (암)

개방전선 
옵션  
(B쪽)

전선 종단 옵션
해당 없음

절단 전선
비피복 전선 길이 약 130mm
전선 라벨/코딩 커넥터 핀 쪽

RF 커넥터

제품  
타입

파트번호 또는 모델 범주 40-969-526-F

타입 26-핀 MS-M RF 커넥터 덮개

암수구분 암

추천 케이블 RG178 또는 RG316

케이블 구멍위치/크기 뒤쪽 (18x8.5mm)

제품 고정 방법 6-32 UNC 나사잠금

전선 연결 방법 압착

옵션 커넥터 암 컨택과 커넥터 툴은 별도 판매 품목입니다.

MS-M RF 케이블 및 커넥터

 • 당사의 기술진들은 제품에 대해 어떠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위치한 
지사 또는 대행회사를 통하여 기능 시험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당사의 기술진의 지원을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모듈과 케이블은 유연한 공정제어 및 관리시스템을 갖춘 2개의 자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따라서, 요구조건에 따른 제품 생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협업적이고, 창의적이며, 신속히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잘 활용함으로써 여러분 엔지니어링 팀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십시오.

더 상세한 내용은 pickeringtest.com/whypickering 에 있습니다.

백쉘에 케이블 잠금이 있는 차폐 구조 한쪽이 개방된 케이블은 커넥터 핀에 라벨/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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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7D90-017D

                                               데이터 시트
90-003HVD

90-011D

90-018D 90-012D 90-014D 90-023D

90-007HVD 90-005HVD

90-004D

90-027D

90-025HVD 90-026H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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