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자배열에 대해서

커넥터에 단자번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케이블No.를 예를 들어, 끝부터 1, 2, 3, 4 …n으로 정한 경우 단자위치와의 상관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정격/성능     

■ 단자배치도   

■ 재질/처리     

■ 적합전선     

1.27mm 피치플랫케이블 AWG28(7개 꼬임선)

·UL2651(표준케이블)   

·UL20012(발형케이블 )     

·UL20028(컬러코드케이블 )

표준 단자배열형 역배열 단자배열형

케이블No. 배열

(TOP VIEW 부품실장면측)

케이블No. 배열

(TOP VIEW 부품실장면측)

정격전류 1A

정격전압 AC250V

접촉저항 15mΩ 이하(20mV 이하, 100mA 이하에서)

절연저항 103MΩ 이상(DC500V에서)

내전압 AC500V  1min(누설전류 1mA 이하)

사용주위온도 －55˜＋85℃(저온에서 결빙되지 않을 것)

베이스 유리혼입 PBT수지 (UL94V-0)/흑색

접점
압접부 동합금/니켈하지 주석도금(2.0μm)

단자부 동합금/니켈하지 금 플러쉬도금(2.0μm)

커버 유리혼입 PBT수지(UL94V-0)/흑색

A-72

● 압접결선 방식에 의해 케이블의 단말처리를 하지 않고

 모든 단자를 일괄 결선 가능.

● 프린트기판에 직 접 납 땜 DIP이 가능.

● 높이5.8mm, 폭 6.8mm의 소형으로 프린트기판의

 실장효율이 대폭 향상.

● 2.54mm의 그리드 단자배열을 채용.

 프린트기판의 패턴설계가 용이.

● 단자배열은 표준형과 역배열형의 2종류를 구비.

● UL규격(UL94V-0)에 적합한 절연재료를 사용.

● 압접공구는 모든 극에 대응한 부착물을 채용.

 결선작업 등의 성력화, 합리화가 가능.

고밀도 실장, 성력화, 결선 등 전체적인 비용절감을 실현

(상세내용은 후-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RoHS적합

용어해설  .....................................  A-16

공통 주의사항 .............................  A-20

규격인정기종 일람표  ..................  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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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치수                                                                        

■ 종류  (◎표시기종은 표준재고기종입니다. 무표시 (주문생산기종 )의 납기에 대해서는 거래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 커버의 형상은 오픈 엔드 타입입니다.

■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취급에 대해서  

·PCB커넥터에는 스트레인 릴리프가 없으므로 케이블에 외부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케이블 길이에 충분한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커버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접작업시 베

이스, 커버를 어느 방향으로 세트하여도 압접 가능합니다.   

·압접공구 등의 전용공구에 대해서는 A-77페이지를 참조하

여 주십시오.   

●자동납땜 조건(분류식)에 대해서  

(1) 납땜온도 250 ±5℃

(2) 연속납땜시간 5±1초 이내

형상

최소포장단위
(개)

극수 표준 단자배열형 역배열 단자배열형

10 ◎XG2A-1001   XG2A-1002

100
14 ◎XG2A-1401 ◎XG2A-1402

16 ◎XG2A-1601 ◎XG2A-1602

20 ◎XG2A-2001   XG2A-2002

26 ◎XG2A-2601 ◎XG2A-2602

50

30 ◎XG2A-3001   XG2A-3002

34 ◎XG2A-3401   XG2A-3402

40 ◎XG2A-4001 ◎XG2A-4002

50 ◎XG2A-5001   XG2A-5002

60 ◎XG2A-6001   XG2A-6002

64   XG2A-6401   XG2A-6402

사용상의 주의

치수표

치수(mm)
극수

A B

10 17.9 10.16

14 22.9 15.24

16 25.5 17.78

20 30.6 22.86

26 38.2 30.46

30 43.3 35.56

34 48.3 40.64

40 56.0 48.26

50 68.7 60.96

60 81.4 73.66

64 86.4 78.74

표준 단자배열형/XG2A-□□01
역배열 단자배열형/XG2A-□□02

표준 단자배열형의 경우 역배열 단자배열형의 경우

프린트기판 가공치수
(BOTTOM VIEW)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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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 PCB타입

플랫케이블 커넥터(범용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