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어설명

●인슐레이션 배럴

접점의 일부로 전선의 절연

피복(인슐레이션)부를 유지

하는 부분의 명칭.

●인슐레이션 높이

압착/압접 작업 후의 인슐레

이션 배럴부 높이의 명칭.

●랜스

접점을 하우징에 고정하기 위해 접점 위에 마련한 창 형상의 돌기.

●U슬롯

전선과 접점이 접속하는 개소. U자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U슬롯이라고 명칭.

■ 구조

압접 접점도

■ 정격/성능

정격전류 1A(AWG28) 2A(AWG26) 3A(AWG24)

정격전압 AC300V

접촉저항
20mΩ 이하
(20mV 이하, 100mA 이하에서)

절연저항 103MΩ 이상(DC500V에서)

내전압
AC650V  1min
(누설전류 1mA 이하)

종합 삽입력 극수×1.96N 이하

단품 탈착력
0.29N 이상
(□0.64mm 테스트게이지에서)

탈착 내구 50회

사용주위온도
－55˜＋85℃
(저온에서 결빙되지 않을 것)

■ 전류/온도상승 특성데이터  

아래의 전류·온도상승의 특성을 참고로 하여 전류값, 전선개수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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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슬 롯 압접구조, 인슐레이션 배럴을 채용하여 고신뢰성,

 대전류(3A) 낱개선 압 접 접속을 실현.

● 풍부한 커버류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공간절약 배선 또는

 낱개선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음.

● 독자의 간이 LOCK 레버에 의해 오리지널 플러그(XG8B, XG8W L형 단자)

 및 박스 플러그(XG4C)와 로 크 가능.

● UL규격(파일No.E103202) 인증품을 표준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XG5S는 제외)

낱개선 결선의 번거로움을 해소.
MIL타입 플러그에 감합하는 압접소켓 커넥터

(상세내용은 후-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RoHS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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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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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인정기종 일람표  ..................  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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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개선 압접커넥터

X
G
5



■ 재질/처리 ■ 적합전선/접점 No.  

주. 접점No.는 단자의 인슐레 이션 배럴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성도  

조립 구성도

하우징 유리혼입 PBT수지(UL94V-0)/흑색

접점
접촉부 인청동/니켈수지 금도금(0.15μm)

압접부 인청동/니켈수지 주석도금(2.0 μm)

커버 유리혼입 폴리아미드수지(UL94V-0)/흑색

결속밴드 폴리아미드수지(UL94V-0)/자연색

접점No.1 AWG24(UL-1061 사용)
전선외경 φ 1.1~1.3mm
심선구성  ： 7개부터 접점No.2

AWG28, 26
(UL-1007 사용)

■ 적합 플러그

주1. 적합 플러그의 형식, 외형치수 등에 대해서는 각 플러그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2. XG4A/XG4C은 극성 슬롯 수가 XG5M-N의 극성 가이드 수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XG4A
플랫케이블 커넥터（ 롱 로크타입      　

롱 로크타입      　

）
XG4A

  플랫케이블 커넥터（ 롱 레버 후취부 타입）
XG4A

플랫케이블 커넥터
（ 2단 겹침 타입    ）

XG4E
플랫케이블 커넥터

（ ）
XG4C

플랫케이블 커넥터
（ 박스타입 플러그  ）

XG8W/XG8B
오리지널 플러그（ 2열 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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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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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10극의 XG5M-1031-N, XG5M-1034-N은 극성이 없는 타입입니다.
50, 60, 64극의 극성가이드 수 2개의 극수 가이드의 피치는 22.86mm입니다.

주3. XG5M에는 콘택트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주2. 적합 플러그에 대해서는 앞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 접점No.1의 적합전선은 AWG24(UL-1061)입니다.   
＊2. 접점No.2의 적합전선은 AWG28~2 6(UL-1007)입니다. 상세내용은 앞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형상

최소포장단위
(개)

극수 극성 가이드수 접점No.1  ＊1 접점No.2   ＊2

10
0 　XG5M-1031-N 　XG5M-1034-N

180
1 ◎XG5M-1032-N ◎XG5M-1035-N

14 1 ◎XG5M-1432-N ◎XG5M-1435-N 140

16 1 ◎XG5M-1632-N ◎XG5M-1635-N 120

20 1 ◎XG5M-2032-N ◎XG5M-2035-N 100

26 1 ◎XG5M-1632-N ◎XG5M-2635-N 80

30 1 ◎XG5M-3032-N ◎XG5M-3035-N 70

34 1 ◎XG5M-3432-N ◎XG5M-3435-N 60

40 1 ◎XG5M-4032-N ◎XG5M-4035-N 50

50
1 ◎XG5M-5032-N ◎XG5M-5035-N

40
2 　XG5M-5033-N 　XG5M-5036-N

60
1 ◎XG5M-6032-N ◎XG5M-6035-N

30
2 　XG5M-6033-N 　XG5M-6036-N

64
1 　XG5M-6432-N 　XG5M-6035-N

2 　XG5M-6433-N 　XG5M-6436-N

치수표 

치수(mm)
극수

A B

10 17.3 10.16

14 22.3 15.24

16 24.9 17.78

20 30.0 22.86

26 37.6 30.48

30 42.7 35.56

34 47.7 40.64

40 55.4 48.26

50 68.1 60.96

60 80.8 73.66

64 85.8 78.74

 · 극성 가이드가 없는 타입   
XG5M-1031-N (접점No.1)
XG5M-1034-N (접점No.2)

 · 극성 가이드가 있는 타입  
XG5M-□□32-N (접점No.1)
XG5M-□□33-N (접점No.1)
XG5M-□□35-N (접점No.2)
XG5M-□□36-N (접점No.2)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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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   

■종류 (◎표시기종은 표준재고기종입니다.)

■조립치수도 (소켓＋세미커버)  

극수
(1열)

형식
최소포장
단위(개)

적합 커넥터

5 ◎XG5S-0501

1,000

XG5M-103□-N

7 ◎XG5S-0701 XG5M-143□-N

8 ◎XG5S-0801 XG5M-163□-N

10 ◎XG5S-1001

  500

XG5M-203□-N

13 ◎XG5S-1301 XG5M-263□-N

15 ◎XG5S-1501 XG5M-303□-N

17 ◎XG5S-1701 XG5M-343□-N

20 ◎XG5S-2001 XG5M-403□-N

25 ◎XG5S-2501 XG5M-503□-N

30 ◎XG5S-3001 XG5M-603□-N

32 ◎XG5S-3201 XG5M-643□-N

치수표

치수(mm)
극수

A

5 17.3

7 22.3

8 24.9

10 30.0

13 37.6

15 42.7

17 47.7

20 55.4

25 68.1

30 80.8

32 85.8

XG5S-□□01

주. 세미커버는 각 열마다 단품으로 부착합니다.
XG5M 1개에 대해서 2개가 필요합니다.

치수표

치수(mm)
극수

A B

10 17.3 32.0

14 22.3 37.1

16 24.9 39.6

20 30.0 44.7

26 37.6 52.3

30 42.7 57.4

34 47.7 62.5

40 55.4 70.1

50 68.1 82.8

60 80.8 95.5

64 85.8 100.6

오리지널 플러그＋세미커버
＋로크레버

MIL플러그＋세미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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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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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속밴드가 부속됩니다.   

형상

극수
(2열)

형식  ＊
최소포장단위

(세트)
형식  ＊

최소포장단위
(세트)

20 ◎XG5S-2012

1

—— ——

26 ◎XG5S-2612 —— ——

30 ◎XG5S-3012 —— ——

34 —— —— ◎XG5S-3422

1
40 —— —— ◎XG5S-4022

50 —— —— ◎XG5S-5022

60 —— ——   XG5S-6022

치수표 

치수(mm)
극수

A B C

20 30.0 23.8 8.8

26 37.6 31.4 11.4

30 42.7 36.5 15.1

세로형/XG5S-□□12
(좌우 2개의 부품입니다.)

치수표 

치수(mm)
극수

A B C D

34 47.7 38.7 32.0 14.6

40 55.4 40.7 34.0 16.6

50 68.1 44.1 39.4 20.0

60 80.8 47.4 42.8 23.4

가로형/XG5S-□□22
(좌우 2개의 부품입니다.)

세로형 가로형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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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치수도  (소켓+후드커버)

치수표 

치수(mm)
극수

A B

20 30.0 44.7

26 37.6 52.3

30 42.7 57.4

세로형 후드커버 조합치수도

MIL플러그＋세로형 후드커버

치수표 

치수(mm)
극수

A B C D E F

34 47.7 39.0 45.7 62.5 46.4 53.1

40 55.4 41.0 47.7 70.1 48.4 55.1

50 68.1 46.4 51.1 82.8 53.8 58.5

60 80.8 49.8 54.4 95.5 57.2 61.8

가로형 후드커버
MIL플러그＋가로형 후드커버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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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5용 별매품   

●LOCK 레버  

XG5Z-0002

당사의 오리지널 플러그(XG8B, XG8W L형 단자)와의 LOCK에

사용합니다.

LOCK 레버의 장착방법

극성 가이드형 소켓의 구멍에 로크레버의 돌기부를 세트하면 아

래 그림과 같이 오리지널 플러그와 로크가 가능하게 됩니다.

●LOCK 레버Ⅱ  

XG4Z-0002

당사의 박스타입 플러그(XG4C)와의 LOCK에 사용합니다.

(◎표시기종은 표준재고기종입니다.)  

주. 상기형식을 주문할 때는 최소포장단위의 배수로 주문하여 주십시오.

●예비단자  
XG5W-0031-N (접점No.1 )
XG5W-0034-N (접점No.2 )

(◎표시기종은 표준재고기종입니다.)  

주1. 상기 형식을 주문할 때는 최소포장단위의 배수로 주문하여 주십시오.
주2. 잘못 접속한 경우의 교환용 단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3. 접점No.1의 적합전선은 AWG24(UL -1061)입니다. 접점No.2의 적합전

선은 AWG28~26(UL-1007)입니다.
상세내용은 A-7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재질：폴리아미드수지
(UL94V-2)/
자연색

형식 최소포장단위(개)

◎XG5Z-0002 10

◎XG4Z-0002 100

재질：폴리아미드수지
(UL94V-2)/
자연색

형식 최소포장단위(개)

◎XG5W-0031-N
100

◎XG5W-0034-N

접점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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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5M용 공구  

●간이 압접공구  
XY2B-7006

(◎표시기종은 표준재고기종입니다.) 

이 간이 압접공구는 초소형·경량으로 실험실 등에서 시작용

또는 기기의 유지보수시의 수리용으로 최적입니다.   

사양

주. 기능·조작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접점 인발공구  
XY2E-0001

(◎표시기종은 표준재고기종입니다.)  

잘못 배선을 한 경우의 하우징에서 접점을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접점 교환방법

잘못 압접한 경우에 접점을 잡아뺄 경우는 접점 인발공구를 반

드시 사용하여 주십시오.

(1)커버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2)하우징의 랜스구멍에 공구의 랜스 받침부를 삽입하고 랜스를

하우징 내측에 받쳐 주십시오.

(3)랜스를 받친 상태에서 접점을 잡아당겨 주십시오.

(4)새로운 예비단자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공구 

●간이형 전동 순차 압접기  
XY2B-2104-N

(◎표시기종은 표준재고기종입니다.)  

이 간이형 전동 순차 압접기는 XG5 낱개선 압접커넥터 전용 압

접공구입니다.

사양

주. 기능·조작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로 준비되어 있는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적용 커넥터/적용 전선

주. 상기 지정 이외의 전선은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형식 최소포장단위(개)

◎XY2B-7006 1

적용 커넥터 XG5M-N

적합전선 AWG24~28(전선외경  φ 1.1~1.3mm)

외형치수 25(W)×80(H)×100(D)mm

질량 약 180g

형식 최소포장단위(개)

◎XY2E-0001 1

형식 최소포장단위(개)

◎XY2B-2104-N 1

스트로크 13mm

모터속도 83/100rpm(50/60Hz)

이송피치 2.54mm

조작 풋스위치

질량 약 6kg

정격전압 0.5A 100VAC(50/60Hz)

퓨즈 1A

외형치수 120(W)×200(H)×255(D)mm

적용 커넥터
접점
No.

적용 전선

적용 전선
UL-번호

전선 사이즈
[(소선수(개)/
소선경(mm)]

단면적
(mm2)

피복
외경
(mm)

XG5M-□□31-N
XG5M-□□32-N
XG5M-□□33-N

No.1 UL1061
AWG24

[7/0.203] 0.21 1.1

XG5M-□□34-N
XG5M-□□35-N
XG5M-□□36-N

No.2 UL1007

AWG26
[7/0.16] 0.13 1.3

AWG28
[7/0.127] 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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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압접작업에 대해서  

·압접작업에는 반드시 당사의 XG5전용 압접공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압점공구에 대해서는 문의하여 주십시오.   

·압접작업을 할 때는 압접 접점의 종류(접점No.1, 접점No.2)

와 전선의 사이즈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전선의 압접상태에 대한 기준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청구하

여 주십시오.   

●커버의 사용에 대해서  

·커버는 압접보호, 단락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미커버 장착방법 

·위 그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 세미커버의 A부를 소켓의 B에 삽입합니다.

(2) 세미커버의 좌우의 돌기를 소켓의 걸리는 부분에 밀어 넣

습니다.

(3) 돌기가 확실하게 걸리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4) 세미커버를 사용한 경우라도 직접 힘이 걸리는 때는 결속

밴드 등으로 전선을 묶어 전선의 압접부에 직접 힘이 걸리

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후드커버 장착방법  

세로형 후드커버 

·위 그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후드커버의 A부, 돌기는 세미커버와 동일하게 하여 주십시

오.

(2)후드커버의 돌기 B를 다른 한 쪽 후드커버의 C부에 끼워

넣어 주십시오.

(3)결속밴드로 조여 주십시오.  

가로형 후드커버

·세로형 후드와 장착방법은 동일합니다.    

·좌우의 커버는 형상이 다르므로 조합시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XG5M-N 2열 소켓의 단자번호  

XG4M의 단자번호  

·2열 소켓은 XG4M의 단자번호와 동일한 단자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 참조)    

·2열 소켓을 압접할 경우 앞뒤의 구별은 극성 가이드에 따라

구별하여 주십시오. 

(단, 10극 타입만 극성 가이드가 없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하

여 주십시오.)    

●적용 플러그에 대해서  

·당사의 XG4A, XG4C, XG8을 권장합니다.   

·XG4C, XG8 등 로크기구가 없는 플러그를 사용시에는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크레버(XG4Z-0002/XG5Z-0002)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XG8W 직선형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L형 단자 오리지널 플러그(XG8)을 사용할 경우에 기판가공은

커버부가 기판의 엣지보다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용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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