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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주문 시에는 코일 정격 전압(V)을 명기 주세요.
예:형태 G6J-2P-Y DC3
또 납품 시의 포장 표기나 표지의 전압 사양은 □□VDC입니다.

주2. 테이핑 A-분홍색 포장(서페이스 마운트 단자형)을 주문시에는 형식 끝에-TR을 붙여 주십시오.
다만 형식이 없어서 마킹은 되지 않습니다.(형식 말미에 TR이 없는 경우는 스틱사양입니다.)
또한 테이핑 포장의 최소 주문 단위는 2릴(최소 포장 단위 400개×2릴=800개)입니다.

종류 스틱 포장 테이핑 포장

종류 구조 접점구성
형식

코일정격전압
（V）

코일정격전압
（V）

최소포장단위 형식 최소포장단위 최소 발주 단위

싱글
스테이블형

플라스틱
밀폐형

2c　

G6J-2P-Y

　DC     3

　DC 4.5

◎DC     5

◎DC   12

◎DC   24

　DC     3

　DC 4.5

　DC     5

　DC   12

　DC  24

　DC     3

　DC 4.5

　DC     5

　DC   12

　DC     3

　DC 4.5

　DC     5

　DC   12

　DC   24

　DC     3

　DC 4.5

◎DC     5

◎DC   12

◎DC   24

　DC     3

　DC 4.5

　DC     5

　DC   12

　DC  24

　DC     3

　DC 4.5

　DC     5

　DC   12

　DC     3

　DC 4.5

　DC     5

　DC   12

　DC   24

50개/스틱

——

400개/릴 800개/2릴

G6J-2FS-Y
G6J-2FL-Y

G6J-2FS-Y-TR
G6J-2FL-Y-TR

1권선 래칭형

G6JU-2P-Y ——

G6JU-2FS-Y
G6JU-2FL-Y

G6JU-2FS-Y-TR
G6JU-2FL-Y-TR

전화관련기기, 통신기기, 계측기기,

OA기기, AV기기, 보안기기,

빌딩자동화기기,

산업기기, 놀이기기 등

용도 예■형식기준

G6J□-□□-□

①릴레이의 기능

②접점극수/접점구성

무표시：싱글 스테이블형

U：1권선 래칭형

2：2극/2c

③단자형상

④특수기능

Ｐ：프린트기판용 단자

FS：서페이스마운트 단자(short)

FL：서페이스마운트 단자(long)

Y：납땜 내열성 향상품

① ② ③ ④

■표준형 사양

접점접촉기구：

크로스바 트윈 Ag (표면Au합금)

보호구조：

플라스틱 밀폐형

●고밀도실장에 대 응 . (폭5.7mm×길이10.6mm×높이9mm)

●코 일 - 접점간에 고내전압 AC1,500V에

내충격전압 2.5kV 2×10μs (텔코디어규격 대 응 )을 실현.

●코 일 - 접점간, 동극단자간 모두

FCC part68(1.5kV 10×160μs)에 의거.

●1권 선 래칭타입도 시리즈화 하 여 전력절약에 대응.

●표준형으로 UL/CSA규격취득.

C-68

초소형 2극 슬림 릴레이

(상세내용은 후-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RoHS적합

용어해설  .....................................  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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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조작코일/싱글·스테이블형(G6J-2P-Y, G6J-2FS-Y, G6J-2FL-Y)

주1. 정격전류, 코일저항은 코일온도가 ＋23℃인 때의 값이며 공차는 ±10%입니다.
주2. 동작특성은 코일온도가 ＋23℃인 때의 값입니다.
주3. 최대허용전압은 릴레이 코일에 인가 가능한 전압의 최대값입니다.

●조작코일/1권선 래칭형(G6JU-2P-Y, G6JU-2FS-Y, G6JU-2FL-Y)

주1. 정격전류, 코일저항은 코일온도가 ＋23℃인 때의 값이며 공차는 ±10%입니다.
주2. 동작특성은 코일온도가 ＋23℃인 때의 값입니다.
주3. 최대허용전압은 릴레이 코일에 인가 가능한 전압의 최대값입니다.

●개폐부(접점부)

■성능

DC　

3　　 48.0　 62.5　

75％이하 10％이상 150％
약 140

4.5　 32.6　 137.9　

5　 28.9　 173.1　

12　 12.3　 976.8　

24　 9.2　 2,600.5　 약 230

DC　　

3　　 33.7　 89.0　

75％이하 75％이하 150％ 약 100
4.5　 22.0　 204.3　

5　 20.4　 245.5　

12　 9.0　 1,329.2

항목 저항부하

정격부하
AC125V  0.3A　
DC30V  1A　

정격통전전류 1A　

접점전압의 최대값 AC125V,  DC110V

접점전류의 최대값 1A　

종류 싱글 스테이블형 1권선 래칭형

형식 G6J-2P-Y, G6J-2FS-Y, G6J-2FL-Y G6JU-2P-Y, G6JU-2FS-Y, G6JU-2FL-Y

100mΩ 이하

3ms 이하(약 1.6ms)

3ms 이하(약 1.0ms) 3ms 이하(약 0.9ms)

——

부하

5~85%RH

약 1.0g

DC10mV 10μA

－40~＋85℃ （단, 결빙 및 결로되지 않을것)

5,000만회 이상(개폐빈도 36,000회/h)

10만회 이상(정격부하 개폐빈도 1,800회/h)

1,000m/s2

750m/s2

1,500V 10×160μs

2,500V 10×10μs

AC1,500V 50/60Hz 1min

AC1,000V 50/60Hz 1min

AC750V   50/60Hz 1min

10~55~10Hz 편진폭2.5㎜（복진폭5㎜）

10~55~10Hz 편진폭1.65㎜（복진폭3.3㎜）

1,000MΩ이상（DC500V메가에서）

10ms

항목 정격전류
(㎃)

코일저항
(Ω)

동작전압
(V)

복귀전압
(V)

최대허용전압
(V)

소비전력
(㎽)정격전압(V)

항목 정격전류
(㎃)

코일저항
(Ω)

세트전압
(V)

리셋전압
(V)

최대허용전압
(V)

소비전력
(㎽)정격전압(V)

주. 상기는 초기의 값입니다.
 *1. 측정 조건 : DC1V 10mA 전압강하법에서
 *2. ( )안의 값은 실력값입니다.
 *3. 측정 조건:DC500V 절연저항계에서 내전압의 항과 동일개소를 측정.
 *4. 이 값은 개폐빈도 120회/min인 때의 값이며 접촉저항의 고장판정값은 50Ω입니다.

이 값은 개폐빈도, 사용분위기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사용조건에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접촉저항 *1

동작(세트)시간 *2

복귀(리셋)시간 *2

최소세트, 리세트 펄스폭

절연저항 *3

내전압

내충격전압

코일과 접점간

이극접점간

동극접점간

코일과 접점간

이극접점간

동극접점간

진동
내구

오동작

충격
내구

오동작

내구성
기계적

전기적

고장율 P수준 (참고값 *4)

사용주의온도

사용주의습도

질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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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용량의 최대값

●주위온도와 동작·복귀전압  ●오동작충격

●전기적내구성(동작·복귀전압)＊1 ●전기적내구성(접촉저항) *1 ●접촉신뢰성시험(접촉저항) *1, *2

●자기간섭(릴레이 상호) ●자기간섭(릴레이 상호)  

 

주. 최대허용전압은 릴레이 코일에 인가 가능한 전압의 최대값입니다.

측정： 3축 6방향으로 무여자 3회, 여자 3회의 충격을 각
         각 가하여 접점이 오동작을 발생하는 값을 측정

 *1. 주위온도조건은 ＋23℃입니다.

 *2. 접촉저항의 데이터는 정기측정시의 참고값
       이며 매회 모니터링한 값이 아닙니다.
       접촉저항값은 개폐빈도, 사용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사용조건에
       서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구성곡선 ●주위온도와 최대허용전압

●주위온도와 접점통전전류

■참고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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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온도조건은 ＋23℃입니다. 
*2. 주파수특성은 실장기판에 따라 특성이 다르므로

실제기기에서 내구성을 포함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주파특성(절연) *1, *2 ●고주파특성(삽입손실) *1, *2 ●고주파특성(복귀손실, V.SWR) *1, *2

●동작·복귀바운스시간의 분포 ＊1 ●동작·복귀바운스시간의 분포 ＊1 ●내구진동

●자기간섭(외부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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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치수

프린트 기판용 단자형
G6J-2P-Y
G6JU-2P-Y

프린트기판 가공치수
（BOTTOM VIEW）
치수 공차는±0.1㎜입니다

단자 배치/내부접속도
（BOTTOM VIEW）

프린트기판 가공치수
（TOP VIEW）
치수 공차는±0.1㎜입니다

단자 배치/내부접속도
（TOP VIEW）

프린트기판 가공치수
（TOP VIEW）
치수 공차는±0.1㎜입니다

단자 배치/내부접속도
（TOP VIEW）

주1. 일반 치수 공차는±0.3㎜입니다.

주. 코일 극성에 주의하세요.

서페이스 마운트 단자형(쇼트)
G6J-2FS-Y
G6JU-2FS-Y

주1. 일반 치수 공차는±0.3㎜입니다.
주2. 단자의 coplanarity는 0.1이하입니다.

주. 코일 극성에 주의하세요.

서페이스 마운트 단자형(롱)
G6J-2FL-Y
G6JU-2FL-Y

주1. 일반 치수 공차는±0.3㎜입니다.
주2. 단자의 coplanarity는 0.1이하입니다.

주. 코일 극성에 주의하세요.

(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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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및 테이핑포장 사양에 대해서

(1) 스틱에 대해서

(1) IRS법(실장용 납 : 연납일 때)

(2) IRS법(실장용 납 : 납FREE땜 일 때)

납땜이 양호한 상태 납땜이 불량한 상태

(2) 테이핑포장에 대해서(서페이스마운트단자 타입)

릴레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릴레이 본체의 방향성 지시마크가
좌측이 되도록 스틱포장하고 있습니다.
프린트기판 실장시 릴레이 방향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스틱 길이：555mm(스토퍼 제외)
1스틱당 릴레이 개수：50개

테이핑포장으로 주문시는 형식의 끝에 -TR을 붙여주십시오.

TR이 없는 경우는 스틱포장됩니다.

1릴인당 릴레이 개수:400개

최소 발주 단위:2릴(800개)

①릴레이의 삽입방향

②릴의 치수

③캐리어테이프의 치수

G6J-2FS-Y, G6JU-2FS-Y, G6J-2FL-Y, G6JU-2FL-Y

■G6J-Y의 납땜 권장조건의 일례에 대해서

●IRS법 권장조건(서페이스마운트단자 타입) ·크림 납의 도포량은 납두께 150~200μm, 랜드 패턴은 당사권장
   프린트기판 가공치수를 권장합니다.

·아래의 양호한 납땜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좌측에 기재한 권장
   조건에서 실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고객의 실장조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프로파일은 릴레이 단자부의 온도를 표시합니다.)

(온도프로파일은 릴레이 단자부의 온도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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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　
G6J-2P-Y,2FS-Y,2FL-Y ： 3~24VDC
G6JU-2P-Y,2FS-Y,2FL-Y： 3~24VDC

  1A  30VDC  40℃
0.5A  60VDC  40℃　
0.3A  125VAC  40℃　

6,000회

 부를 고정하고 중앙부 및 국부적인 고정은 피해주십시오.

A

C
B

A방향：4.90N이하
B방향：9.80N이하
C방향：9.80N이하

■해외규격인증 정격

UL규격인증형 파일No.E41515

CSA규격인증형 파일No.LR31928

극수 조작코일 정격 접점정격 시험횟수

사용상의 주의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장기간 연속통전 하는 경우

릴레이를 개폐동작 하지않고 장기간 연속통전 하는 회로에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코일 자체의 발열에 의한 코일의 절연열화나 접점표

면에서 피막의 생성 등에 의해 접촉불안정이 촉진됩니다.

 이와 같이 회로의 경우에는 자기유지형 래칭 릴레이를 권장합니다. 

부득하게 싱글 스테이블 릴레이를 사용할 경우는 만일의 접촉불량

이나 코일단선에 대비하여 풀프루프 회로를  설계하여 주십시오.

●릴레이의 취급에 대해서

• 면실장 릴레이는 방습포장 개봉 후 되도록 빨리 사용하여 주십시

오. 방습포장 개봉 후 장기간 방치하면 납땜 실장 후의 외관·밀

폐성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습포장 개봉 후에 

보관할 경우는 납품시의 방습포장에 넣어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

여 주십시오.

• 납땜실장 후에 세정할 때는 급냉을 피하고 알콜계 또는 물 계통

의 세정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정온도는 40℃ 이하로 

하여 주십시오.

●자동실장시의 돌출부의 보호유지력에 대해서

자동실장시의 돌출부의 보호유지력은 릴레이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압력 이하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사용·보관·운송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사용·보관·운송시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상습·상압에서 보

관하여 주십시오.

●래칭 릴레이의 실장에 대해서

동일패널, 기판상에 다른 기기(릴레이 등)로 부터의 동작, 복귀시

에 발생하는 진동, 충격이 카탈로그에 기재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하여 주십시오. 래칭 릴레이의 세트(또는 리셋) 상태가 해제되는 

원인이 됩니다. 래칭 릴레이는 리셋상태로 납품하고 있으나 이상진

동, 충격이 가해진 경우 세트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

용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리셋신호를 인가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릴레이의 취급에 대해서

• 코일의 최대허용전압은 코일온도 상승과 절연피막 재료의 내열

온도(내열온도를 초과하면 코일의 소손이나 레어쇼트의 원인이 

됩니다.)에서 구하는 외에 절연물의 열적변화나 열화, 나아가서 

다른 제어기기를 손상하지 않을 것,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을 것,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 등 중요한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카

탈로그에 기재한 규정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코일에는 정격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최대허용전압의 

범위 안이라면 코일 정격전압을 초과한 전압을 인가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코일에의 연속통전은 릴레이 자체의 온도상승이 전기

적내구성 등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코일의 절연열화

의 원인이 됩니다.

●코팅에 대해서

프린트기판의 실장시에 코팅을 하는 경우에는 실리콘계 코팅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릴레이 실장 후의 기판 세정시에도 

실리콘을 포함한 세정액은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세정액이 릴

레이 표면에 코팅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취급에 대해서

릴레이를 떨어뜨리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

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공통 주의사항은 「프린트기판용 릴레이 공통주의사항(C-20~C-38페이지)」를 참조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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