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콤팩트한 몸체(기판위 높이 0.9mm)로
적합전선 0.2mm 대응을 실현

커넥터 뒷면에 낮은 벽을 넓게 설정, 기판 설계 자유도를 향상.

하접점의 접촉구조를 강화한 상하접점 타입.

적합FPC두께 t 0.2mm. 금도금 타입.

할로겐Free 대응. ( )

(단위:mm)

프린트기판 가공치수(TOP VIEW)

적합 FPC치수

정격전류

정격전압

접촉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삽입 탈착내구

사용주위온도

AC/DC0.2A

AC/DC50V

80m 이하(DC20mV 이하, 100mA 이하에서)

100M 이상(DC250V에서)

AC250V 1min 누설전류 1mA 이하)

20회

하우징

슬라이드

접점

LCP수지(UL94V-0)/자연색

LCP수지(UL94V-0)/갈색

=

●

●

●

●

※당사의 할로겐Free는 브롬(Br) 900ppm 이하, 염소(Cl) 900ppm 이하,
할로겐 합계(Br ＋Cl) 1,5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RoHS적합 (상세내용은 후-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정격/성능 ■재질/처리

■외형치수

■종류 (납기에 대해서는 거래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 30~ ＋ 85℃ (단, 결빙 및 결로되지 않을 것)

스프링용 동합금/니켈판(2 μm)

접촉부 금도금(0.15μm)

XF3B-□□45-31A
XF3B-□□45-31AE

치수표

※

Ω

Ω

＊1. 극수 대응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2. 릴 수납수의 정수배로 주문하여 주십시오.

단자No.2

단자No.1

표준핀마크

콤팩트한 몸체(기판위 높이 0.9mm)로
적합전선 0.2mm 대응을 실현

커넥터 뒷면에 낮은 벽을 넓게 설정, 기판 설계 자유도를 향상.

하접점의 접촉구조를 강화한 상하접점 타입.

적합FPC두께 t 0.2mm. 금도금 타입.

할로겐Free 대응. ( )

(단위:mm)

프린트기판 가공치수(TOP VIEW)

적합 FPC치수

정격전류

정격전압

접촉저항

절연저항

내전압

삽입 탈착내구

사용주위온도

AC/DC0.2A

AC/DC50V

80m 이하(DC20mV 이하, 100mA 이하에서)

100M 이상(DC250V에서)

AC250V 1min 누설전류 1mA 이하)

20회

하우징

슬라이드

접점

LCP수지(UL94V-0)/자연색

LCP수지(UL94V-0)/갈색

=

●

●

●

●

※당사의 할로겐Free는 브롬(Br) 900ppm 이하, 염소(Cl) 900ppm 이하,
할로겐 합계(Br ＋Cl) 1,5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RoHS적합 (상세내용은 후-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정격/성능 ■재질/처리

■외형치수

■종류 (납기에 대해서는 거래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 30~ ＋ 85℃ (단, 결빙 및 결로되지 않을 것)

스프링용 동합금/니켈판(2 μm)

접촉부 금도금(0.15μm)

XF3B-□□45-31A
XF3B-□□45-31AE

치수표

※

Ω

Ω

＊1. 극수 대응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2. 릴 수납수의 정수배로 주문하여 주십시오.

단자No.2

단자No.1

표준핀마크
극수*2 형식*1 A B C D

8 XF3B-0845-31A 1.8 2.1 4.3 2.75

19 XF3B-1945-31A 4.8 5.4 7.6 6.05

25 XF3B-2545-31A 6.6 7.2 9.4 7.85

35 XF3B-3545-31A 9.6 10.2 12.4 10.85

51 XF3B-5145-31AE 14.4 15.0 17.2 15.65

67 XF3B-6745-31AE 19.2 19.8 22.0 20.45

극수*2 형식*1 릴 수납수(개)*3

8 XF3B-0845-31A

2,000
19 XF3B-1945-31A

25 XF3B-2545-31A

35 XF3B-3545-31A

51 XF3B-5145-31AE
1,500

67 XF3B-6745-31AE

A-27

●커넥터 뒷면에 낮은 벽을 넓게 설정, 기판 설계 자유도를 향상.

●하접점의 접촉구조를 강화한 상하접점 타입.

●적합FPC두께 t= 0.2mm. 금도금 타입.

●할로겐Free 대응. (※)
※	당사의	할로겐Free는	브롬(Br)	900ppm	이하,	염소(Cl)	900ppm	이하,
	 할로겐	합계(Br＋Cl)	1,500ppm을	기준으로	합니다.

0.3mm피치 회전 BACK LOCK 방식에서
기판상 높이 0.9mm를 실현

(상세내용은 후-4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RoHS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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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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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인정기종 일람표  ..................  후-12

FPC용XF3B
회전 BACK LOCK 방식(0.3mm 피치 양접점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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