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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GATM 저잡음 써모커플 프로브 및 커넥터
는 커넥터를 통해 프로브의 보호관에서 
여러분의 장비로 이어지는 모든 경로의 연결을 유
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적 잡음을 방지해 높은 측정 정
밀도를 보장합니다.

외부 스트랩은 접지선의 전기 연결을 유지하고 두 
커넥터 사이의 기계적 연결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암 커넥터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형 
기입하는 공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U 커넥터 온도 정격: 260°C (500°F)
*지속: 260°C (500°F)
*간헐적: 315°C (600°F)

U 카드뮴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액정 
고분자 재료

U 접지 스트랩을 연결해 전기적 잡음을 방지
U 접지 스트랩이 기계적 강성을 추가로 

제공함
U 암 커넥터에 쉽게 식별하기 위한 기입 

공간이 있음 
U 표준 방식의 프로브 및 커넥터와 호환

U Cal-5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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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기입용 

커넥터 기입란

접지 

스트랩

그림의 프로브은 실제 

크기에 가깝습니다.

ANSI 
색 

코드 
표시

IEC 색 코드를 
주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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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세요

길이 150 mm (6”) 및 300 mm (12”)†

* 접점 유형을 지정하세요: “E” (노출), “G” (접지), “U” (비접지). 추가 접지 스트랩 GS-GMQ-10의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 다른 길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와 상의하세요.

다른 보호관를 주문하려면, 인코넬의 경우 모델 번호에서 “SS”를 “IN”으로 변경하세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예: HGKMQIN-040(*)-6

321 SS 보호관가 있는 제품을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에서 ‘SS’를 ‘321SS’로 변경하세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예: HGKMQ321SS-040(*)-6

주문 예: HGKMQSS-125G-6, 초소형의 빠른 연결 차단 프로브, K형,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관, 3 mm (0.125”) OD, 길이 150 mm (6”), 접지 접점.

주문 예: HGKMQSS-062G-6, 초소형의 빠른 연결 차단 프로브, K형, 스테인리스 스틸 보호관, 1.5 mm (0.062”) OD, 길이 150 mm (6”), 접지 접점

써모커플 보호관 지름 모델 번호 모델 번호
합금 mm (인치) 길이 150 mm (6") 길이 300 mm (12")

철- 1.0 (0.040) HGJMQSS-040(*)-6 HGJMQSS-040(*)-12
콘스탄탄 1.5 (0.062) HGJMQSS-062(*)-6 HGJMQSS-062(*)-12

304 SS 보호관 3.0 (0.125) HGJMQSS-125(*)-6 HGJMQSS-125(*)-12
1.0 (0.040) HGKMQSS-040(*)-6 HGKMQSS-040(*)-12CHROMEGATM-

ALOMEGATM 1.5 (0.062) HGKMQSS-062(*)-6 HGKMQSS-062(*)-12
304 SS 보호관 3.0 (0.125) HGKMQSS-125(*)-6 HGKMQSS-125(*)-12

CHROMEGATM- 1.0 (0.040) HGEMQSS-040(*)-6 HGEMQSS-040(*)-12
콘스탄탄 1.5 (0.062) HGEMQSS-062(*)-6 HGEMQSS-062(*)-12

304 SS 보호관 3.0 (0.125) HGEMQSS-125(*)-6 HGEMQSS-125(*)-12
구리- 1.0 (0.040) HGTMQSS-040(*)-6 HGTMQSS-040(*)-12
콘스탄탄 1.5 (0.062) HGTMQSS-062(*)-6 HGTMQSS-062(*)-12

304 SS 보호관 3.0 (0.125) HGTMQSS-125(*)-6 HGTMQSS-125(*)-12

모델 번호 설명

 WCP-S 암형 커넥터의 앞면 

 WCP-GMQ 소형 프로브의 측면 

WCP-GMP GMP 커넥터의 측면 

추가 기입란 여분 – 패키지 당 5개로 판매 

고온용 소형 커넥터가 있는 저잡음 써모커플 프로브  
Low Noise Thermocouple Probes with High Temperature Miniature Connectors

kr.omega.com/HGJMQ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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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속품은 별도로 판매됩니다. 
* 접지를 지정하십시오.
E(노출, Exposed), G(접지, Grounded), U(비접지, Ungrounded) 접지
스트랩 추가 구매: GS-GMP-10 (추가 비용 발생)

써모커플 합금 6" 길이 
파트 번호 

IRON-
CONSTANTAN
304 SS Sheath

HGJMQSS-040(*)-6
HGJMQSS-062(*)-6
HGJMQSS-125(*)-6

HGJMQSS-040(*)-12
HGJMQSS-062(*)-12
HGJMQSS-125(*)-12

HGMP-J-F

PCLM-GMP GS-GMP

CHROMEGATM-
ALOMEGATM

304 SS Sheath

HGKMQSS-040(*)-6
HGKMQSS-062(*)-6
HGKMQSS-125(*)-6

HGKMQSS-040(*)-12
HGKMQSS-062(*)-12
HGKMQSS-125(*)-12

HGMP-K-F

CHROMEGATM-
CONSTANTAN
304 SS Sheath

HGEMQSS-040(*)-6
HGEMQSS-062(*)-6
HGEMQSS-125(*)-6

HGEMQSS-040(*)-12
HGEMQSS-062(*)-12
HGEMQSS-125(*)-12

HGMP-E-F

COPPER-
CONSTANTAN
304 SS Sheath

HGTMQSS-040(*)-6
HGTMQSS-062(*)-6
HGTMQSS-125(*)-6

HGTMQSS-040(*)-12
HGTMQSS-062(*)-12
HGTMQSS-125(*)-12

HGMP-T-F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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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길이 
파트 번호 

대응 커넥터 
파트 번호 

케이블 클램프 
파트 번호 

접지 스트랩
파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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