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9G-29

수형 암형

PAT P E N D

2 .5
(0 .1 ) 3 1 .8

(1 .2 5 )

4 .8
(0 .1 9 )

0 .8
(0 .0 3 )

3 6 .6
(1 .4 4 )

7 .1
(0 .2 8 )

1 6 .8
(0 .6 6 )

2 .3
(0 .0 9 )
3 .3

(0 .1 3 )
7 .9

(0 .3 1 )

1 2 .7
(0 .5 0 )

7 .9
(0 .3 1 )

D IA .

3 .1 3
(0 .1 3 )

크기: mm (인치)

7 .9
(0 .3 1 )

1 6 .8
(0 .6 6 )

4 .9 3  (0 .1 9 ) D ia . 
W ire  H o le

HCP-HGMP 측면 기입란. 
추가 측면 기입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WCP-S 기입란가 포함됩니다. 추가 
기입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GS-GMP 접지 스트랩이 포함됩니다. 

추가 접지 스트랩 GS-GMP-10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OMEGA® GMP GMP 및 HGMP 소형 저노이즈 커넥터는 

접지선을 OMEGA® 프로브 및 연장선에 쉽게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 AWG 차폐형 연선의 접지선이나 오버 

브레이드선의 차폐막은 내부 하드웨어에 의해 구부리고 고정합니다. 

커넥터에는 뛰어난 열 및 전기적 특성이 있어 높은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각 커넥터에는 앞면 및 측면용 기입 기입란, 접지선의 

전기 접속을 유지하고 커넥터 간의 기계적 연결을 강화하는 외부 

접지 스트랩이 포함됩니다.

EXPP 시리즈 차폐형 써모커플 연선에 대해 알아보려면 
kr.omega.com/exgg-2cu_3cu_wire에 방문하세요.

저노이즈 고온용 소형 커넥터
GMP 유리 충전 나일론 정격 -29 – 220°C (-20 – 425°F)
HGMP 액정 고분자 정격 -29 – 260°C (-20 – 500°F)

압출의 황동 및 

스테인리스 스틸 투관

지름 0.020 – 0.125” 및 

1.5 – 3.0 mm 프로브에 맞는 

크기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kr.omega.com에 방문하세요.

그림은 GMP
입니다.

U 커넥터 접지로 전기적 노이즈 에러에서 보호

U 쉽게 식별하기 위한 기입란

U 우수한 기계적 연결로 진동이나 전선 
움직임으로 인한 신호 손실을 방지

U 고순도 써모커플 합금 핀과 소켓

U 연선이나 단선을 최대 크기 20 AWG까지 
허용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모든 수형 커넥터에 무료 하드웨어가 포함됩니다.

HGMP and GMP Series

Low-Noise, High-Temperature Miniature Connectors
GMP Glass-Filled Nylon Rated -29 to 220°C (-20 to 425°F)
HGMP Liquid Crystal Polymer Rated -29 to 260°C (-20 to 5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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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Net
 11-49....................................5%
 50-99..................................10%
 100-999..............................15%
 1000-4999..........................20%
 5000 and over....................25%

할인표

 주문하려면 kr.omega.com/gmp에 방문해 가격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커넥터에  커넥터에 이용하는  

 합금 이용하는 써모커플   보상 합금 보호관  모델 
 코드†                                       유형                                              +                             - 색  번호 

  ChrOMEGA®-AlOMEGA® ChrOMEGA® AlOMEGA® 노란색 GMP-K-(*) 
  구리-콘스탄탄 구리 콘스탄탄 파란색 GMP-T-(*) 
  철-콘스탄탄 철 콘스탄탄 검은색 GMP-J-(*) 
  ChrOMEGA®-콘스탄탄 ChrOMEGA® 콘스탄탄 자주색 GMP-E-(*) 
  Pt/13%rh-Pt 구리 Alloy #11 녹색 GMP-R/S-(*) 
  W/5% re-W/26%re CPX CNX 빨간색 GMP-C-(*) 
  미보상 구리 구리 흰색 GMP-U-(*) 
  OMEGAllOY® OMEGA-P® OMEGA-N® 주황색 GMP-N-(*) 
  ChrOMEGA®-AlOMEGA® ChrOMEGA® AlOMEGA® 노란색 HGMP-K-(*) 
  구리-콘스탄탄 구리 콘스탄탄 파란색 HGMP-T-(*) 
  철-콘스탄탄 철 콘스탄탄 검은색 HGMP-J-(*) 
  ChrOMEGA®-콘스탄탄 ChrOMEGA® 콘스탄탄 자주색 HGMP-E-(*) 
  Pt/13%rh-Pt 구리 rNX/SNX 녹색 HGMP-R/S-(*) 
  W/5% re-W/26%re CPX CNX 빨간색 HGMP-C-(*) 
  미보상 구리 구리 흰색 HGMP-U-(*) 
  OMEGAllOY® OMEGA-P® OMEGA-N® 주황색 HGM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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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각 커넥터는 앞면과 

측면용 기입란이 함께 

제공됩니다. 접지 스트랩은 

측면 기입란을 대체하고 

커넥터를 통한 전기 연결을 

유지합니다.

 모델 번호 설명

 HCP-S HGMP 커넥터 앞면용 기입란

 WCP-S HGMP 커넥터 앞면용 대체 기입란

 HCP-HGMP HGMP 커넥터 측면용 기입란

 WCP-GMP HGMP 커넥터 측면용 대체 기입란

 GS-GMP-10 접지 스트랩 

부속폼

*주문할 때, 커넥터 쌍의 경우 “-MF”를, 수형 커넥터의 경우 “-M”을, 암형 커넥터의 경우 “-F”를 지정하세요. 
†J, K, T, E, R, S, B는 ANSI 지정 형식입니다. OMEGALLOY® 는 보통 나이크로실-니실 ANSI 색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고: U형 (미보상) 커넥터 몸체는 B형 써모커플(Pt/6%Rh-Pt/30%Rh)와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예: GMP-K-MF, 유리 충전 나일론, K형 캘리브레이션, 커넥터 쌍. HGMP-J-M, 고온용, 저노이즈, J형 캘리브레이션, 수형 커넥터. HGMP-K-F, 고온용, 
저노이즈, K형 캘리브레이션, 암형 커넥터.

최대 크기 20 AWG
의 연선이나 단선을 
허용합니다.

소형 커넥터,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커넥터! 내부 및 측면 나사에는 결합 헤드가 있어, 
여러분은 일자 드라이버나 필립스 드라이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가 고정되어 헐거워지지 않습니다.

커넥터 디자인은  
OMEGA 엔지니어링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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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미터 및 EMI 보호용 페라이트 코어.

구입할 수 있습니다!

EMI 보호용 페라이트 
코어가 있는 PCLM-

SMP-FT 케이블 
클램프, 커넥터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PATEnTEd

오메가의 완벽한 선택, 커넥터 

부속품을 보려면 kr.omega.com

을 방문하세요.

STCTX 내장 4 – 20mA 트랜스미터. 
kr.omega.com/sprtx-stctx에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