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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커넥터 접지로 전기적 
노이즈 에러로부터 보호

U	진동이나 전선이동으로 
인한 신호 손실 방지

U	기입란 포함 
U	카드늄 없는 친환경 고분자 

액정

2.5 DIA.

25.4

04.1

04.8

11.2

수형

PATENTED PATENTED

암형

크기 mm (인치)

11.9

38.1

15.0

12.7

(0.10)

(0.47)

(0.16)

(0.19)

(0.44)

(1.00)

(0.59)

(1.50)

(0.50) 암형 커넥터의 몸체는 

수형 커넥터의 몸체와 

크기가 같습니다.
도선 구멍 지름 
5.5 (0.22) 

저잡음 써모커플 프로브에 대해 

알아보려면 kr.omega.com/

hgjmqin에 방문하세요.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저잡음 고온용 표준 커넥터
HGST형 고분자 액정 정격 -29 – 260°C (-20 – 500°F)

GS-GST 접지 스트랩이 포함됩니다. 
추가 접지 스트랩 GS-GMP-10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HCP-L 

기입란가 

포함됩니다.

고분자 액정!

TWSH 시리즈 차폐형 

써모커플 연선에 대해 

알아보려면 kr.omega.com

에 방문하세요.

미국 및 국제 특허 출원 중입니다.

트랜스미터 및 EMI 보호용 페라이트 코어

함께 구입 가능!

EMI 보호용 페라이트 

코어가 있는 모델 PCLM-

FT 케이블 죔쇠, 커넥터는 

별도로 판매합니다.

모델 SPRTX 내장 4 – 20mA 

트랜스미터, kr.omega.com/sprtx_

stctx에 방문하세요.

Patented

ANSI 
색 

코드 
표시

IEC 색 코드를 
주문하려면 

omega.com에 
방문하세요

본사는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 제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문할 때 기능

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새로운 OMEGA® HGST 저잡음 커넥터는 

접지선을  OMEGA® 프로브 및 연장선에 

쉽게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 AWG 

차폐형 연선의 접지선이나 오버 브레이드선의 

차폐막은 HGST의 내부 하드웨어에 의해 구부리고 

고정합니다. HGST에는 뛰어난 열 및 전기적 

특성이 있어 높은 정밀도를 보장합니다. 각 

커넥터에는 HCP-L 및 HCP-HGST 기입란와, 

기계적 강성을 제공하고 커넥터 간의 기계적 

연결을 강화하는 외부 접지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 스트랩은 커넥터를 통한 전기 연결을 

유지하고 전기 노이즈 에러를 방지합니다.

Low noise, High temperature Standard Connectors
Type HGST Liquid Crystal Polymer 
Rated to -29 to 260°C (-20 to 5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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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려면 kr.omega.com/hgst에 방문하세요 
  커넥터에 커넥터에 이용하는 
 합금 이용하는 보상 합금 보호관 모델
 코드† 써모커플 유형 +                            – 색 번호

  CHROMEGA®-ALOMEGA® CHROMEGA® ALOMEGA® 노란색 HGSt-K-(*)
  구리-콘스탄탄 구리 콘스탄탄 파란색 HGSt-t-(*)
  철-콘스탄탄 철 콘스탄탄 검은색 HGSt-J-(*)
  CHROMEGA®-Constantan CHROMEGA® 콘스탄탄 자주색 HGSt-e-(*)
   Pt/13%Rh-Pt 구리 RNX/SNX 녹색 HGSt-R/S-(*)
  미보상 구리 구리 흰색 HGSt-U-(*)
  OMEGALLOy® OMEGA-P® OMEGA-N® 주황색 HGS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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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커넥터는 커넥터 앞면 및 측면용 기입란이 함께 제공됩니다. 접지 스트랩은 측면 

기입란을 대체하고 커넥터 쌍을 통한 전기 연결을 유지합니다.

GS-GST 접지 스트랩

HCP-HGSt Window HCP-L Window

부속품

차폐형 써모커플 연선, 

kr.omega.com/tt-j-twsh를 

참고하세요.

결합 나사로 작업할 때는 표준 

및 필립스 나사드라이버를 

이용하세요.

*  주문할 때, 수형 커넥터의 경우 “M”을, 암형 커넥터의 경우 “F”를 지정하세요.
†J, K, T, S, B는 ANSI 지정 형식입니다.  OMEGALLOy® 는 보통 나이크로실-니실 ANSI 색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U형 (미보상) 커넥터 몸체는 B형 써모커플(Pt/6%Rh-Pt/30%Rh)와 함

께 사용합니다.

주문 예: HGST-K-F, K형 암형 커넥터.

부속품

 모델 번호 설명

 HCP-L HGST 커넥터 앞면용 기입란

 HCP-HGSt HGST 커넥터 측면용 기입란

 GS-GSt-10 접지 스트랩

커넥터 디자인은 오메가 엔지니어링의 등록 상표입니다.

표준 크기 커넥터,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연선이나 단선을 최대 크기 

14 AWG까지 허용

기입 가능한 커넥터는 오메가 엔지니어링의 

특허 받은 디자인입니다.

kr.omega.com에서 

오메가의 완벽한 선택, 

커넥터를 확인하세요.

HCP-HGST

측면 기입란 포함, 추가 

기입란

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