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 봉합 용접한 와이어 팁

U  화학 물질과 오일에 대해 회복력이 높음

U  전기적으로 절연 처리한 접점

U  청소와 살균이 용이

U  크기가 작아 반응이 빠름

U 정격 250°C (482°F)

U  기본 24 AWG 써모커플 연선, 길이가 더 
길면 20 AWG 연선 구입 가능

HSTC 시리즈

* 캘리브레이선 K, T, E를 입력하세요. 

TT도선 300 m (12”)의 경우 비용이 추가됩니다. 일반 치수의 커넥터가 있는 써모커플를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에 있는 “SMPW”를 “OSTW”로 변경하세요. 이때 비용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20 AWG의 써모커플 연선을 더 길게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에 있는 “24S”를 “20S”로 변경하세요. 이때 비용이 추가됩니다.

주문 예: 
HSTC-TT-K-24S-36-SMPW-CC, 각각 1개, PFA 절연 써모커플, K형 캘리브레이선 (CHROMEGATM- ALOMEGATM),  24 AWG 연선, 길이 1 m (40”), 변형 방지가 된 최종 소형 수형 커넥터.

모델 번호 설명

 HSTC-TT-(*)-24S-36 밀봉한 센서 팁 써모커플, 1 m (40”), 끝부분 피복을 벗김

 HSTC-TT-(*)-24S-72 밀봉한 센서 팁 써모커플, 2 m (80”), 끝부분 피복을 벗김

 HSTC-TT-(*)-24S-120 밀봉한 센서 팁 써모커플, 3 m (120”), 끝부분 피복을 벗김

 HSTC-TT-(*)-24S-36-SMPW-CC 밀봉한 써모커플, 1 m (40”), 최종 SMPW 수 커넥터, 케이블 클램프 있음

 HSTC-TT-(*)-24S-72-SMPW-CC 밀봉한 써모커플, 2 m (80”), 최종 SMPW 수 커넥터, 케이블 클램프 있음

 HSTC-TT-(*)-24S-120-SMPW-CC 밀봉한 써모커플, 3 m (120”), 최종 SMPW 수 커넥터, 케이블 클램프 있음

이 PFA 절연 써모커플 와이어 센서는 측정 

접점의 PFA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센서 

팁을 밀봉처리 했습니다. 이 독특한 디자인은 

써모커플를 다양한 용도에 알맞게 작고 

유연하게 만들고 전기적으로 격리시킵니다.

SMPW-CC 최종 커넥터 
kr .omega.com/SMPW-CC 

커넥터 옵션

금속 오버브레이드

및 고객 맞춤형 

길이 제공  

HSTC-TT-T-24S-36,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센서 팁 확대

센서 팁: 약 1.6 x 2.5 mm 
(0.063 x 0.098”)

표준 20 AWG 두께,

길이 연장 구매 가능

기성품 절연 써모커플-도선 피복을 벗긴 밀봉형 센서 팁 디자인
Ready-Made PFA Insulated Thermocouples
Hermetically Sealed Tip Design with Stripped L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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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W-CC 최종 커넥터 
kr .omega.com/OSTW-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