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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HYP0-33-1-(*)-G-60-SMPW-M

바늘 지름이 0.2 mm (0.008”)인 HYP0 소형 피하 프로브은 

삽입 부위 주변을 건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쌍안 현미경 

미세제조 기술을 통해 극도로 작은 T형(구리-콘스탄탄) 

써모커플를 33게이지, 길이 25 mm (1”)인 스테인리스 스틸 

피하침에 심을 수 있습니다. HYP0는 피하 프로브의 반응이 가장 

빠르고 온도 정격 200°C (400°F)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는 SMP형 초소형 커넥터가 달린 길이 1.5m (5’)의 PFA 

코팅한 36 AWG 리드선이 있습니다.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K 또는 T. T = 구리-콘스탄탄, K =  CHROMEGATM-ALOMEGATM 와이어 

길이가 1.5m (60”)를 넘을 경우 300 mm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모델 번호를 수정하세요.

주문 예: HYP0-33-1-T-G-60-SMPW-M, T형 접지 써모커플가 있는 소형 피하 프로브, 길이 1.5m 

(5’)의 비드 와이어, 소형 SMPW 수형 커넥터.

소형 프로브 
산업용, 실험용, 화학연구 및 제조분야 사용 가능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K, T, E. K = CHROMEGATM-ALOMEGATM,
T = 구리-콘스탄탄, E = CHROMEGATM-콘스탄탄. 리드 와이어 길이가 1.5m (60”)

를 넘을 경우 300 mm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모델 번호를 수정하세요.

주문 예: HYP1-30-1/2-T-G-60-SMPW-M, 써모커플 프로브.

HYP 시리즈

OMEGATM 피하침 써모커플 프로브은 산업,

실험실, 제조, 화학 연구 용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지름이 0.2 mm부터 1.65mm까지 (0.008 

~ 0.065”) 5개 유형의 프로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YP0, HYP1, HYP2에는 T형 (구리-

콘스탄탄) 써모커플 소자가 있고, HYP3은 J, 

K, T, E형 캘리브레이션에 이용할 수 있으며, 

HYP4는 100 Ω 백금 RTD가 있습니다 (a = 

0.00385).

HYP0는 지름이 0.2 mm (0.008”)인 소형 피하 

프로브입니다. HYP1에는 0.3mm (0.012”)

의 OD가 있고, 최대 온도 160°C (325°F)까지 

증기 가압 멸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HYP3과 HYP4는 산업용 프로브으로 각각 

써모커플와 RTD 소자가 있습니다.

바늘 지름이 0.2 mm (0.008”)인 HYP0 

소형 피하 프로브은 삽입 부위 주변을 건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쌍안 현미경 미세제조 

기술을 통해 극도로 작은 T형(구리-콘스탄탄) 

써모커플를 33규격, 길이 25 mm (1”)인 

스테인리스 스틸 피하침에 심을 수 있습니다. 

HYP0는 피하 프로브의 반응이 가장 빠르고 

써모커플 프로브 모델 HYP1

OMEGATM 연구용 가압 멸균 프로브은 즉시 식물이나 기타 반고체 및

액체의 판독 값을 제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0 규격 x 15 mm 바늘 

덕분에 반응이 매우 빠릅니다. 측정 가능한 온도 범위는 극저온에서 200°C 

(400°F)까지입니다. 이 제품은 PFA 절연 처리한 연장등급 와이어이 

있고, 종단에 초소형 수 커넥터가 있는 T형(구리-콘스탄탄) 접지 정션 

프로브입니다. 전체 부품은 온도 160°C (325°F)까지 증기로 가압 멸균이 

가능합니다. 모든 프로브에는 1.5 m (5’) 와이어이 있습니다.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HYP1-30-1/2-(*)-G-60-SMPW-M

THERM HYP-1

18.25
(0.72)

15.08
(0.59)

0.30
(0.012) O.D.

1.57
(0.062) O.D.

Dimensions: mm (inch)

안에 수축 
배관이 있음

온도 정격 200°C (400°F)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는 SMP형 초소형 커넥터를 

부착한 길이 1.5m (5’)의 PFA 코팅한 36 AWG 

와이어이 있습니다.

프로브은 모두 산업, 실험실, 제조, 
화학 연구 용으로만 설계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의학적인 용도나 인체에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제품을 의학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사람에게 이용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오용할 경우, OMEG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형 커넥터

써모커플 프로브 모델 HYP0

피하 프로브과 소형 피하 프로브-써모커플와 RTD 소자피하 프로브과 소형 피하 프로브-써모커플와 RTD 소자피하 프로브과 소형 피하 프로브-써모커플와 RTD 소자

THERM HYP-1

18.25
(0.72)

25
(1)

0.20
(0.008) O.D.

1.57
(0.062) O.D.

Dimensions: mm (inch)

안에 수축 
배관이 있음

WIRELESS

See Section W
WIRELESS

See Section W

크기: mm (인치)

크기: mm (인치)

Hypodermic and Mini Hypodermic Probes Thermocouple and RTD ElementsHypodermic and Mini Hypodermic Probes Thermocouple and RTD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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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커플 프로브 모델 HYP2 및 HYP5
HYP2와 HYP5 프로브은 자연과학, 산업, 식품 가공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부품은 T형(구리-콘스탄탄) 소자, 1.2 m (4’) PFA 절연 리드선과 함께 
제공되고, 길이 38 mm (1.5”)의 표준(21 규격) 피하침을 이용합니다. 1.2 
m (4’) 리드 와이어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리드 와이어 종단에는 표준 
크기 수 커넥터가 있습니다.

SMPW 커넥터를 추가하려면 
주문 예를 참고하세요.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HYP2-21-1-1/2-(*)-G-48-OSTW-M
 HYP2-21-1-1/2-(*)-G-48-SMPW-M
 HYP5-21-1-1/2-(*)-G-SMPW-M

RTD 프로브 모델 HYP4
RTD 피하 프로브은 산업, 자연 과학, 식품 가공 용도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브에는 100 Ω 백금 RTD (a = 0.00385)가 들어있고, 16규격 x 
38 mm (1.5”) 피하침이 있으며, 1.2 m (4’) PFA 절연 와이어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프로브은 인체에 주입하는 용도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HYP4-16-1-1/2-100-EU-48-RP
모든 프로브은 산업, 실험실, 제조, 화학 연구 용으로만 설계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의학적인 

용도나 인체에 이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제품을 의학적 목적이나, 사람에게 이용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오용할 경우, 오메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와이어 길이가 1.2m (48”)를 넘을 

경우 300 mm (12”)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모델 번호를 수정하세요.

직선형 수 M8 플러그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S-M”을 추가하세요. 직선형 수 

M12 플러그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을 추가히세요.

직각 수 M8 플러그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R-M”을 추가하세요. 직각 M12 

플러그의 경우, 모델 번호에 “M12-R-M”을 추가하세요.

MPT-U 수 커넥터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으로 접미사 “-MTP-M”을 추가하세요.

108 REF
(4.25)

38
(1.50)

ø0.81 (0.032)ø6.4 (0.250)

27
(1.06)

27
(1.06)

써모커플 프로브 모델 HYP3
OMEGATM 산업 피하 프로브은 16 게이지 x 38 mm (1.5”) 길이의 바늘을
이용하고 J, K, T, E 캘리브레이션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모델에는 
접지 정션이나 비접지 정션이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 오버브레이드 
연장 와이어과 함께 제공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오버브레이드로 프로브
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수명을 늘렸습니다. 이 프로브은 가압 멸균이 불가능
합니다. 이들 모델은 내구성이 필요한 곳에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2 m (4’) 리드 와이어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첨단부의 최대 온도는 200°C (400°F)입니다.

모델 번호 ANSI 색 코드

 HYP3-16-1-1/2-(*)-(**)-48-RP
주문할 때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고, 접지 정션이나 비접지 정션 중 원하는 것을 지정하세요.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J, K, T, E.                 

T= 구리 - 콘스탄탄 
E=CHROMEGATM - Constantan

R과 S (백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가격과 인도에 대해서 공장과 상의하세요.

편의용 손잡이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으로 접미사 “EGH”를 추가하세요.

와이어 길이가 1.2m (48”)를 넘을 경우 300 mm (12”)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모델 번호를 
수정하세요.

SMPW 수형 커넥터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으로 접미사 “-SMPW-M”를 모델 번호에 
추가하세요.

직선형 수형 M8 플러그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S-M”을 추가하세요. 직선형 

† HYP5에는 리드 와이어이 없습니다.

* 캘리브레이션을 지정하세요: J, K, T, E.

편의용 손잡이가 필요하면, 추가 비용으로 접미사 “EGH”를 추가하세요. 
리드 와이어 길이가 1.2m (48”)를 넘을 경우 300 mm (12”) 당 비용이 추가됩니다. 모델 번호를 수정하세요.

주문 예: HYP2-21-1-1/2-T-G-48-OSTW-M, T형 접지 정션 프로브.

31.8
(1.25)

28.6
(1.125)

38
(1.5)

6.4
(0.25) OD

1.65
(0.065) OD

HYP5와 
SMPW 커넥터

HYP2

HYP2 모델에 포함된 

OSTW 커넥터

SMPW 커넥터를 추가하려면 
주문 예를 참고하세요.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MTP 커넥터를 추가하려면 
주문 예를 참고하세요.

수 M12 플러그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12-S-M”을 추가하세요.

직각 수 M8 플러그의 경우, 추가 비용으로 모델 번호에 “M8-R-M”을 추가하세요. 직각 

M12 플러그의 경우, 모델 번호에 “M12-R-M”을 추가하세요.

주문 예: HYP3-16-1-1/2-K-G-48-SMPW-M, 와이어 길이가 1.2 m (48”)인 K형 

접지 정션 프로브.

길이, 크기, 절연 처리에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본사의 맞춤설계 부서와 상의하세요.

크기: mm (인치)

31.8
(1.25)

36
(1.19)

38
(1.5)

6.4
(0.25) OD

1.65
(0.065) OD

크기: mm (인치)

크기: mm (인치)

함께 구입가능!
M8/M12

커넥터

함께 구입가능!

M8/M12
커넥터

이 프로브은 인체에 주입하는 용도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문 예: HYP4-16-1-1/2-100-EU-48-MTP-M, 와이어 길이가 1.2 m (48”)이고 
MPT-U 수 커넥터가 있는 RTD 피하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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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철 - 콘스탄탄 
K=CHROMEGATM - ALOMEGATM

T= 구리 - 콘스탄탄 
E=CHROMEGATM - Constantan

J= 철 - 콘스탄탄 
K=CHROMEGATM - ALOMEGA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