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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손잡이
M12 온도 센서용

M12-HANDLE 시리즈

U  잡기 편한 디자인
U 빠른 교체가 가능함
U  내충격성 나일론
U  지름 1/4”, 6mm 및 1/8”,  

3mm 프로브와 호환됨
U  최대 손잡이 온도 99°C 

(210°F)

오메가의 튼튼한 M12 프로브 손잡이는 휴대용 프로브 
장치를 폭 넓게 이용하기 위해 빠르고 쉽게 연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도구 없이 감지 소자를 빠르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M12 프로브는 손잡이로 들어가고 
커넥터 끝부분이 노출되도록 합니다. 손잡이는 TH-21A 
시리즈 써미스터, PR-21A, PR-25AP 시리즈 RTD, M12 
시리즈 써모커플과 호환됩니다. 예: M12KIN-1/4-U-
12-A, 액세서리 도표를 참고하세요. 

 

 
1/8”, 1/4”, 3 mm, 6 mm 크기의 써모커플 및 RTD 
프로브는 케이블로 들어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다양한 휴대용 장비 및 벤치탑(benchtop) 장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M12-HANDLE-A,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습니다.

손잡이와 대응 M12 
케이블

PR-21A-3-100-A-1/4-0600-M12-1

M12-HANDLE-A와 
PR-21 시리즈 프로브 
및 M12 케이블

그림의 모든 모델은 실제 크기보
다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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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예: M12-HANDLE-B, M12 손잡이, M12KIN-1/4-U-12-A, 타입 K 써모커플, M12C-SIL-K-S-F-3, 케이블, SMPW-K-M, 커넥터, 
HH11B, 계측기

M12-HANDLE-A, M12 손잡이, M12KIN-1/8-U-12-A, 타입 K 써모커플.

주문하기
모델 번호 제품 설명

M12-HANDLE-A 1/8”, 3 mm M12 프로브용 프로브 손잡이

M12-HANDLE-B 1/4”, 6 mm M12 프로브용 프로브 손잡이

모델 번호 제품 설명

PR-21A-3-100-A-1/4-0600-M12-1   RTD Pt100, A급, 지름 1/4”, 길이 6” 프로브

PR-21A-3-100-A-M6-0260-M12-1 RTD Pt100, A급, 지름 6 mm, 길이 260 mm 프로브

M12KIN-1/4-U-12-A 타입 K 써모커플, 비접지형, 지름 1/4”, 길이 12” 프로브

M12KIN-1/8-U-12-A 타입 K 써모커플, 비접지형, 지름 1/8”, 길이 12” 프로브

M12CFM-P24STPC-SFSR-FL-3 길이 3 m (10’) RTD PVC 24 AWG 연선, 한쪽 끝에 M12 직선형 소켓 커넥
터가 있고 다른 끝에 피복 벗긴 리드가 있음

M12CFM-P24STPC-SFSR-FL-10 길이 10 m (33’) RTD PVC 24 AWG 연선, 한쪽 끝에 M12 직선형 소켓 커넥
터가 있고 다른 끝에 피복 벗긴 리드가 있음

M12C-SIL-K-S-F-3 타입 K 써모커플 케이블, 한쪽 끝에 M12 직선 암형 커넥터가 있고 다른 끝에 
피복 벗긴 리드가 있으며 길이 3 m (10’) 

M12C-SIL-K-S-F-5 타입 K 써모커플 케이블, 한쪽 끝에 M12 직선 암형 커넥터가 있고 다른 끝에 
피복 벗긴 리드가 있으며 길이 5 m (16’)  

SMPW-K-M 타입 K 써모커플 flat pin 수형 커넥터

RDXLSD-CONN RDXL4SD 소형 계측기용 RTD 커넥터

RDXL4SD 4-채널 디지털 써모커플 또는 RTD 입력 온도계 및 2GB SD 카드 
HH11B 써모커플 단일 입력 소형 계측기  

액세서리

 127 
(5)

108
(4.25)

몸체 및 마개 2부분으로 된 조립체

29 (1.125) 1/8” 및 3 mm 프로브의 
경우 지름 1/8”
1/4” 및 6 mm 프로브의 
경우 지름 1/4”
 

 13
(0.5)

크기: mm (inch)
ø = 지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