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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필수캡과케이블�클램프
U 그로밋, 스트레인 릴리프 별도 판매
U 인발시험시�높은등급�
U 전용덮개와�클램프�나사
U 크기 14 AWG까지�와이어�연결
U 1/8” 뒷면플레이트(공급됨)�
허용:�연선,�단선,�TWSH선,�
오버브레이드선,�RSC�코일�코드선

OSTW-CC�시리즈

3분에서 1분

미만으로

조립 시간 감소 !

OSTW-CC-K-M,�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음  

OSTW-CC-K-F,�

다양한 TC 와이어 
구매 가능 

뒷면�플레이트:�
부드러운 또는 오버 브레이드 된 
와이어 용 1/8”ø제공 
옵션:�
아모드 케이블용 1/4”ø제공 가능

개별 구매 (Single): 그로밋 포함 
묶음 구매 (Bulk): 그로밋 미포함   

모든�나사는�겸용�

헤드입니다.

기본 사양: 할로우핀
옵션 사양: 솔리드핀

직선 와이어로 
종단 처리 

접촉�와셔

SMPW-CC-K-M,�

믿기�힘든�노
동력

절감�효과!�나
사가

헐거워지지�
않습니다.

모든�덮개�나
사는�전용

제품입니다!

범용 암형

표준 또는 소형 커넥터

별도 판매 

케이블 클램프 캠이 있는 
최고 사양 커넥터 
온도 범위: -29 ~ 180°C (-20 ~ 356°F) 
유리 충전 나일론 타입 OSTW 커넥터 
Ultimate Connector with Integral Cable Clamp Cap 
Type OSTW Standard Size

U �1/4”�뒷면�플레이트(선택)�클램프,�
최대�8.2�mm�(0.325”)�OD

U �와이어�끝에�빠르게�연결하는�용도의�
접촉�와셔�-�와이어�루프가�필요�없음�

U �내부�와이어�디바이더
U �기입란
U �십자/일자�혼용�나사
U �100%�상부�조립체 
U �낱개 또는 묶음으로 (5 /10 / 50 /100) 

 구매 가능 

주의: 섭씨 150도(화씨 302도)에서 180도(화씨 356도) 사이에서 커넥터 칼러의 미세
한 변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기나 장비에는 영향 없습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음  

그림은 실제 크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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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조립�도구

1. 뒷면�플레이트와
OST 몸체를 배치

2. 직선 와이어를
종단 처리

3. 조임 나사 체결

OSTW-CC-K-M,�그림은�

실제�크기와�같습니다.

OSTW-CC-K-F,�그림은�

실제�크기와�같습니다.

측면�강도가�스테인리스�스틸과
동일합니다.

인발�시험
최고�등급

OST-CC-TOOL,�

그림은�실제�크기보다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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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0.59) 45.64
(1.80)

12.7
(0.5)

 8.0
(1.0)

25.40
(1.00)

ø 5.54 (0.22) 
커넥터 몸체에 와이어 접속 

ø 2.77
  (0.11)

11.1
(0.44)

ø3.96
 (0.16)

ø4.75
 (0.19)

11.11
 (0.44)

33.33 (1.31)

클램프 범위:
뒷면 플레이트 개방부 
최대 5.7 (0.225)에 공급 
1⁄4" 뒷면 플레이트 개방
부 최대 8.2(0.325) 옵션 

치수:   
mm (inch) ø = 지름

암형 커넥터의 
전면도 및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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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번호 
내경 지름 
mm (inch)

외경 지름 
mm (inch)

길이 
mm (inch) 설명

SSRT-316-* 4.77 (0.1875) 6.35 (0.25) 6.35 (0.25)  실리콘 와이어 그로밋 (스트레인 릴리프)

SSRT-CC-018-(*) 3.18 (0.125)

4.77 (0.188) 6.35 (0.250) 클램프 실리콘 그로밋
SSRT-CC-332-(*) 2.38 (0.094)

SSRT-CC-116-(*) 1.59 (0.063)

SSRT-CC-132-(*) 0.79 (0.032)

묶음 구매 시 와이어/커넥터 및 클램프 그로밋은 별도로 판매됩니다.
(*) 수량을 선택하십시오. (5, 10, 50, 100)   

*솔리드 핀 수형 커넥터를 주문하려면 접미사 "-S"를 모델 번호에 추가하세요. (추가 비용)
주문 예: OSTW-CC-K-M ,  클램프 캡, K타입 할로우핀 수형 커넥터.
묶음 주문 예: OSTW-CC-* - * * - * * *

 (*) 교정 타입 
 (**) M 또는 F
 (***) 수량: 5, 50, 100 

Alloy 
Code

합금 ANSI
칼라 코드 

유리 충전 나일론 
모델 번호 

(+) (-) 수형 커넥터 

CHROMEGATM ALOMEGATM
노란색 SMPW-CC-K-M SMPW-CC-K-F

Copper Constantan SMPW-CC-T-M SMPW-CC-T-F

Iron Constantan SMPW-CC-J-M SMPW-CC-J-F

CHROMEGATM Constantan SMPW-CC-E-M SMPW-CC-E-F

Copper RNX/SNX SMPW-CC-R/S-M SMPW-CC-R/S-F

CPX CNX SMPW-CC-C-M SMPW-CC-C-F

Copper Copper SMPW-CC-U-M SMPW-CC-U-F

OMEGA-PTM OMEGA-NTM SMPW-CC-N-M SMPW-CC-N-F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U WU

암형 커넥터 

파란색 

녹색 

검정색 

보라색 

적색 

흰색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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