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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클램프

이중 소자 튜브 클램프

*튜브 지름을 기입하세요: 1/16”는 “116”, 1/8”은 “18”

커넥터 액세서리-소형 커넥터용

모델 번호 호환 커넥터

DX-BRLK-(*)-SMP SMPW, HMPW

모델 번호 호환 커넥터

 PCLM-SMP SMPW, HMPW
 PCLM-NMP NMP
 PCLM-GMP GMP, HGMP
 PCLM-SMP-RSC SMPW, HMPW (larger size wire)
 PCLM-SHX SHX-MF

페라이트 케이블 클램프

모델 번호 호환 커넥터

 PCLM-SMP-FT SMPW, GMP,  HGMP
 PCLM-SMP-RSC-FT HMPW, MTP

소형 충격 완화 튜빙

*수량을 기입하세요: 5, 10, 50, 100개 들이 패키지를 선택하세요. 중간의 수는 튜빙 내부 지름을 
나타냅니다: 3/16”은 “316”, 3/32”는 “332”, 5/32”는 “532”

페라이트 내장 소형 커넥터를 확인 하시려면 kr.omega.com
에 방문하세요. (페라이트 코어 포함)

와이어 캐디 스풀 캡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호환 커넥터

SMP-SC pkg of 5 SMPW, HMPW
SWHCL pkg of 20 SMPW, HMPW

DX-BRLK-(*)-SMP 
이중 소자 튜브 (클램프) 및 
SMP-J-M 2개

SMP-SC 와이어 
캐디 및 SMP-T-M

SMP-SC  
와이어 캐디 및 
SMP-T-M

모델 번호 호환 커넥터

 MSRT-116-(*)
 MSRT-332-(*)
 MSRT-532-10

SMPW, HMPW, 
GMP, HGMP

러버 부츠

모델 번호 호환 커넥터

 MRB SMPW, HMPW
 MRBS SMPW, HMPW
MRB 정격 200°   MRBS 정격 450°

Connector Accessories For Miniature Size Connectors

기입란

캐디 몸체에 와이어를 깔끔하게 감음.

PCLM-SMP 케이블 (클램프) 및 
SMPW-J-M

k r . o m e g a . c o m / s m p - s c _ c o n n _ a c c



2

커넥터 액세서리-소형 커넥터용

패널 마운팅 브라켓 (표준 및 둥근 홀)

와이어홀 축소기 - 와이어 규격이 더 작은 SMPW 커넥터용

SMACL 패널 

마운팅 브라켓

SRMACL 둥근 홀의 패널  
마운팅 브라켓

“A” 
모델 번호 호환 커넥터 규격

 SMACL SMPW, GMP, HMPW, HGMP 0.88"
 MACL NMP 0.88"
 SRMACL SMPW, GMP, HMPW, HGMP 0.67"
 RMACL NMP 0.67"

안전 클립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호환 커넥터

 SMCL SMPW, GMP, HMPW, HGMP
 FMCL FMP, FMPW, HFMP, HFMPW

모델 번호  20개 들이 패키지 홀 크기 감소

 RB-SMP-100 2.54 (0.100") Dia.
 RB-SMP-140 3.55 (0.140") Dia.

(*) 황동은 “B”를, 스테인리스 

스틸은 “S”를 기입하세요. 

(**) 수량을 기입하세요: “10” 또는 

“100”. “CR” 숫자는 호환되는 

 (프로브) 지름을 나타냅니다.

이 부싱과 함께 이용할 크림프 

도구를 주문하려면, 모델 번호 

BB-SMT-CT를 지정하세요.

크림프식 부싱

안전 클립 SMCL

미국 및 국제 특허 및  
출원 신청 중입니다.

특허 제품

길이 0.25”의 클램프 그로밋 실리콘 

그림은 GMP-T-MF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A

A

지름 A-ID 지름 B-OD 지름 C 지름 E 호환 
모델 번호 mm (인치) mm (인치) mm (인치) mm (인치) 커넥터

 (*)B-SMP-CR020-(**) 0.56(0.022) 2.95 (0.116) 3.25 (0.128) 4.72 (0.186)
 (*)B-SMP-CR032-(**) 0.89 (0.035) 2.95 (0.116) 3.25 (0.128) 4.72 (0.186)
 (*)B-SMP-CR040-(**) 1.09 (0.043) 2.95 (0.116) 3.25 (0.128) 4.72 (0.186)
 (*)B-SMP-CR1.5MM-(**) 1.57 (0.062) 2.95 (0.116) 3.25 (0.128) 4.72 (0.186)
 (*)B-SMP-CR062-(**) 1.65 (0.065) 2.95 (0.116) 3.25 (0.128) 4.72 (0.186)
 (*)B-SMP-CR093-(**) 2.44 (0.096) 4.72 (0.186) 3.96 (0.156) N/A
 (*)B-SMP-CR3.0mm-(**) 3.10 (0.122) 4.72 (0.186) 3.96 (0.156) N/A
 (*)B-SMP-CR125-(**) 3.25 (0.128) 4.72 (0.186) 3.96 (0.156) N/A

SHX, NMP, 
MTP, GMP, 
SMP, SMPW, 
FMPW

* 패키지 수량을 기입하세요: 5, 10, 50, 100개 들이 패키지를 선택하세요. 
중간의 수는 길이 0.75” 충격 완화 튜빙용 그로밋의 내부 지름을 나타냅니다. kr.omega.com을 방문하세요.

내부 외부 호환 
모델 번호 지름 지름 지름 커넥터

 SSRT-CC-018-(*)  3.18 (0.125)
 SSRT-CC-332-(*) 2.38 (0.094) 4.77  6.35 OSTW
 SSRT-CC-116-(*) 1.59 (0.063) (0.188) (0.250) 수형 및 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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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예: SB-SMP-CR040-100, 지름 0.043 프로브용 크림프식 스테인리스 스틸 부싱, 100개 들이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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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mm (인치)

Connector Accessories For Miniature Size Connectors

RB-SMP-100 와이어홀 
축소기 및 SMPW-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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