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TC-9MF 9-pin,  
5개 들이 패키지

SMTC-15MF 15-pin, 
5개 들이 패키지

SMTC-25MF 25-pin, 
5개 들이 패키지

SMTC-37MF 37-pin, 
5개 들이 패키지

SMTC-50MF 50-pin, 
5개 들이 패키지

90°/직선형 타이 개방  

핀 
모델 번호 설명 수

 SMT-15 15
 SMT-25S* 25
 SMT-25L†  25
 SMT-37 37
 SMT-50 50
* 최대 케이블 지름 8.51 mm (0.335”)

† 최대 케이블 지름 11.68 mm (0.460”)

그림의 모든 모델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주문 예: SM4-15, 45°/직선형 서브-D 커넥터 몸체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AR TWORK/PRODUCT AR T/ TEMPERATURE/T-SMTC 45* STRAIGHT

45 ϒ/직선형

ARTWORK/PRODUCT ART/ TEMPERATURE/T-SMTC 90* STRAIGHT tie open

90ϒ/직선형-타이 이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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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리즈
Pack of 5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U 실험실
U 자동차 실험
U 품질관리국
U 프로파일 프로브
U 고밀도 장치
U -55 ~ 105°C (-67 ~ 221°F)

90°/직선형 타이 개방 
서브-D 커넥터 몸체

AR TWORK/PRODUCT AR T/ TEMPERATURE/T-SMTC 90* STRAIGHT

90 ϒ/직선형

주문 예: SM9-9, 90°/직선형 서브-D 커넥터 몸체

크기 9-부터 50-핀까지 구입할 수있습니다.

커넥터 몸체는

5개 세트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커넥터 몸체는

5개 세트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그림은 실제 크기보다 
작습니다.

45°/직선형 

핀 
모델 번호 설명 수

 SM4-9 9
 SM4-15 15
 SM4-25  25
 SM4-37 37
 SM4-50 50

45°/직선형 서브-D 
커넥터 몸체

90°/직선형 

핀 
모델 번호  설명 수

 SM9-9 9
 SM9-15 90°/straight 15
 SM9-25 sub-D 25
 SM9-37 backshell 37

90°/직선형 서브-D 
커넥터 몸체

서브-D 타입 커넥터
저가형 크림프 스타일
Sub-D Type Connectors Low Cost Crimp-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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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비보상 핀과 소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써모커플 접점은 쉽게 식별하기 위해 색 코딩을 하
고 편리하게 100개 들이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25개 스
트립이 4개). 모든 핀과 소켓은 20 또는 24AWG의 
OMEGATM 써모커플 와이어를 이용해 쉽게 와이어링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연결의 신뢰성을 높이러면 연선을 
권장합니다. 

연결 부속 (그림에 없음)

모델 번호 설명

 SMFR 암형 스크류-락 세트, 패키지 당 5세트

SMMR 수형 스크류-리테이너 세트, 패키지 당 5세트
주문하려면: 접점(핀과 소켓), 커넥터 몸체, 백셸, 연결 부속, 액세서리를 지정하세요. SM-CTHD 견고한 래칫 

동작 크림프 도구

SM-CTE 경제적인 크림프 도구

SM-EX 다용도 삽입/추출 도구

서브-D 커넥터 몸체 (수형 및 암형)

모델 번호 설명

 SMTC-9MF 9-핀 커넥터 몸체 (5세트 패키지)

SMTC-15MF 15-핀 커넥터 몸체 (5세트 패키지)

SMTC-25MF 25-핀 커넥터 몸체 (5세트 패키지)

SMTC-37MF 37-핀 커넥터 몸체 (5세트 패키지)

SMTC-50MF 50-핀 커넥터 몸체 (5세트 패키지)

모델 번호 설명

 SM-CTHD 튼튼한 크림프 도구

SM-CTE 경제적인 크림프 도구

SM-EX 삽입/추출 도구

액세서리 도구

그림의 두 모델은 실제 
크기의 5배입니다.

SMTC-IR-P 
수형 핀

SMTC-CO-S 
암형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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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려면.

암형 
수형 핀  소켓 

합금 유형 모델 번호 모델 번호

CHROMEGATM(+) SMTC-CH-P SMTC-CH-S
ALOMEGATM (-) SMTC-AL-P SMTC-AL-S
콘스탄탄 (-) SMTC-CO-P SMTC-CO-S
구리  (+) SMTC-CU-P SMTC-CU-S
철 * (+) SMTC-IR-P SMTC-IR-S
Omega-PTM (+) SMTC-OP-P SMTC-OP-S
Omega-NTM (-) SMTC-ON-P SMTC-ON-S

SMTC 시리즈 
100개 들이 핀 또는 소켓 패키지

오메가는 독자적인 저가형 크림프 스타일 써모커플    
합금 핀과 소켓으로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에 대한    
새로운 산업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접점들은 
CHROMEGATM,ALOMEGATM, 금박 철, 콘스탄탄, 

구리 같은 다양한 써모커플 합금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보상 핀과 소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써모커플 접점은 쉽게 식별하기 위해 색 코딩을 
하고 편리하게 100개 들이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25개 
스트립이 4개). 모든 핀과 소켓은 20 또는 24aWg의 
OMEGATM 써모커플 와이어를 이용해 쉽게 와이어링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연결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연선을 권장합니다. 

수형 핀 암형 소켓
모델 번호 모델 번호

 SMTC-BR-P SMTC-PBRZ-S 
금도금 금도금 
황동 인 

청동

비보상 핀과 소켓

* 금 도금

주문 예: SMTC-CH-P, Chromega
TM

 수형 써모커플 핀 100개 들이 패키지 1개, 

SMTC-CH-S, ChromegaTM 암형 써모커플 소켓 100개 들이 패키지 1개.

써모커플  
유형 

 재료 (ANSI 기호)

SMTC-BR-P 
금도금 황동

멀티핀 써모커플
SM 커넥터용 저가형 크림프 스타일
Sub-D Type Connectors 
Low Cost Crimp-Style For Type SM 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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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모커플 합금 핀과 소켓 

철 / 콘스탄탄  
CHROMEGATM / ALOMEGATM

구치 / 콘스탄탄 
CHROMEGATM / ALOMEGATM

오메가-P/오메가-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