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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310

U  동급 최고의 정확도

U  T/C (13 종류), RTD (13 종류), Ω, 전류, 전압, 주파수, 

압력 측정 및 시뮬레이션; 펄스 신호 발생

U  Omega® 압력 모듈과 호환되는 압력 모듈 통신 포트 

U  맞춤 RTD 계수를 직접 입력 (R0, A, B, C)

U  보정 및 선형성 시험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모의 실험 

모드는 전용 설정점으로 프로그램화 가능

U  장비 당 21개까지의 데이터 지점을 저장하고, 비 휘발성 

메모리에 50개까지의 장비를 저장

U 합격/불합격 기준 시험

U 찾은 데이터와 남은 데이터를 획득

U 소프트웨어 포함

U 보호 고무 부츠 표준(그림참조)

CL310 기록 다기능 캘리브레이터는 그 가격대에서 비할 데 없이 

정확도가 높은 소형 캘리브레이터입니다. CL310은 고정 설비, 실험실 

장비와 관련해 기능과 정확도를 제공하고 사실상 모든 보정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갖췄습니다. 이 다용도 캘리브레이터를 동급 최고로 만든 

것은 일반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데이터를 완벽하고 쉽게 기록하는 

능력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호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L310은 써모코플, RTD, 전류, 전압, 주파수를 측정 및 얻을 수 

있고, 펄스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압력 모듈용 통신 포트가 있고 mA/V 

리드백 회로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키, 직접적인 수 자판 입력, 3

개의 소프트웨어 중심 기능 버튼이 크고 백라이트가 있는 메뉴 중심의 

그래픽 화면과 합쳐져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CL310을 보정 

업무에 필수적인 것으로 만드는 부가 기능에는 Hart® 호환성을 위한 

내장형 250 Ω 레지스터, 스마트 전송기 및 PLS, 퓨즈가 없는 완전한 

보호 기능, ASCII 명령을 이용하는 제어용 직렬 통신 포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CL310, 보호 고무 부츠가 있음 
(포함됨).

기록 캘리브레이터-휴대용, 높은 정확도

측정 압력
PCL-PMA 압력 모듈 어댑터를 통해, CL310은 모든 OMEGA®  
PCL-PM 압력 모듈과 함께 작동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omega.
com/pcl1200에 방문해 PCL1200의 사양을 참고하세요.

사양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23 ±5°C)

전압: 
 소스: 0.000 – 20.000 Vdc 
판독: 
 분리: 0.000 - 30.000 Vdc 
 비분리: 0.000 - 20.000 Vdc
열전대 mV: 
 판독/소스: -10.000 - 75.000 mV 
전류 (mA): 
 소스: 0.000 - 24.000 mA 
판독: 
 분리: 0.000 - 24.000 mA 
 비분리: 0.000 - 24.000 mA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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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1 – 20V 선택 주파수): 
 CPM 소스/판독: 2.0 ~ 600.0 cpm  
 Hz 소스/판독: 1.0 ~ 1000.0 Hz  
 kHz 소스/판독: 1.0 ~ 10.00 kHz 
파동 (소스만 1 - 20V; 선택 주파수):  
 파동: 1 - 30,000; 2 cpm - 10 kHz

옴: 
 소스: 5.0 ~ 4000.0 Ω 
 판독: 0.00 ~ 4000.0 Ω

열전대 범위 판독 및 소스:

 J형: -200.0 - 1200.0°C (-328 - 2192°F) 
 K형: -200.0 - 1370.0°C (-328 - 2498°F) 
 T형: -200.0 - 400.0°C (-328 - 752°F) 
 E형: -200.0 - 950.0°C (-328 - 1742°F) 
 R형: -20.0 - 1750.0°C (-4 - 3182°F) 
 S형: -20.0 - 1750.0°C (-4 - 3182°F) 
 B형: 600.0 - 1800.0°C (1112 - 3272°F) 
 C형: 0 - 2316.0°C (32 - 4201°F) 
 XK형: -200.0 - 800.0°C (-328 - 1472°F) 
 BP형: 0 - 2500.0°C (32 - 4532°F) 
 L형: -200.0 - 900.0°C (-328 - 1652°F) 
 U형: -200.0 - 400.0°C (-328 - 752°F) 
 N형: -200.0 - 1300.0°C (-328 - 2372°F)

RTD 범위 판독 및 소스:

 Ni120 (672): -80.0 - 260.0°C (-112 - 500°F) 
 Pt100 (385): -200.0 - 800.0°C (-328 - 1472°F) 
 Pt100 (3926): -200.0 to 630.0°C (-328 to 1166°F) 
 Pt100 (3916): -200.0 to 630.0°C (-328 to 1166°F) 
 Pt200 (385): -200.0 - 630.0°C (-328 - 1166°F) 
 Pt500 (385): -200.0 - 630.0°C (-328 - 1166°F)) 
 Pt1000 (385): -200.0 to 630.0°C (-328 to 1166°F) 
 Cu10: -100.0 - 260.0°C (-148 - 500°F) 
 YSI400: 15.00 - 50.00°C (59 - 122°F) 
 Cu50:  -180.0 - 200.0°C (-292 - 392°F) 
 Cu100: -180.0 - 200.0°C (-292 - 392°F) 
 Pt385-10: -200.0 - 800.0°C (-328 - 1472°F) 
 Pt385-50: -200.0 - 800.0°C (-328 - 1472°F)

정확도
전압: 판독 값의 ±0.015%, ±2 mV

열전대: 판독 값의 ±0.02%, ±10 μV 
열전대 오류 (보통 100°C에서)

(단위 °C; 냉접점 보정 오류의 경우 0.2를 더함)

 J형: 0.2°C (0.4°F)  K형: 0.3°C (0.5°F)  
 T형: 0.2°C (0.4°F) B형: 1.2°C (2.2°F) 
 S형: 1.2°C (2.2°F)  XK형: 0.2°C (0.4°F)  
 C형: 0.6°C (1.6°F)  L형: 0.2°C (0.4°F) 
 BP형: 0.9°C (34°F)  N형: 0.4°C (0.7°F)  
 U형: 0.25°C (0.5°F)

RTD 판독/소스:

 Ni120 (672): 0.06°C (0.11°F) Pt100 (385): 0.13°C (0.23°F) 
 Pt100 (3926): 0.13°C (0.23°F) Pt100 (3916): 0.13°C (0.23°F) 
 Pt200 (385): 0.45°C (0.81°F) Pt500 (385): 0.21°C (0.38°F) 
 Pt1000 (385): 0.14°C (0.75°F) Cu10: 0.82°C (1.48°F) 
 YSI400: 0.05°C (0.09°F) Cu50: 0.20°C (0.36°F) 
 Cu100: 0.13°C (0.23°F) Pt385-10: 0.84°C (2.16°F) 
 Pt385-50: 0.21°C (0.38°F)

판독/소스:

  전류 (mA): 판독 값의 ±0.015%, 판독 값의 ±2 
μA/±0.015%, ±2 μA 
CPM: 판독 값의 ±0.05%, ±0.1 
Hz: 판독 값의 ±0.05%, ±0.1 Hz  
kHz: 1 - 10 kHz/ 판독 값의 ±0.250%

옴 (5 ms에 이르기까지 모든 파동 전송기와 함께 가동):

  5 - 400 Ω 범위: 판독 값의 ±0.015% ±0.03 Ω / 판독 값의 ±0.015% 
±0.1 Ω 
 400 - 1500 Ω 범위: 판독 값의 ±0.015% ±0.3 Ω 
1500 - 4000 Ω 범위: 판독 값의 ±0.015% ±0.3 Ω

 모델번호 설명

 PCL-Pma 압력 모듈 어댑터

 DPg4000-C32  소형 플러그가 있는 RS232 케이블 
 PCL422-TL 1.2 m (48”) 적층형 시험용 도선

 CL20-KIT-2 연전대 시험용 도선 키트

 PCL-aCa AC 어댑터/충전기 120 Vac

 주문하려면.

 모델번호 설명

 CL310  기록 캘리브레이터

사용 설명서, 시험용 도선, 보호 고무 부츠, 나일론 운반 케이스, USB 케이블, K형 열전대, 
K형 케이블, NIST 보정 인증서, 소프트웨어 CD, “AA” 알카라인 배터리 4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CL310, 고정밀 다기능 캘리브레이터와 CL20-KIT-2, 열전대 시험용 도선 
키트

CL310, 고정밀 다기능 캘리브레이터와 PLC-aCa AC 어댑터. OCW-1, 
OMEGACARESM 는 표준 1년 보증을 총 2년으로 연장합니다.

부속품

CL310 캘리브레이터, USB 
케이블, “AA” 알카라인 

배터리 4개, 보호 고무 부츠, 
소프트웨어 CD, NIST 보정 

인증서 포함.

PCL422-TL, 시험용 도선

RS232 케이블
별도로 판매함.

USB 어댑터 케이블

나일론 운반 케이스.

연장 보증
 프로그램

SM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OMEGACARESM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시 

문의하세요.

환경

작동 온도: -10 - 50°C (14 - 122°F)

보관 온도: -20 - 70°C (-4 - 158°F)

안정성: 판독 값의 ±0.005% /°C (23°C ±5°C 밖)

필요한 전력: 6 Vdc

배터리: “AA” 알카라인 4개 (포함됨)나 충전지 선택 가능
주의: 이 제품에는 충전이 되지 않는 알카라인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AC 어댑터나 
배터리충전기에 연결하기 전에 이 배터리를 제거하고 니켈 카드뮴이나 니켈 수소 같은 충전 
가능한 배터리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 배터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캘리브레이터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기계

크기: 220.9 H x 106.6 W x 58.4 mm D (8.7 x 4.2 x 2.3”)

무게: 863 g (30.5 o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