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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상한/하한 제어 출력 1개

U  독립적인 알람 1개

U  범용 센서 입력

U   트랜스미터 전원 공급장치

U   전원 공급장치 100–240 
Vac 전환

옵션

U   2차 알람이 있는 RS232, 
RS422/RS485 디지털 통신

U  아날로그 출력

1/4 DIN 상한/하한 컨트롤러

CN3101는 작고 완전히 프로그래밍 
가능한 상한 컨트롤러나 하한 
컨트롤러로, UL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그래밍 입력, 출력, 상한/
하한 기능을 통해, 거의 대부분의 한계 
제어에 적응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한계 
제어 기능에는 설정점 이상/이하 총 시간 
디스플레이와 피크 (최대나 최소) 공정 
변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가치 
있는 CN3101 기능을 통해 공정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고, 
작동이 정지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N3200-SOFT 통신 패키지는 
컴퓨터를 이용해 CN3101 컨트롤러를 
프로그래밍하고 설정할 수 있고, 작동을 
원격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지점 
통신용 RS485 표준을 이용하거나, 모뎀을 
통해 RS232C를 이용해 동일한 통신선에 
다중 컨트롤러를 연결하거나, 멀티드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간격 램프/소크 
16개와 퍼지 논리가 있는 CN3251 직렬 
컨트롤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N3101

사 양
한계 출력
자동: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 래칭 
릴레이, 릴레이는 한계 설정점에서 전력을 
중단합니다. “C” 형 접점, 120/230 Vac에서 
5 A

한계 제어 조정:

 상한/하한 설정점: 센서 범위

 설정점 한계: 센서 범위

 불감대: -17–38°C (1–100°F)

 디스플레이 오프셋: -73–38°C  
   (-100–100°F)

알람 조정:

 설정점: 각 알람 출력마다 상한 및  
   하한 설정

 알람 타입: 절대 상한, 하한, 상한/하한

 추적: +편차, -편차, ±편차

릴레이 동작: 래칭이나 비 래칭, 동력 공급이나 
동력 차단

알람 불감대: 조정 가능, -17–38°C 
(1–100°F)

알람 억제: 전원 공급 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알람 출력:

 릴레이: “C”형 접점, 120/230 Vac에서 
5.0 A (저항성 부하)

센서 입력: 현장 선택 가능한 써모커플, RTD, 
전류, 전압

입력 업데이트 속도: 초 당 샘플 2개

판독 안정성 
J, K, E 써모커플: 주변 온도에서 
±1°F/10°F 변화

T 써모커플: 센서 온도 > -80°C (-112°F)인 
경우 주변 온도에서 ±2°F/10°F 변화

R, S, B 써모커플: 주변 온도에서 
±2°F/10°F 변화 

RTD: 주변 온도에서 ±5°F/10°F 변화

4–20 mA, 1–5 Vdc: 주변 온도에서 
±2°F/10°F 변화 

디지털 입력: 무전압 폐쇄 허용

트랜스미터 전력: 50 mA에서 최대 24 Vdc 
±20%

아날로그 출력 (옵션)

재전송 기능: 공정 변수 
출력 신호: 4–20 mA에서 0–800Ω 
부하로, 1–5 Vdc에서 100 KΩ로,  
DIP 스위치를 통해 선택 가능

범위: 공정 변수 재전송을 위해, 선택된 센서 
폭 프로그래밍 가능 
정확도: 프로그래밍한 폭의 ±0.2%, ±1 LSD

디지털 통신 (옵션):

 RS232: 싱글 드롭, 차단됨

 RS422/485: 멀티 드롭, 차단됨, 스위치로 
현장 선택 가능

보율: 1200, 2400, 4800, 9600, 19.2 K

프로토콜: ASCII 라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계측기 전력: 100–240 Vac, +10%, 
-15%, 50–60 Hz, 15 VA 12–24 Vac/
Vdc, ±20%, 15 VA (옵션)

작동 환경:  주변 온도 0–65°C (32 – 
150°F), 상대 습도 95% 미만, 비응결

크기:

 전체: 96 L x 96 W x 121 mm D 
 (3.78 x 3.78 x 4.75")

패널 뒤 깊이: 102 mm (4")

케이스 재료: 내충격성, 검은색 ABS 플라스틱

선간 전압의 영향
변화: 센서 폭의 ±0.1%/공칭 선간 전압 10% 
변화

잡음 거부:

공통 모드 잡음: 공통 모드 잡음:

직렬 모드 잡음: 센서 폭의 ±0.1% 및 피크 
투 피크 300 mV, 직렬 모드 잡음 50 Hz 또는 
60 Hz

RFI: 보통 트랜스미터로부터 거리 1 m (3.1’)
에서 센서 폭의 <0.5% (4W, 464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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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IN 상한/하한 컨트롤러

 주문하기
 모델 번호  설명

 CN3101  단일 출력 기계식 릴레이와 알람 1개가 있는 상한/하한 컨트롤러

 모델 번호  설명

 3250X-S2   RS232 디지털 통신 보드

 3250X-S4   RS485/422 디지털 통신 보드

 CN3200-SOFT-WIN2  통신 옵션용 소프트웨어, 윈도우 버전

 3250X-CASE-COMM**   디지털 통신 기능이 있는 CN3251 및 CN3101용 덮개

 3250X-CASE   디지털 통신 기능이 없는 CN3251 및 CN3101용 덮개

 3250X-SBKT  CN3251 및 CN3101 모델용 측면 장착 받침대

 CNQUENCHARC  잡음 억제 RC 완충기 (2선), 110–230 Vac

액세서리

    25°C/77°F 환경에서 정확도 
 입력 타입  범위 (모두 센서 폭의 ±%)

  철- -100 –1400°F 0.2% 
  콘스탄탄 -73 – 650°C 
  Chromega®– -300 – 2400°F 0.2% 
  alomega® -184 – 1316°C
  구리- -350 – 750°F 0.2% ~ PV > -112°F/-80°C 
  콘스탄탄 -212 – 399°C 0.4% ~ PV < -112°F/-80°C
  Chromega®– -100 – 1100°F 0.2% 
  콘스탄탄 -73 – 593°C
  Pt-13%rh/Pt 0 – 3200°F 0.4% 
   -18 – 1760°C 
  Pt-10%rh/Pt 0 – 3200°F 0.4% 
   -18 – 1760°C 
  Pt-30%rh/ 50 – 3300°F 0.4% ~ PV > 1000°F 
  Pt-6%rh 10 – 1816°C 538°C
    -20 – 1000°F  
  Pt, 385 -128 – 538°C 0.2% 
  100 Ω -99.9 – 899.9°F  
   -73.3 – 482.2°C
  전류 4 – 20 ma 조정 가능성 (-500–5000) 0.2%
  
전압

 0 – 5 Vdc 조정 가능성 (-500–5000) 0.2%
  1 – 5 Vdc 조정 가능성 (-500–5000) 0.2%

입력 타입과 범위

사용자 설명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문 예: CN3101, 단일 출력 한계 컨트롤러, 1/4 DIN 베질, 프로그래밍 가능한 입력, 알람 1개.
OCW-2, OMEGACARESM는 기본 3년 보증을 총 5년으로 연장합니다.
CN3101-PV-S4, 단일 출력 한계 컨트롤러, 1/4 DIN 베질, 프로그래밍 가능한 입력, 알람 2개, 기록기 출력, RS485 통신.
OCW-2, OMEGACARESM는 기본 3년 보증을 총 5년으로 연장합니다.
주의: CN3010에 통신을 추가하려면, 덮개를 3250X-CASE-COMM으로 교체해야 3250X-S2나 3250X-S4 통신 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장비 당 통신 옵션 1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접미사  설명

 -PV   기록기 출력, 4–20 mA/1–5 Vdc

 -S2†   RS232 디지털 통신 및 2차 알람 릴레이

 -S4†   RS422/485 디지털 통신 및 2차 알람 릴레이

출력, 통신, 저전압 전력 옵션

동반 컨트롤러: CN3251 직렬 
램프 및 소크, 퍼지 논리 컨트롤러

KTSS-316G-12, 주조 이종 
접속재 써모커플 프로브.

이 페이지에 있는 모델의 
경우 OMEGACARE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문 
시 문의하세요. OMEGACARE
는 부품, 노동력, 해당 대체품을 

취급합니다.

연장 보증
 프로그램

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