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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300-DS RevB 

이산화탄소(CO2) 측정모듈: Model: SH-300-DS 

 

 

 

 

 

 

 

 

 

 

 Technical Specification 

 

측정 방식 Dual Light Wavelength Non-Dispersive Infrared (NDIR) 

측정 범위 0 ~ 3,000 / 5,000 / 10000ppm 

정밀도 ±60 ppm, 측정값의±3%  @ 0 ~ 50℃ 

응답시간 0 ~ 80% <30Sec 

신호업데이트간격 Every 2.0 Seconds 

Warm-up Time @25℃ <90Sec 

작동 온/습도 조건 -10 ~ 50℃, 0 ~ 99.5%RH (Non Condensing) 

출력 사양 
Analog : 0~3VDC (0~3000, 5000,10000ppm) [CN1] 

UART:9600bps[CN1]/TTL Level 3.3V 

전원 입력 조건 DC5V ~ 9V Input 

소비 전류 Normal 35mA, Peak80mA 

인터페이스 

4PIN Header[CH1] 

Molex 5267 included.With 2.54mm spacing. 

Dimension 참조 

규  격 
(W)40mm x (H)36mm x (D)11.7 mm(±0.5mm), 

Weight:12g 

 

♣이 제품은 품질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환기 제어를 위한 CO2 측정 

 
 아파트, 병원, 학교 등 CO2 제어 

 
 공기 청정기, 에어컨 CO2제어 

 의료용 CO2, 보일러용 etc 

 

 

 의료용 CO2, 보일러용 etc 

  

  

  

 전열과환기 

 

 전열교환기 CO2 제어 

 

 

 의료용 CO2, 보일러용 etc 

  

  

  

 전열과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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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값에 따른 허용 오차 범위 

 제품의 특징 

 

1.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첨단의  

NDIR (Non-dispersive Infrared)방식 채택 

 

2. 제어장비에 의해 제어와 감시가 가능한 아날로그, 디지털신호 출력 

A. Analog Output: 0~3V (0~3000 / 5000 / 10000ppm) 

B. Digital Output: UART(3.3V Level의 RS-232)출력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양, 프로토콜 변경 제작 가능 

 

 출력 사양 

 

1. 디지털 사양(3.3V Level의 RS-232) 

A. SH-300DS Format (ASCII Data) 

i. Baud 9600bps 

ii. Data 출력 간격 2Sec 

 

1 2 3 4 6 7 

CO2 Value CR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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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예) CO2 = 1000ppm 일 때  

         1000[CR][LF] 

                Hex 값: 0x31,0x30,0x30,0x30,0x0D,0x0A 

 

2. Analog 출력 사양(CO2 Only) 

A. CO2: 0 ~ 3V(0 ~ 3000 / 5000 / 10000ppm Option) 

※ Output Current: Max 30mA 

i. Analog 출력표 

 3000ppm 5000ppm 10000ppm 

0V 0ppm 0ppm 0ppm 

1V 1000ppm 1666.7ppm 3333.3ppm 

2V 2000ppm 3333.3ppm 6666.7ppm 

3V 3000ppm 5000ppm 10000ppm 

 

 컴퓨터 통신 

1. UART 인터페이스 

A. RS-232 인터페이스 컨버터 사용 
 

TTL신호로 컴퓨터와 통신이 부적합하여 전압레벨을 변경하여 통신 

 

 

2. 통신프로그램 

A. 하이퍼 터미널 및 기타 통신프로그램 사용가능 

 취급 및 설치 주의사항 

1. 제품은 충격에 민감하여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변경 및 개조 시당사와 기술협의 후 진행 바랍니다. 

3. 작동 온/습도 조건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는 가급적 설치를 피해주시기 바

랍니다. 

4. 외부환경에 설치 시 케이스 안에 장착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로가 우려되는 환경에 설치 시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코팅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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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ension  

 

 

■ 고객지원센터         판매 및 제조원: ㈜소하테크 

■ 02 – 978 – 0461. 
상담시간: 10:00 ~ 17:00(월-금) 

(토요일, 공휴일제외) 

* 상담전모델명, 제품증상, 구입일및 

구입영수증을꼭확인해주세요. 

* A/S관련규정홈페이지 ‘A/S안내’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Copyright c 2008  All rights reserved 판권본사소유, 무단복제엄금. 

㈜소하테크 홈페이지 

 Http://www.soha-tech.com 

 

㈜소하테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제품과 제어센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oha-te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