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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T SENSOR Corp.

일산화탄소(CO) 트랜스미터
데이터시트
ㄴ

COD-300-HC

COD-300-HC(기본 모델)

특징

COD-300-HC (LCD 모델)

개요
• 센서 수명 5년의 긴 수명을 가진 전기화학식
일산화탄소 센서 모듈 장착되었습니다.

COD-300-HC는 낮은 농도에서 1000ppm

(8년 수명제품 옵션 주문가능)

고농도 범위까지 높은 측정 정확성을 갖고
업계 최장의 긴 수명을 가진 차별화된

• 본체는 메인보드+센서 모듈로 구성되어

전기화학식 일산화탄소(CO) 측정용

필요시 센서 모듈만 교체 가능하며,

트랜스미터입니다.

자동교정 동작 기능 및 수동 영점

3선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2선, Common GND 1선).

조정기능이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 15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로 개발된 다중
보정 알고리즘으로 온도 및 농도 보정되어
전 농도 범위, 온도 범위에서 정확성 및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

출력모드 : 전류 0~20mA/4~20mA
전압 0~10V/2~10V
(점퍼로 선택가능)

• 크기 : 123mm x 70mm x 43mm (115g)

ELT SENSOR Corp.

COD-300-HC사양
사용 환경
사용 온도 : -20℃ ~ 50℃
추천보관온도 : 0℃~20℃
(가급적 20℃ 이하 보관 요망, 고온 보관시 화학식센서 특성상 수명단축에 영향 줄 수 있음)
사용 습도 : 0 ~ 95% RH (비응결 조건) , ※ ‘G’ 옵션: 0 ~ 99% RH 주문가능 (비응결 조건)
사용 분야 : 보일러실, 지하주차장, 지하상가등의 일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연소장치의 자동
제어, 주방, 화재감지, 빌딩공조시스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다중
이용 시설물류(찜질방, 팬션, 숙박업소, 숯불구이 식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가능

CO 측정
측정 방식 : 5년 장수명 전기화학식
(8년 수명 센서 모듈 탑재 제품 옵션 주문 가능하며, 5년 수명 제품도 센서 모듈만
교체하면 10년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측정 범위 : 0 ~1000ppm
정 확 도 : ± 3% F.S .
센서응답시간 : T90 : < 30초, T60 : < 9초
샘플링 주기 : 3초
장기 안정성 : 5년간 사용시 10ppm 이하 측정치 감소 될 수 있음 (@ 50ppm)

전기적 사양
입력전원 : 24VDC ± 20% (3선식)
소모전력 : 700mW

출력 사양
출력전압 : 0 ~ 10VDC or 2 ~ 10VDC
출력전류 : 0 ~ 20mA or 4 ~ 20mA (메인보드 점퍼로 출력 사양 선택 가능)

ELT SENSOR Corp.
제품 주문 사양
주문 모델명

구 성

설치 장소

COD-300-HC

기본형 제품 (0~ 1000ppm)

COD-300L-HC

LCD 장착 (0~ 1000ppm)

보일러실 등 고농도까지 측정
필요한 장소
측정값 현장 확인 필요시

동작 모드 선택
모드 선택 : 케이스 내부 센서 모듈 PCB 위 면에 있는 점퍼로 선택 (하기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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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용모드

AUTO

자동조정모드

AUTO

수동0점 조정모드

자동 교정 모드 사용 : 전원인가후 매 30일마다 주기적으로 자동 0점을 조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불필요함.
활용 분야 : 보일러실, 주방, 주택, 지하역사, 다중이용시설, 주택, 지하역사등 실내 환경에서
설치장소가 평상시는 맑은 공기이나 CO 누출 사고시 위험을 감지하고자 하는 장소에 설치

일반 사용 모드 : 자동0 점 조정하지 않고 공장 출고상태로 계속 사용 하다가 필요할 때만
수동으로 영점 조정하기 원할 때 사용.
활용 분야: 실험실, 상시 일산화탄소가 일정량 이상 존재 하는 장소등. .

수동 0점 교정 모드 : 사용중 0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사용자가 임의로 실행
사용시점 : 맑은 공기중에 노출되었으나 계속 10ppm 이상으로 표시되고 있을 때.
(방법 : 해당 위치에 점퍼를 이동 후 전원 인가하면 1분후 0점 자동 조정됨, 조정후에는 반드시
점퍼 원 위치로 옮긴 후 사용해야 함)

ELT SENSOR Corp.
제품크기 (단위 : mm)

ELT SENSOR Corp.
내부 점퍼 위치 기능
앞면

Jumper : A
(출력 방식선택)
Jumper : C
(사용 안함출고상태 유지)
Jumper : B
(사용 안함출고상태 유지)

뒷면

ELT SENSOR Corp.
점퍼 기능 설명
■ Jumper A (J7, J3) : 전압, 전류 출력 및 출력범위 선택

V : 전압 출력
I : 전류 출력
0~20mA : 0~20mA 출력 @전류
0~10V 출력 @전압
4~20mA : 4~20mA 출력 @전류
2~10V 출력 @전압
설정 예 :

 전류 출력, 0~ 20mA 출력
■ Jumper B(J11) : 사용 안함-이동금지, 출고상태 유지
■ Jumper C(Cal1, Cal2) : 사용 안함-이동금지, 출고상태 유지

ELT SENSOR Corp.
배선방법
1. VIN+: 24VDC+
2. VIN-: Common-GND
3. A-OUT: 출력신호 (전압 또는 전류)
※주의사항 : 반드시 해당 위치에 바르게 연결해야함. 잘못 연결후 전원인가시 제품 파손됨

1 2 3
Wire connector.
■[J3]커넥터 배선

아날로그 출력 계산 예
예) 1000ppm 범위 4~20mA 모드
측정 전류치 6.00mA 일때
(6.00mA – 4mA) * (1000ppm / 16)= 125 ppm.

ELT SENSOR Corp.
제품의 CO감지 성능
농도 정확성 시험결과 (전 범위 정확성 매우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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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온도 Calibration 성능 (at 5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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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T SENSOR Corp.
※ 제품 취급 및 설치 시 주의사항
1. 제품 보관시 가급적 0~20℃ 에서 보관하고, 제품 구매 후 빠른 설치를 권장 드리며 6개월
이내에는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일산화탄소(CO)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2m ~ 1.8m 높이 사이에서
사람의 코 높이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치장소에서 물이나 오일이 제품에
뿌려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센서부 및 PCB 부품에 오염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솔벤트나 고농도의 유기 가스가 다량 존재하는 곳,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지속적인 진동이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3. 전원공급은 허용된 사양으로 일정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입력과 출력선을 반드시
해당 위치에 바르게 연결해야합니다. 잘못 연결후 전원인가시 제품 파손됩니다.
4. 센서 주위의 정전기와 유도전자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 및 설치장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관 시에도 센서를 제전 처리된 장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5. 센서 모듈 교체를 위해 모듈 PCB 하부의 4핀, 10핀 커넥터를 장 탈착할 때는 양측 PCB부분을
가볍게 잡고 상하로 여러 번 조금씩 흔들면서 무리한 힘을 주거나 비틀지 말고 장/탈착 작업을
해주십시오.
(과도한 힘을 가할 경우 4핀, 10핀 커넥터 연결부가 파손되거나 센서의 초기 성능과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표준가스로 센서 성능을 검증 시험하고자 할 때는 에어(Air based)충진된 표준가스를 투입을
바랍니다.
7. 제품내부 센서나 부품을 임으로 분해 하거나 교체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내부의 센서가 파손되어 내부 액이 노출되었을 때는 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하며 피부에 묻었을
때는 다량의 물로 씻어 내십시요.)
8. 제품 설치후 맑은 공기에서도 센서 출력값이 지속적으로 10ppm 이상을 지시할 경우 모듈
PCB 위에 있는 점퍼를 수동 0점조정 위치로 옮겨 전원인가후 1분 이상 방치하여 수동 0점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후에는 반드시 원래 사용위치로 점퍼를 이동시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9. 모든 센서 수명은 정상적인 생활환경에 설치되었을 때의 설계사양으로 설치환경이 물리적, 기
계적, 화학적 충격이 가해지는 열악한 환경이면 단축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의문 사항은 당사로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sales@eltsens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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