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올라가면 실내의 공기질이 떨어져서 나른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

지거나 심하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CO2 수준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키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다

음의 ppm으로 표시되는 CO2농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실외 수준: 350~450ppm 

 ● 허용할 수 있는 수준: <600ppm 

 ● 몸이 뻐근하고 냄새가 나는 수준: 600~1000ppm 

 ● 일반적인 졸음 상태: 1000~2500ppm 

 ● 건강 유해 환경: 2500~5000ppm 

 ● 8시간 작업시 최대 허용 농도: 5000ppm 

 

IAQ 자료 이력기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질을 기록하게 되면 문제의 건물 증후군과 건물로 인한 

발병문제, 그리고 실내공기 오염도를 추적하여 공기 조화체계(HVAC)를 시험하거나 조절을 한

다든지 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7001 휴대용 CO2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면 실내 공기질  

자료 이력기 IAQ Logger는 실내 공기 측정의 주요  

지표인 3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는 온도,  

상대습도 그리고 이산화탄소입니다. 

7001모니터로 실시간으로 CO2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IAQ 자료 이력기는 휴대용 CO2 모니터와 연결하면 공기질 측정의 3가지 주요 자료가  

기록되는데 온도와 상대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입니다. 

 
[ 용도 ] 
 

병을 유발하는 건물 증후군과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나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문제들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함으로써 공기조화(HVAC)체계를 시험하고 조정하여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

니다. 

 
[ 일반적인 규격 ] 

 ● 크기: 107mm × 74mm × 22mm 

 ● 무게: 110g 

 ● 외함 재질: Noryl 플라스틱 

 ● 건전지: 3.6 볼트 리티움, 1AH 

 ● 분해능: 12 비트 

 ● 거치: 후면 자석 부착식 또는 구멍 고정식 

 ● 시계 정확도: ±2초/일 

 ● 추출방식: 연속 선입선출(FIFO),  다 차면 멈춤 

  

[ 감지기 규격 ] 

* 온도 감지기 

● 형식: NTC 써미스터 

● 범위: -40~70℃ 

● 정확도: ±0.2℃@0℃~ 70℃,  ±0.5℃@-40℃~ 0℃ 

● 분해능: 0.4℃@25℃; 1℃@ -25℃~70℃;  2℃@ -40~25℃ 

 

* 상대습도 감지기 

 ● 형식: 용량성 박막 폴리머 필름 

 ● 범위: 0~95%RH 

 ● 정확도: ±4%RH(10~90%RH) 

 ● 분해능: 0.04%RH (25~60 %RH@25℃) 

 

실내 공기질(IAQ) 자료이력기 (Logger) 
온도, 상대습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자료를 포함한 5대역 자료 이력기  

● 동작한계: -40~70℃, 0~95%RH(비이슬점) 

● PC조건: 1개 이상의 USB나 직렬단자가  있는 PC 

● 소프트웨어 조건: 트렌드리더 2형(Window 2000  

                         SP4, XP SP1, Vista 32 bit) 

● 기억용량: 32,767 자료 저장 

● 추출시간: 8초~ 5일로 최소 4초 단위로  

                사용자가 선택 

● 대역수: 내부온도, CO2, 외부 RH, 그리고 2개는 

             별매의  외부 감지기 EH-020A(온도와 RH) 

 

* CO2 감지기 

   ● 범위: 0~4,000ppm 전압출력 

             0~10,000ppm 표시기 

   ● 감도: ±1ppm 

   ● 정확도: ±50ppm 또는 5%(큰 쪽) 

   ● 재현성: ±2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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