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der Code CO2-BTA

이산화 탄소센서 CO2  Gas Sensor

이산화탄소센서는 기체상태의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 할 수 있습니다.

    •  교실의 이산화탄소 양 측정

    •  식물의 광합성 중에 이산화탄소 변화량 관찰

    •  식물의 세포호흡 중에 이산화탄소 변화량 관찰

    •  설탕의 발효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측정

    •  벌레, 곤충과 같은 작은 생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화학 작용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측정

✿ 제품 구성
    •  이산화탄소센서

    •  챔버 (Chamber)

    •  사용설명서

✿ 연결 방법
버니어코리아의 모든 인터페이스(랩퀘스트, 랩퀘스트미니, 랩프로, 고!링크)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센서와 컴퓨터를 연결해 사용하십시오.

1. 센서를 인터페이스에 연결하십시오.

2. 컴퓨터에서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십시오.

3. 분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센서를 인식하며 보정값을 불러 옵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집  버튼을 눌러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 범위 선택 (0-10,000 ppm 또는 0-100,000 ppm)

    0-10,000 ppm
    •  측정 범위 : 0-10,000 ppm
    •  분해 능력 : 3 ppm

    0-100,000 ppm
    •  측정 범위 : 0-100,000 ppm
    •  분해 능력 : 30 ppm



이 제품을 포함한 버니어의 모든 제품은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 의료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작동 원리
 이산화탄소 분자 양의 측정에 의해 0~100,000 ppm 범위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측정합니다. 적외선 이 

IR은 센서의 손잡이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이산화탄소 분자에 의한 흡수 없이 샘플을 통

해 얼마나 많은 방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지하는 적외선 센서가 있습니다. 

 감지기는 4260nm의 좁은 통로에서 흡수된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측정합니다. 샘플 튜브에서 흡수된 가

스의 농도가 클수록 센서 튜브를 통해 IR 감지기로 전달되는 복사에너지는 적어집니다. 온도 증가는 적외

선 센서에서 인터페이스에서 증폭되고 읽히는 전압으로 변환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는 센서 튜브에 있는 

여덟 개의 배출구를 통한 확산에 의해 센서의 안팎으로 움직입니다. 센서가 자료를 수집할 때 반짝거리는 

IR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센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만분의 1(ppm) 단위로 측정합니다.

✿ 센서 보정
위 센서는 출고 시에 보정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 없습니다.

보정하기를 원하신다면 재 보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버니어 센서들과는 다르게 리셋 버튼

을 눌러 보정을 합니다.

   1. 센서를 인터페이스에 연결한 상태로 90초 정도 예열을 합니다.

   2. 밖으로 나가서 챔버에 공기를 수집해 옵니다.(야외에서 센서를 보정하면 좀 더 정확한 보정이 됩니다.)

   3. 이산화탄소센서를 챔버에 연결하고, 센서 측면에 있는 보정 버튼을 누릅니다.

   4. 30초 정도 후에 지구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인 380 ppm(±40 ppm) 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5. 보정값 보다 좀 더 높거나 낮은 값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보정 합니다.

✿ 주의 사항
    •  이산화탄소센서는 기체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절대로 물에 넣으면 안 됩니다.

    •  이산화탄소센서는 90초간의 예열이 필요합니다. 실험 시작 전에 예열을 하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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