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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 COZIR-AX5000 

저전력 (3.5mW, 33mA) 이산화탄소 
 

COZIR는 극소전력(3.5mW)의 고기능 CO2센서이며, 배터리로도 동작 가능한 제품으로 포터블 기

기 및 HVAC에 이상적입니다. GSS는 IR LED와 Detector 기술, 혁신적인 광학설계를 기반으로 

COZIRTM라는 극소 전력의 NDIR 센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극소 전력 : 3.5mW 

 측정 주기 : 2회/sec 

 측정 범위 : 0~5000ppm 

 낮은 노이즈 측정 : <10ppm 

 공급 전압 : 3.3V 

 최대 전류 : 33mA 

 출력 형태 : UART 3V TTL Level 

 

1. Specifications 

 

A. 일반사항  

Warm-up 시간 <10초, 최초 측정까지 1.2초 

동작범위 
0 ~ 50℃ (Standard) 

0 ~ 95% RH, non-condensing 

저장조건 -30℃ ~ +70℃ 

 

B. CO2측정 

 

센싱방법 

Non-Dispersive Infrared (NDIR) absorption 

Patented Gold plated optic 

Patented Solid-State source and detector 

샘플링 방식 Diffusion 

측정범위 0~5000ppm 

정밀도 ±50ppm ±3% of reading1 

비선형성 <1% of FS 

압력의존 0.13% of reading per ㎜Hg 

동작압력범위 950mbar ~ 1050mbar 

응답시간 
30초~ 3분 (최대 정밀도 도달 응답시간)2 

일반 측정 주기 : 초당 2회2 



 
(137-863)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64-39 지훈빌딩4층 406-1 

Tel: +82-70-8807-4209, Fax: 02-6280-7851, E-mail: econarae@gmail.com 

C. 전기적/기계적 특성  

전원 

3.25 ~ 5.5 VDC (3.3V 권장) 

최대 전류 33mA3 

평균 전류 <1.5mA3 

소모전력 3.5mW3 

PIN 헤더 2×5, 2.54㎜ Pitch  

 

2. 아래면 (연결부) 모습  

 

1 GND 2 N/C 

3 +3.3V  4 N/C 

5 Rx 6 N/C 

7 Tx 8 Nitrogen Zero 

9 N/C 10 Fresh air Zero 

 

핀2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핀4와 6도 사용하지 않지

만, 내부적으로 GND에 연결됩니다. 

Zeroing 옵션은 하드웨어 Zeroing (both active low)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능들은 시리얼 통신

(추천)에 의해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결부위는 GND, 3.3V, Rx 와 Tx 입니다. 

아날로그(전압) 출력(핀9)은 옵션입니다. 별도 모델로 요구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리얼 연결은 9600baud, 8bit, no parity, one stop bit, no hardware flow control 입니다. 

주의 : 시리얼 통신의 Rx 및 Tx의 Voh는 인가전원에 관계없이 3V 입니다.  

 

* CO2센서는 주기적인 교정을 필요로 합니다. HVAC 및 공기질 모니터용은 자동 교정 알고리즘을 

권합니다. (Default setting). 자동교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off), 주기적 교정을 통해 정밀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교정 설정 해지 및 교정 방법에 대해서는 www.econarae.co.kr에 문의 

바랍니다.) 

 

 

 

 

 

 

 

http://www.econar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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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 : 언급되지 않은 모든 측정은 기준 온도(20℃) 및 압력(1013mbar)하에서 측정. 

Note 2 : 사용자가 디지털 필터의 응답성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Note 3 : 기준 CO2센서의 소모전력 측정은 초당 2회임. 

 

3. 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