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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1510
실내 공기질 CO2 - 온도 - 습도

건강한 환경을 위해 주변 공기 모니터링

■ CO2, 온도 및 습도 측정기(최대 100만 측정)

■ 소형 및 독립형: 고정식 또는 휴대용 사용

■ 사용자 친화적: CO2 수준과 습도 기준에 따른 쾌적성 지표

■ 정확: 대기질 모니터링에 관한 최신 표준을 준수

■ 현장 보정 키트로 확인을 위한 낮은 가스 소비량

 표시로 편리함

http://www.chauvin-arnoux.fr


양호한 실내 공기질 보장 

즉, 구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수준을 허용 가능
한 농도로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환기 시스템
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CO2 수준은 공기 갱신 시스템의 효
율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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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내 공 기 질

규정

공공의 장소(교통, 관공서, 학교 또는 병원), 직장 또
는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가 대부
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
, 장식 및 가구(도장, 바닥 및 벽 덮개, 바니시 등)에 
사용되는 인간 활동과 제품은 모두 공기 중으로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원인입니다.

실외 공기에는 약 0.04%
(400ppm)의 CO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 환경에
서 인간의 활동(호흡)은 이 농도를 1,500ppm까지 빠
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예: 회의실 및 교실).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의 맥락에서 환기 시스템을 평
가하고 오염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CO2 측정의 최신 
표준을 준수합니다.
C.A 1510은 공기 중에 1,000ppm 또는 1,700ppm의
CO2로 설정된 경보 덕분에 정확한 예비 진단 지표이
기도 합니다.

주요 이점

- 최신 표준을 준수
- 데이터용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됨
- 처리 및 보고서 생성
- 기록 시 디스플레이 잠금 가능성
(값이 표시되지 않음)

- 빠르고 간단한 데이터 복구
(USB 키로 인식되는 제품)

- 최대 100만 측정의 기록 용량
- 영점 및 1,700ppm 임계값을 조정하기 위한
어댑터, 튜브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현장 교정 모듈

- 다중 장착 시스템

다수의 장착 옵션:
마그네틱, 잠금식 벽 지지대 포
함, 데스크탑 스탠드가 있거나 
벽걸이 후크에 걸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입니다.

2가지 색상의 대형 백라이트 스크린인 C.1510
은 3개의 파라미터(CO2, 온도 및 RH)를 동시에 
측정하고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2 수준 및 습열 쾌적성 기준에 따른 쾌적성 
수준의 해석을 위한 통합 도움말이 제공되어 보
다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D mode:  

•

 

3D mode: 습열 기준과 CO2 농도에 기초한 최
적 안전 구역 표시를 나타냅니다.

 

Data Logger Transfer 
software provided as a standard 
feature

Android-compatible application
available from Play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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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Android
C.A 1510

편안함과 건강

독성은 없지만 고농도에서는 집중력 저하, 두통,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 및 습도 매개변수는 알레르기 유발 물
질과 자극 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곰팡이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

두 가지 통신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은 PC 또는 Android TM 태블
릿의 원격 디스플레이 및 데이터 표시는 그래프 
또는 값 표로 표시되도록 환경을 설정 할 수 있습
니다 .

또한 데이터를 Excel로 내보내고, 사람이 있는 기
간을 선택하여 제한 지수를 계산하고 보고서를 생
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또는 블루투스, 

 CO2 제한의 표시
CO2 농도가 1,000ppm에서 1,700ppm 임계값 
사이일 때 시각적(두 가지 색상 백라이트 및 픽
토그램) 및/또는 가청적으로 높은 구속 상태를 
나타냅니다.



Technical specifications
CO2 측정기

0 to 5,000 ppm
± 50 ppm ± 3 % of value측정

응답시간, 63 % < 200 초 
불해능 1 ppm

온도 측정  

-10 °C to +60 °C

± 0.5 °C

 0.1 °C

용량성(Capacitive)
5 to 95 % RH

± 2 % RH
분해능 0.1 % RH

Customizable from 1 minute to 2 hours
More than 1 million measurements
Yes

단위 °C or °F

기능 Yes

자동전원끄기 Yes (in portable mode only)

Temperature: -10 °C to +60 ° C – Humidity: 5 to 95 %RH

면적 / 무게 125 x 65.5 x 32 mm / 190 g with batteries

보호 IP40
IEC 61010-1 for 50 V in Category II – IEC 61326-1 – Compliance with French decree no. 2012-14
- Alkaline batteries: 2 x 1.5 V AA / LR6 or rechargeable battery
- Connection to mains possible with mains / micro USB adapter supplied as standard
2 communication modes possible:
- Bluetooth wireless communication
- USB link; the product is then recognized as a USB key for easy file transfer

탑재 
C.A 1510 casing equipped with a magnet, a wall-suspension system and a slot for hanging the product. A wall support for use with a padlock 
(padlock not supplied) is available as an accessory, as is a desktop stand (supplied as standard with the C.A 1510W).

Graphic representation or as table of values – Data export – Real-time mode
Report generation

 사용종류

1D mode: CO2 제한의 표시

3D mode: 

Logger

  

차콜-그레이 C.A 1510  .........................P01651010

 
 
 
 
 

흰색 C.A 1510  ..........................................P01651011

 

 

새빛테크(주)
SEVIT TECH CO., LTD.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GTower지식산업센터 503호
Tel: 02- 384- 8740
Fax: 02- 384- 8741
info@sevitkorea.com
www.sevi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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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교정 키트(금속 케이스에 적합).............. .......P01651022
•     하드케이스.............................................................................P01298071
•     .........................................................................P01651021
•   흰벽 지원................................................ ..................P01651020
•   검은색벽 지원..................................................................P01651024
• USB 메인 어뎁터   ..................................................................P01651023
• USB블루투스 어뎁터   ............................................................P01102112

측정 원리 비확산적외선(NDIR) 기술

센서 유형 이중 빔 적외선 셀 센서

측정범위

불확정성

센서 유형 CMOS
측정 범위

정확성

분해능

습도 측정

측정 범위

정확성

센서 유형

점 측정모니터링

모니터링

CO2, 온도 및 상대 습도 값의 신속한 측정 및 표시

CO2 농도가 1,000ppm에서 1,700ppm 임계값 사이일 때 
시각적(두 가지 색상 백라이트 및 픽토그램) 및/또는 가청적으로 높은 구속 상태를 
나타냅니다.

습열 기준과 CO2 농도에 기초한 최적 안전 구역이 표시됩니다.

에너지 절약(ECO): 배터리 전원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제품은 최
대 1년의 배터리 수명 동안 프로그래밍 가능한 시간 범위에 걸쳐 10분마다 
측정을 수행합니다.

).음않 지되시표 이값(다니습있 수 글잠 를이레플스디 서에드모이
.다니습있 수 할정지

 자용사 서에램그로프 용응 Android 는또 어웨트프소 PC 는짜날 료종 및 도속 록기 ,짜날 작시
)REC_P(링거리트 의록기 된밍래그로프

.다니됩행수 이록기 로도속 의드모 한택선 재현. 롤트컨 지중 및 작시 동수 의품제
)REC_M(링거리트 동수

사양

기록 간격
저장값

버저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유지 
최소-최대 

일반사양

제품 작동 범위

규정준수 

전력 공급

인터페이스

기본 제공되는 Data Logger 
Transfer 소프트웨어의 기능

실내공기질측정기

주문하려면

다음을 포함과 함께 소형 금속 케이스에 담겨 제공
됩니다.
• LR6 배터리 2개
• USB 메인 어댑터
• USB 마이크로 USB 케이블 길이 1.80m
• 빠른 시작 안내서
• Data Logger Transfer 소프트웨어 및 사용 설명서
(언어당 파일 하나)가 들어 있는 Mini-CD
• 검증 증명

실내공기질측정기

다음과 함께 판지 상자에 담겨 배송됩니다.
• LR6 배터리 2개
• USB 메인 어댑터
• USB 마이크로 USB 케이블 길이 1.80m
• 탁상 스탠드
• 빠른 시작 안내서
• Data Logger Transfer 소프트웨어 및 사용 설명
서(언어당 파일 하나)가 들어 있는 Mini-CD
• 검증 증명

액세서리 및 교체 부품

..............

탁상용스탠드
............

http://www.chauvin-arnoux.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