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Farm
시설원예용

SA-K
시리즈

경이로운 8가지 기능
제로농도차 CO2 사용과 고농도 CO2 사용의 자동전환제어
( 1대의 CO2 센서로 제어 )

혁신적인 기술로 농업을 바꾼다!
세계에서 첫 농도차이 CO2사양 대응

고성능의 NDIR 센서(비분산적외선)
CO2 탱크 . CO2 발생기(연소식 포함) 가능
외부 CO2 농도 계측 .고정 선택 가능
표시는 1ppm 단위, 설정은 10ppm 단위
포트 센서(별도판매)에 의한 일조량 감지
( 타이머(optional)에 의한 관리도 가능 )
사용건에 의한 펌프유닛(별도판매)의 사용가능
( 대수선택가능)

일본 치바 대학 카시와노하 캠퍼스
미츠비시수지 Agri Dream
식물 공장내

본체 디스플레이 점멸로 비상시 알림
( 경보 알람, 캠프(optional) 부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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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
001 / 003

301

Data Logger 내장형(선택)

CO2 농도가 보이는 생활!

CO2 모니터

가정, 사무실, 비닐하우스용
마블 001
마블 003(데이터로거 기능 내장)
*측정데이터 기록 및 분석 가능
사이즈 : 가로 137×세로99×두께28(mm)

공공시설 및 야외용
마블 301
사이즈 : 가로 560×세로410×두께50(mm)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측하여 CO2레벨로 표시합니다.
빨강LED
장시간 지속 될 경우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노랑LED
일반적으로 졸음을 일으킵니다.
냄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관한 기준(대한민국)
공기질개선법
CO 2농도

1000ppm 이하

초록LED
바람직한 레벨입니다.
통상적인 옥외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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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질(質)이 바뀌면
삶의 질이 바뀐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실내 CO2농도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Data Logger 내장형(선택)

마블001 가정, 사무실, 비닐하우스용
표

시

CO2 농도ppm 온도℃ 습도%

설치방법

탁상용(후면스탠드), 벽걸이가능

표시패널

대화면세미와이드 3.9인치 (85X50 mm) 백라이트기능

전

DC5V USB케이블사양 Mini USB 측면접속 AC 어댑터 부속

원

사용조건

온도: 0~50℃ 습도: 95%RH 이하

측정범위

0~3000ppm

LED표시

초록:<800ppm 노랑:800~1200ppm 빨강:>1200ppm

알림음

AL2이상이면 경보음, AL2미만이면 경보중지. 음소거기능

사이즈

가로 137mm X 세로99mm X 두께28mm 중량195g

마블003 (데이터로거 내장형)
상기 표준사양과 더불어 측정한 CO2농도, 습도, 온도 데이터를 기록 및
분석 할 수 있는 데이터로거 내장형 모델입니다 편집주기는 1~60분 이
내로 설정 가능합니다. (전용소프트웨어 포함)

마블003 공공시설등 옥외용
표

시

CO2농도 ppm 온도℃ 습도 %

설치방법

벽걸이형 (후면에 후크있음)

표시패널

고휘도 LED디스플레이, 절전모드 가능

전

DC16V 컨버터→ 콘센트플러그 측면접속 AC어댑터 부속

원

측정범위

0~3000ppm

사이즈

가로 560mm X 세로410mm X 두께50mm 중량 5kg
릴레이, PC접속 불가

판매대리점

Smart FAmeniA

시설원예용 CO2 컨트롤러
스마트온실용 CO2 컨트롤러

SA-K03

[ 사양 ]

[ 시스템 예 ]

측정 방식

NDIR (비분산 적외선) Dual Cell

측정 범위

0~3,000 ppm

컨트롤러

펌프 유닛

1. 외부 공기 CO2 농도 계측하여 계측치에 맞는CO2를 사용합니다.
(1) 제품을 온실에 설치

(2) 제품을 작업구역에 설치

0~1,000 ppm에서는 1 ppm
농도 표시

1,001~2,000 ppm 에서는 5 ppm

실내

외부 공기
실내

2,001~3,000 ppm 에서는 10 ppm
정밀도

외부 공기

0~2,000 ppm에서는 ±70 ppm 또는
±5 % 큰 수치 2,000 ppm이상에서는 ±7 %

액정 디스플레이 표시
화면표시

Zero 농도차이 CO2 사양.고농도 CO2밸브(발생기)

2. 외부 공기 CO2 농도를 계측하지 않고 고정치로 설정하여
해당 고정치에 맞는 CO2를 사용합니다.

CO2농도 (실내·외부 공기)·CO2 밸브 (발생기)

(1) 제품을 온실에 설치

(2) 제품을 작업구역에 설치

전환 주기: 1~15 분
설정

비례대: 20~200 pmm
안전치: 0~200 pmm

실내
실내

천창을 닫았을 때: 300~2000 pmm
입력

천창 개폐·작동

출력

경보용 알람·램프 등

OPTION

계측 출력

CO2 농도·제어량 (4~20 mA)

크기·무게

가로 170 mm × 높이 126 mm × 세로 60 mm·약800 g

전원
권장 펌프 유동량

Pump unit (별도 판매) SA-P01

AC100～220 V 0.3 W (본체만)
0.1~0.5 L/min

[ 사이즈 및 각 부위 명칭(본체) ]

(단위=mm ehaustmzpdlf=1/2)

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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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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