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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43/44 CO2 신호전송기 

GILTRON  
상품 안내 

◎ 특징 

실내에서 Co2농도가 높으면 사람들은 쉽게 피로해 지게 됩니다. 그래서 Co2값을 조절해 주게 되면 사람들은  

활력을 찾게 됩니다. 

현 Co2신호 전송기는 건물 내부 뿐만 아니라 식물의 성장 조절에도 유익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CO2농도가 높으면 사람들은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 오랜 기간 동안에도 정확하고 뛰어난 수명 

• 10,000 ppm 까지 측정 

• 전압, 전류 출력과 별매의 RS-485 출력과 표시기 

•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설정 

 

◎ 적용 분야 

• 건물 냉난방(HVAC) 조절용 

• 공정기기용 

• 환경 측정 감시용 

• 주차장이나 건물용, 도서관, 역사, 쇼핑센터 

• 비닐하우스용, 과일 채소 보관소용 

• 공기질 측정으로 에너지 절약 

• 버섯 재배, 양계장, 인큐베이터용 

• 통제용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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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GS43/44  

표시기 

읽음 표시 5단(주문에 따름) 

표시기 후광부 LCM 

표시기 크기  5.56mm 

입력 

 

감지기형태 NDIR형 

측정범위 2000/ 5000/ 10000 PPM 

출력 신호출력 4~20mA/ 0~20mA  

0~ 10V / 0~ 5V / 0~ 1V / 1~ 5V 

신호 연결 방식 3선식 

선형 정확도(@+25℃) 400~ 2000 PPM: ±40 ppm ±3% 지시치 

기타: ±50 PPM ±3% 지시치 

출력 교정(영점과 범위) 제조시 교정 

예열시간 ＜2분 

반응시간 (t90) GS43: 2분 / GS44: 6분 

추출시간  약 6초 

ADC기 설정 값  2000 PPM; on; 5000 PPM/ 10000 PPM: off 

환경 피측정 매체 비공격성 가스(HVAC 체계) 

동작 온도 0~ 50℃ 

동작습도 Tarps: 0~ 95RH%(비이슬점) 

부직포: 0~ 85RH%(비이슬점) 

보관 온도 -20~ +60℃ 

전기적 조건 공급 전원 12~ 36V & AC 24V±10% 

전류 DC: 37mA AC: 210mA 

기동전류 DC: ＞210mA AC: ＞220mA 

전기적 배선 M12(4P/5P) 금속성 연결구 

2개 배선 또는 단자부(배선 조임구) 

설치 조건 설치 실내: 벽부/ 덕트형: 플레임 

보호 보호 급수 GS43 : IP54 ；GS44 : IP64 

전기적 보호 ⊙극성 보호     ⊙과전압 보호      ⊙단락 보호 회로 

인증 인증 CE 

물리적 규격 외함  PC 방염급(PC-110) (UL94V-2) 

덕트형용 필터 POM 

배기천 
2000 PPM : 부직포 

5000 / 10000 PPM : Tarps 

무게 GS43: 126g / GS44: 15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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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방법 

항목 GS 43 - 1 1 1 2 0 - M 

설치 벽부 

덕트 

43 

44 

- 

- 
1 1 

입력 CO2 1 

출력 4~ 20 mA          

0~ 20 mA          

0~ 10 V              

0~5 V              

0~1 V  

RS-485 

1 

2 

6 

7 

8 

N 

전원 12~ 36 VDC 

24±10% VAC & 12~ 36 VDC 

1 

3 

CO2 범위 2000 PPM 

5000 PPM 

10000 PPM 

RS-485 

2 

5 

8 

N 

모드버스 아날로그 

RS-485 

RS-485 & 아날로그  

※ M형-M12(5P) 금속 연결구 

0 

1 

2 

별매 M12(4P 또는 5P) 

 ※ 금속 연결구(2m 배선부) 

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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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연결구 

M12×1.0 
PG9(15.10) 

M형(M12-4Pin 금속 연결구) 
RS-485 또는 선형 

M형(M12-5Pin 금속 연결구) 
RS-485 + 선형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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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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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RS-485 연결도 

선형 연결도 

[ GS43(실내용) ] 

M형(4P): RS-485 또는 선형 
M형(5P): RS485 + 선형 

M형(4P): RS-485 또는 선형 
M형(5P): RS485 + 선형 

[ GS44(덕트용) ] 

M형(4P) 

M12( 4P 또는 5P) 
금속 연결구 

RS-485 연결도 

전원  
공급기 

12~ 36 VDC 
또는  

24±10% VAC 

M형(4P) 

M12 연결구 

전원  
공급기 

12~ 36 VDC 
또는  

24±10% VAC 

M형(4P) 

주기 
(RS-485) 

M형(5P) 

M12 연결구 

전원  
공급기 

12~ 36 VDC 
또는  

24±10% VAC 

M12( 4P 또는 5P) 
금속 연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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