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GARO

TGS4161   TGS4161   TGS4161   TGS4161   고체전해질형고체전해질형고체전해질형고체전해질형 COCOCOCO2 2 2 2 센서센서센서센서

특징특징특징특징 ::::

・높은 선택성

・Compact Size

・저소비전력

・장기안정성

TGS4161은 소형・저소비전력 Type의 고체전해질형 CO2 센서입니다. 
양면에 1쌍의 전극을 갖고 있는 고체전해질 센서소자는 인쇄기술로
형성된 산화ruthenium(RU02) Heater를 뒷면의 alumina 기판 위에
탑재되어 있어 그 2개의 전극간에 발생하는 기전력변화를 모니터
(참조 : 기본측정회로)하는 것으로 분위기의 CO2농도변화의 검지가
가능합니다. 센서에는 분위기의 방해가스(Noise Gas)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zeolite filter를 채운 센서 Cap을 씌웠습니다. 발생하는
기전력(EMF)은 CO2 농도의 대수(對數)와 상당히 양호한 직선성을
보입니다. 방해가스의 영향도 거의 없이 CO2 만의 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센서 특성은 장기에 걸쳐 안정되어 있고 고습화 등의
내구실험에 있어서도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림 1은 TGS4161의 가스감도특성을 나타냅니다.
Y축은 아래에 나타낸 기전력변화 ΔEMF를, X축은 각
가스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ΔEMF = EMF1 – EMF2

여기에서 EMF1 : 350ppm CO2 중에서의 EMF

EMF2 : 검출가스중에서의 EMF

CO2 의 증대와(대수) 함께 ΔEMF는 증대하며, 상당히
양호한 직선성을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산화탄소(CO), 수소(H2), Ethanol(EtOH) 가스에
대해서는 농도가 증대하여도 ΔEMF의 값은 작고
거의 감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림 1 가스감도특성 :

응용응용응용응용 ::::

・공기질(환기) 제어

・발효 Process 제어

・배양장치의 제어

그림 2는 분위기온도 20℃에 있어서의
습도의존성을 표시했습니다. 분위기의 습도가
변화하여도 EMF,ΔEMF 모두 거의 변화 없이
습도의존성은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습도의존성 (분위기온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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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정회로기본측정회로기본측정회로기본측정회로 :

TGS4161은 센서소자를 최적작동온도로 맞추도록 Heater 전압(VH)을 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서의 기전력은 높은 Impedance (100GΩ)으로 낮은
Bias(1㎀ 이하)의 Operational Amplifier를 사용하여 측정해 주십시오. (권장
OP : Texas Instruments제 Model #TLC271)

고체전해질형센서는 일종의 전지이기 때문에 기전력의 절대치는 이 기본회로를
이용하여도 약간 저하될 수 있으나, 분위기의 CO2 농도가 변화했을 때의
기전력의 변화량(ΔEMF)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CO2 농도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ΔEMF를 이용하여 CO2 농도를 산출(상대값 검지) 하도록
MICOM 등을 사용하고, 또 분위기의 온도정보에서 보정하도록 권합니다. 
당사에서는 ΔEMF를 이용하여 상대치검출이 가능토록한 MICOM을 탑재한
평가용 Module AM-4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90s (typ.)응답시간(90%응답)

20 ± 2℃, 65 ± 5%RH 청정대기중시험분위기 (시험환경)표준시험조건

VH = 5.0 ± 0.05V (DC)회로조건 〈 주 〉

-10~50℃, 5~95%RH사용온습도범위

정도(精度)

44~72㎷

EMF(CO2;350ppm) - EMF(CO2;3500ppm)
ΔEMF감도

220~490㎷ (CO2;350ppm)EMF기전력

5.0 ± 0.2V (DC)VHHeater 전압

250㎽ (typ.)PHHeater 소비전력

50㎃ (typ.)IHHeater 전류

70 ± 7Ω (실온)RHHeater 저항전기적 특성

(표준시험조건)

2일

-20~60℃, 5~95%RH(결로없이)

* Silikagel이 들어간 알미늄 포장재 권장

± 20% (CO2;1000ppm)

350~8000ppn

이산화탄소 (CO2)

고체전해질

TGS4161

시험전 예비통전기간

보관온습도범위

센서특성

측정농도검지범위(권장)

대상가스

소자TYPE

형식번호

사양사양사양사양 구조구조구조구조 및및및및 치수치수치수치수

센소소자구조센소소자구조센소소자구조센소소자구조 : : : : 

본사양서는 성능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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