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준비하기

제품을 열고, 제품이 운송 중에 파손이 되진 않았는지 확인한다. 파손 시, 제품 구매 업체

에 연락한다. 

기기는 다음 부붐과 함께 제공되어진다.

• HI 1217D pH 전극

• 칼리 브레이션, 클리닝 용액 소량

• 9 V 배터리, 칼리브레이션 드라이버와 설명서

Note: 제품의 문제가 있어 교환 시, 제품을 원래 상태대로 포장해야한다. 

기능 설명

1) BNC 잭 커넥터 (pH/ORP 전극용)

2) LCD 화면

3) pH 키 ( pH 수치 표시)

4) mV 키 ( ORP 수치 표시, ORP 전극 연결 시,

    ORP 수치가 나타나며, pH 전극 연결 시, pH 

    수치와 동일한 mV 수치가 나타난다)

5) TEMP 키, 온도 수치가 나타나며, 온도 수치를

    선택한다.

6) OFFSET, pH 의 OFFSET 칼리브레이션

7) SLOPE, pH 의 SLOPE 칼리브레이션

8) CAl 키, pH 칼리브레이션 설정

9) ON/OFF, 기기의 전원관리.

10) HI 7669AW 온도 프로브용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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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설명

측정범위(*) 

0.00에서 14.00 pH 

±1999 mV  

0.0 에서 100.0℃/ 32.0-212.0℉

Resolution 

0.01 pH 

1 mV 

0.1℃

정확도 

(@20℃) 

±0.01 pH 

± 1 mV 

±0.4℃(프로브 오류 제외)

pH Calibration 매뉴얼, 2 point, trimmers 사용

Offset Calibration ± 1pH

Slope Calibration 80-110%

온도 보정 자동, 0-100℃(32-212℉)

전극 (포함됨)
HI 1230B

HI 7669AW 온도 프로브

배터리 유형 1*9V AA

배터리 수명 대략 550시간
자동꺼짐 8분동안 사용이 없을 때

환경 
0에서 50℃ 

RH 95%
규격 145×80×36mm(5.7×3.1×1.4")
무게 230g (8.1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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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준비

기기는 9V 배터리와 함께 제공된다. 기기 뒷면의 배터리 부분 판을 열고, 배터리를 삽입한

다.

측정하기 전, 전극의 보호캡을 항상 벗긴다. 만일 전극이 건조한 상태에 있었다면, HI 

70300 저장용액을 사용해 전극의 머리부분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넣어둔다.

pH 전극를 기기 위쪽에 있는 DIN 커넥터 부분에 연결한다. 기기를 ON 버튼을 눌러 켠다.

기기는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며, 잠시동안 표시가 화면에 표시된다. 

(왼쪽 그림 참조)

pH 측정하기

전극의 머리 부분을 (약 4cm) 정도 테스트 할 샘플에 담근다.

pH 모드를 선택한다. 살짝 흔들고, 수치가 안정될 때 까지 기다린다.

화면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보상된 pH 수치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정확한 pH 측정을 위해, 기기가 사용 전 pH 교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만약 다른 샘플으로 연속으로 작업을 해야 할 때에는, 전극을 

세척하여, 오염을 막는다. 세척 후, 측정 할 샘플로 세척을 한 번 더 한다.

ORP 측정하기

ORP 전극을 기기의 DIN 커넥터에 연결한다. "mV" (ORP) 모드를 키고

mV 키를 누른다. 측정 시, ORP 전극을 측정 샘플에 4cm 정도 넣고,

수치가 안정될 때 까지 기다린다.

온도 측정

기기를 ON 키를 눌러 켠다. TEMP키를 눌러 수치가 안정되게 한다.

온도 측정 모드에 있을 때, TEMP키를 누러 온도를 선택한다.

Note: 만일 구체적인 범위가 수치를 벗어날 때에는, 범위 제한 표시가

      깜빡인다. 

pH 교정하기 (pH Calibration)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기를 자주 교정작업한다. pH 재교정 작업은 다음과 같을 때 이루

어져야 한다.

1) pH 전극을 교체 할 때 마다

2) 적어도 한 달에 한번

3) 강한 화학물질을 측정 후

4) 높은 정확도를 필요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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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기

pH 7.01(HI 7007)과 pH 4.01(HI 7004)의 소량을 깨끗한 두 개의 비커에 넣는다. 정확한 

칼리브레이션 작업 위해, 두 개의 비커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 개는 전극 세척용으로, 다른 

하나는 칼리브레이션 용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버퍼용액의 오염을 방지한다.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산성이 포함된 샘플을 측정 할 때에는, pH 7.01(HI 7007)과 pH 

4.01(HI 7004) 버퍼를 사용한다. pH 7.01 (HI 7001) 과 pH 10.01 (HI 7010)은 알칼리 측

정시 사용한다. 

만일 NIST 표준용액으로 기기의 칼리브레이션 작업이 필요 할 때에는, pH 6.86 (HI 7006) 

과 pH 9.18(HI 7009) 을 사용한다. 

절차

• pH 전극을 연결한 후, 기기를 켠다.

• 전극의 보호 캡을 제거한 후, pH 7.01 용액으로 세척한 후, 전극을 pH 7.01 용액에 담

근다. 부드럽게 저어준 후, 열평형이 될 때 까지 기다린다.

Note: 전극을 용액에 담글 때에는 약 4cm 정도 까지 담근다.

• CAL 버튼을 누른다. 칼리브레이션 버퍼 용액은 자동으로 인식되어

  지며, Offset/Slope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관련 메뉴가 화면에 나타

  난다.

• TEMP 키를 눌러 버퍼용액의 온도 수치를 측정한다.

• pH 키를 눌러 pH 수치를 측정한다. 부드럽게 저어준 후, 기다린다.

• 7.01/6.86pH 를 은 앞 패널의 왼쪽 하단에 있는

  Offset Trimmer 로  화면에 적용된 온도의 pH 

  수치가 화면에 나타 날 때 까지 적용한다. 

• pH 를 누른다.

• 전극을 세척한 후, pH 4.01 혹은 pH 10.01 버퍼용액에 넣는다. ( 두 번째 칼리브레이션

  포인트) 부드럽게 저어준다.

• TEMP 버튼을 눌러, 버퍼온도를 측정한다.

• pH 버튼을 눌러 pH 수치를 확인한다.

• 몇 분 정도 기다린다. 앞 패널의 왼쪽 하단에 있는 Offset Trimmer 로  화면에 적용된 온  

  도의 pH 수치가 화면에 나타 날 때 까지 적용한다.

• CAl 버튼을 누르면, pH 칼리브레이션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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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표는 pH 버퍼 수치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표이다.

배터리 교체 

기기는 9V 알칼라인 배터리에 의해 작동되어진다. "BAT" 표시가

화면에서 깜빡이면, 배터리 잔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동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터리양이 너무 적어 측정이 어려울 때에는, 기기를 끈고, 배터리를 바로 교체한다. 

배터리 교체는 반드시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9V 알칼라인 배터리를 사용한다.

기기 뒷면의 세 개의 나사를 풀어, 배터리 판을 제거한 후, 배터리를 넣는다. 배터리를 넣

을 때에는, 양극이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뒷면을 다시 조립 할 때, 분리된 부분을

꼭 맞게 끼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