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점검

제품 포장을 벗긴 후, 운송 중 손상이 발생했는지 점

검하고 손상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판매자에게 

바로 연락한다. 

패키지 안의 모든 제품은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 보관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패키

지 전체 구성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 기기는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 보관/보호 캡

- 토양 잔여물 세척용액 (1개)

- 유기 토양 잔여물 세척용액(1개)

- 전극 보관 용액(13mL/1병)

- 전극 채움 용액

- pH 버퍼 용액 (pH 4.01 2개/pH 7.01 2개)

- 제품 성적서

제품사양

제품 외관

프로브

: 분리 가능한 PVDF 레퍼런스 슬리브

PVDF는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포함한 용매에 저항을 가지는 견고한 플라스틱이다. 

높은 마모 저항, 기기 강도와 자외선에 저항을 가진

다. PVDF는 균류 성장에도 저항을 가진다.



: 오픈 레퍼런스 정션을 가진 분리가능한 슬리브 

분산된 고형물들이 세라믹 레퍼런스 정션 구멍을 

막을 수 있다. 오픈 정션 설계로 변함없는 정션 퍼텐

셜을 제공하며, 샘플과 내부 Ag/AgCl 레퍼런스 사이

에 막힘을 최소화한다. 정션 안에 토양이 들어갔을 

때, 쉽게 세척 가능하며 새로운 중간 전해질 용액으

로 채울 수 있다. 

기기 준비

  전극은 보호캡 안에 전극 보관용액이 들어있는 상

태로 배송된다. 기기를 사용하기 전, 전극 보호캡을 

벗기고 프로브 정션 내 전해질 용액이 마르지 않았

는지 확인한다. 필요 시 중간 전해질 용액을 교체한

다. 

또는 프로브 끝을 물로 헹구고, pH 7.01 버퍼 용액에 

전극(전극 끝 약 4cm가량)을 담가둔다. 사용 전에 전

극을 보정한다. 

� 전극 보호캡 주변에 결정이 보여도 놀라지 않는

다. 이는 pH 전극에 일반적인 현상이다. 프로브 

끝을 사용 전에 물로 헹군다. 

� 전원 버튼을 눌러서 기기를 켠다. 

� 전극 보호캡을 벗긴다. 유리 부분이 긁히지 않게 

주의한다. 흙에 구멍을 파기 전에 프로브를 사용

하지 않는다. 반드시 흙에 구멍을 판 후, 물로 충

분히 적신 후 프로브를 넣는다. 프로브를 구멍에 

넣은 후 측정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절대 최대 측정 높이 이상으로 전극을 넣지 않는다.

�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기기를 보정한

다. 

� 사용 후 전극을 물로 헹군 후 전극 보호캡에 전

극 보관용액을 몇방울 넣어서 보관하다.

� 기기 사용 후 전극 보호캡을 씌워서 보관한다.

전극 보관 시 절대로 증류수에 보관하지 않는다. 

제품 작동

ON/OFF 버튼을 눌러서 기기 전원을 켠다. 시작하면

서 LCD 화면에 있는 모든 표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후 기기는 측정 모드로 들어간다. : 현재 측정과 보

정된 버퍼가 표시된다. 

기기 보정

  측정 모드에서 화면에 CAL이 나타날 때까지 

ON/OFF 버튼을 길게 누른다. 

화면에 “7.01”이 깜박이면, pH 4.01 또는 7.01 버퍼 

용액에 프로브 끝을 넣는다. 

과정 A : pH 7.01 버퍼를 사용하여 1 또는 2-포인트 

보정을 진행하려면 과정 A를 따른다. 

과정 B : pH 4.01 버퍼를 사용하여 1-포인트 보정을 

진행하려면 과정 B를 따른다. 

과정 A

: pH 7.01 버퍼를 사용한 1 또는 2 포인트 보정 

pH 7.01 버퍼 용액을 첫 번째 

포인트 보정 버퍼로 사용할 경

우, 버퍼가 인식되면 안정성 표

시가 깜박일 것이다. 측정이 안

정되면, 안정성 표시가 사라지

고 pH 7.01이 보정된 것이다. 



- pH 7.01로 1-포인트 보정을 진행한다면 여기서 보

정 과정을 끝낸다. 

- pH 4.01로 2번째 포인트 보정을 진행한다

과정 A : 1-포인트 보정

화면에 pH 4.01이 깜박일 것이다. 

화면을 무시하고 On/Off 버튼을 누

른다. 

보정이 저장되면 “Sto”가 화면에 나

타날 것이다. 

기기는 측정 모드로 돌아가고 보정 

표시가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과정 A : 2-포인트 보정

pH 4.01으로 두 번째 포인트 보정

을 진행한다. 측정값은 자동으로 인

식되며, 화면에 안정성 표시가 깜박

일 것이다. 

측정이 안정되면 안정성 표시가 사

라질 것이다. 보정이 저장되면 “Sto”

가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기기는 측정 모드로 돌아가고 보정 

표시가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과정 B

:  pH 4.01 버퍼를 사용한 1-포인트 보정

pH 4.01 버퍼 용액에 전극 끝부분

을 담근다. 측정값은 자동으로 인식

되며, 화면에 안정성 표시가 깜박일 

것이다. 측정이 안정되면 안정성 표

시가 사라질 것이다. 

보정이 저장되면 “Sto”가 화면에 나

타날 것이다. 

기기는 측정 모드로 돌아가고 보정 

표시가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토양 직접 측정 과정

1) 기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고 pH 프로브가 보정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표토 5cm 정도를 제거한다. 

3) 토양에 약 20cm 또는 그 이상 깊이의 구멍을 판

다. (HI 721319 토양 드릴 사용을 추천)

4) 만약 토양이 마른 상태라면, 소량의 수돗물을 부

어 적신다. 

5) 전극을 수돗물에 헹군다.

  (증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6) 전극이 토양에 적절하게 닿도록 밀어 넣는다. 

7) 측정을 관찰한다. 

8) 전극을 수돗물로 헹구고(증류수를 사용하지 않는

다.), 남은 토양 잔여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제거한

다. 천으로 닦는 것을 피한다. 

9) 위 과정을 측정 토양 몇 군데에서 반복한다. 

10) 측정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구한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토양 준비 용액 HI 7051과 

측정 토양 샘플로 토양 침출액을 만들어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돌이 많은 토양을 측정할 때 전극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과정을 따르는 것을 추천한

다. 

기기 관리 및 점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다음을 따른다. 

� 각 보정마다 새로운 버퍼를 사용하여 보정한다. 

보정은 사용하는 버퍼에 따라서 좌우된다. pH 버

퍼 용액을 개봉하면 그 이후 용액 값은 변하기 

시작한다.

� 프로브를 버퍼 또는 측정할 샘플을 바꿀 때마다 

정수된 물로 헹군다. 이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보호캡에 전극 보관용

액 몇 방울을 넣어서 마르지 않게 보관한다. 만약 

보관용액이 없는 경우, pH 7.01 또는 4.01 용액으

로 대체 가능하다. 

�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 2-포인트 보정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 보정과 샘플을 측정할 때, 온도 보상이 없도록 같

은 온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정 용액

과 측정할 샘플 사이의 심한 온도 변화는 부정확

한 측정이 진행될 수 있다. 

전극 채우기

� 전극 오염 시, 전극 슬리브를 제거한 후 슬리브 

부분과 전극 끝을 정수된 물로 헹군다. 

� 프로브를 거꾸로 들고, 슬리브 부분을 조심히 돌

려서 잡아당겨 기기에서 분리한다. 내부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전해질 겔이 남아 있

지 않도록 헹군다. 

� 센서 끝부분을 세척 용액에 약 20분 동안 담가두

고, 정수된 물로 헹군다. 

� 레퍼런스 부분에 HI 9071 전해질 겔로 채운다.

� 슬리브 부분을 다시 설치한다. 슬

리브를 전극에 다시 끼워 넣는다. 

이때 검정색 o-링이 전극 내부에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전극 끝 정션을 통해서 남는 전해

질 겔이 나올 것이다.

� 나온 전해질은 정수된 물로 헹구고 부드러운 천 

또는 티슈로 가볍게 두드려 흡수한다. 

� 조립한 프로브는 전극 보관 용액에 최소 30분 이

상 담가둔다. 

� 프로브를 정수된 물로 헹군다. 

� 전극을 수은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아래로 흔들어 전극 구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 방울을 

제거한다. 

� 새로운 버퍼를 사용하여 측정 전에 기기를 보정

한다. 



자동 꺼짐 기능

측정 모드에서 On/Off 버튼을 꾹 

누른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기기

는 ”OFF“,”CAL“ 메시지를 나타낸 

후 현재 자동 꺼짐 설정으로 들어

갈 것이다. 초기 설정은 8분(”d08“)

이다. On/Off 버튼을 눌러서 원하

는 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d60“ : 60분후 자동 꺼짐 

“d--” : 사용하지 않음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메뉴로 나갈 수 있

다. 

보정 지우기

보정 모드에 들어간다. On/Off 버

튼을 “CLr”이 화면에 나타날 때까

지 누르고 있는다. 

메시지가 나타난 후 기기 초기 보

정상태로 돌아간다. 

“Err” 메시지

보정 모드에서 기기가 “Err” 메시

지를 나타내면 정확한 버퍼 용액

을 사용하였는지, 전극이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극은 약 20분 동안 세척용

액에 담근다. 그 후 정수된 물로 

헹구고 최소 30분 이상 전극 보관용액에 담근 후 보

정을 다시 진행한다. 

배터리 표시

기기는 배터리 잔량이 낮은 상태에

서 지시자를 제공한다. 배터리가 

낮을 때, 화면에 깜박이는 표시가 

나타날 것이다. 배터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rb” 메시지

가 화면에 나타난 후 기기 전원은 

꺼질 것이다. 

배터리 교체

CR2032 리튬 이온 건전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기기 

뒷면에 있는 배터리 커버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린다. 

배터리 커버를 제거한 후 극성(+,-)에 주의하여 배터

리를 넣는다. 

참고) 배터리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동종의 배

터리를 사용하며, 안전한 장소에서 교체한다. 사용한 

배터리는 지역 규제에 따라서 배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