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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 내용 

 

부속품 리스트 

 
 
 
 
 
 
 
 
 
 
 
 
 
 
 
 
 
 
 
 
 
 
 
 
 
 
 
 
 
 
 
 
 
 
 
 
 
 
 
 
 
 
 
 

 

 

 

 

 

 

 

 

분류 명칭 형명 수량 외관 

본체 휴 용ph HM-30P 1 

 

 

부품  

P시리즈용 pH복합 전극*1  

 

GST-2739C 1 

 

표준액   

pH6. 86 100 mL  

pH4. 01 100 mL 

－ 各1 

 

비교 전극 내부액 50 mL 

(3.3 mol/L KCl 용액) 

－ 1 

 

폴리 비커(50 mL) － 3 

 

핸드 스트랩단  0TZ00006 1 

3형 전지(샘플 제공품)  *2 － 2 
 

설명서 － 1 

 

〔비고〕  *1：  본체만 구입의 경우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 2：  본 전지는, 샘플 제공품입니다. 전지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판의 단 3 형 알칼리 건전지, 또는 단 3 형 충전식

니켈수소전지를 구입 후, 교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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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부 명칭 ∙ 기능 

(1) 본체와 조작 패널 
 

 

 

 

 

 

 

 

 

 

 

 

 

 

 

 

 

본체 명칭 

 

조작 패널의 키 종류와 기능 

키의 종류(본문 중의 표기) 기능 

전원스위치( ) · 2초 이상 누르면, 전원의 온 오프(ON/OFF)를 실시한다.  

· 2초 미만으로 누르면, 어느 화면에 있어도, 직접, 

   [측정 화면]으로 돌아온다. 

전극키( ) · 2초 이상 누르면, pH교정의 개시/중지를 실시한다. 

매뉴키( ) [메뉴 화면](으)로 전환한다. 

업다운키 

( ､ ) 

· 수치 변경(증감), 기능 선택을 바꾼다. 

엔터홀드 

( ) 

· 수치 결정, 오토 홀드 기능을 실행한다.  

· 1개처의 화면에 바꾼다. 

클리어 ( ) · 교정치의 삭제 등을 실시한다.  

· 1개 앞에 화면에 돌아온다. 

(続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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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続き) 

키의 종류(본문중의 표기) 기능 

데이터 인/왼쪽 커서 키 

( ) 

· 측정치를 보존한다.  

·[메뉴화면],〔MODE〕,〔ATC/MTC〕,〔No.〕,〔INT.〕,〔CLOCK〕

및〔etc.〕의 각 마크를 선택한다. 

데이터 아웃/오른쪽 커서 키 

( ) 

· 보존한 측정치를 표시한다.  

 [메뉴화면],〔MODE〕,〔ATC/MTC〕,〔No.〕,〔INT.〕,〔CLOCK〕

및〔etc.〕의 각 마크를 선택한다. 

 

 

(2) 표시부 

①
②

⑦

⑩

⑪

⑫
⑭

⑬

⑨

⑧

⑥

④③

⑮ ⑰ ⑱ ⑲ ⑳

⑯

⑤

 

표시부 

표시부의 명칭과 기능 

번호 
명칭 

(本文中の表記) 
기능 

① 데이터 넘버 표시부 ·  데이터 넘버를 표시. 

② 전지마크 

( ) 

전지의 잔량을 표시(4 단계 표시). 

③ 메모 

( ) 

메모리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을 때에 점등. 

④ 동작표시 

( ) 

동작 상태를 표시. 

⑤ ORP환산 ·  ORP 측정시에 mV 시프트 기능의 환산 모드를

표시한다(「SHIFT」/「Eh」/통상(소등)) . 

⑥ 주표시부 pH 또는 ORP 측정치를 표시. 

⑦ 전극 ·  전극 접속시에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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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H교정 관리 기한이 되면 점멸.  

·  교정 스타트 후, 안정 판별 및 교정 실행중에

점멸해, 교정 종료시에 점등. 

⑧ M 

( M ) 

·  pH 복합 전극“캐르·메모”(GST-2729 C 형)를

조합했을 경우에 점등. 

⑨ 표준액보틀 마크 ·  pH교정되고 있는 표준액마크가 점등. 

⑩ 에러 

( ERROR ) 

에러 발생시에 점멸. 

⑪ 홀드 

( HOLD ) 

·  측정치가 홀드 되고 있는 경우(홀드 기 상태)에

점등.  

·  오토 홀드 실행중에 점멸. 

⑫ 온도 보상 마크 

(
ATC
MTC ) 

·  온도 보상 방법을 표시(ATC/MTC).  

(「ATC」： 자동 온도 보상, 「MTC」： 수동 온도 보상) 

⑬ 온도표시부 ·  온도 측정치를 표시.  

·  온도 교정의 실행 후는 언더라인을 표시. 

⑭ 일시표시부 ·  현재의 일시를 표시(달/일시： 분 ). 

⑮ ATC/MTC 

( ATC/MTC ) 

·  온도 보상 방법(「ATC」, 「MTC」)의 설정시에 점등.

⑯ MODE 

( MODE ) 

·  pH모드와 ORP 모드를 바꿀 때 점등. 

⑰ No. 

( No. ) 

·  데이터 넘버를 설정하는 경우에 점등. 

⑱ INT. 

( INT. ) 

·  인터벌 기능/시간 설정시, 인터벌 실행시에 점등.  

·  인터벌 기 상태 때에 점멸. 

□ CLOCK 

( CLOCK ) 

·  시계 맞댐 설정시에 점등. 

□ etc. 

( etc. ) 

·  오토 파워 오프 해제등의 각 설정시에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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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 전극 

 

①

②

③

④

⑤

⑥

⑦

 

pH전극 

 

pH 전극의 명칭과 내용 

번호 명칭 내용 

① 내부액 보충구  · 내부액 3.3 mol/L 염화 칼륨 용액을 넣을 때 사용. 

② 유리막 · pH 감응부  

③ 액락부  · 측정 용액과 비교 전극의 접점. 

④ 온도 센서 · 온도 검지부 

⑤ 보호 커버 · 전극 사용 시 뜻하지 않은 사고로부터 유리막을 보호한다.  

(출하 시는 전극에 장착되며 통상은 그 로 사용해 주세요.) 

⑥ 보호 캡 전극 · 전극을 보관할 때에 유리막을 보호한다. 

⑦ 플러그 · 계기 본체에 전극을 접속하기 위한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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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 조작 

5.1  조작 화면 맵 
 

電源オン(ON)

[測定画面]

（2秒以上押す）

「測定状態」
[オートホールド実行画面]

[pH校正実行画面]

「ホールド

待機状態」

POWER

ENTER/HOLD

CLEAR

ENTER/HOLD

(データは必ず保存。)

（自動切り替え）

CLEAR （中止）

（2秒以上押す）

（中止） （pH校正終了時）

◎いずれの画面でも              を押せば(2秒未満)、直接、［測定画面］に戻る。POWER

(ｐH 点灯）

(　　　　　    点灯）HOLD

pHモード

ORPモード

CLOCK

[メニュー画面]

[メモリーデータ表示画面]

[インターバル実行画面]

[メモリー上書きオンオフ設定画面]

DATA OUT/→

←/DATA IN

CLEAR

CLEAR

＊［インターバル設定画面］を有効に設定

　すると、「インターバル待機状態」になる。

　無効(ｏFF)にすると、「測定状態」に戻る。　

ENTER/HOLD

DATA OUT/→

（点滅）

（点滅）

（点滅）

（点滅）

MENU

ENTER/HOLD

（点滅）

CLEAR

ENTER/HOLD

ENTER/HOLD

CLEAR

CLEAR
ENTER/HOLD

CLEAR
ENTER/HOLD

CLEAR
ENTER/HOLD

[データナンバー設定画面]

[日時設定画面]

[温度補償設定画面]

[インターバル設定画面] *

ENTER/HOLD

ENTER/HOLD

ENTER/HOLD

ENTER/HOLD

MENU

MENU CLEARまたは

MENU CLEARまたは

MENU CLEARまたは

[ブザーオンオフ設定画面]

[pH標準液種類設定画面][温度校正画面][校正履歴表示画面]

CLEAR

ENTER/HOLD

[pH校正間隔管理設定画面]

CLEAR

ENTER/HOLD

[オートパワーオフ設定画面]

MENU CLEARまたは

◎この5画面からは、

   を押すと、直接、測定画面へ戻る。

ENTER/HOLD

（中止）

<有効>

<無効>

インターバル

待機状態 *

No.

INT.

ATC/MTCetc.

(　　　　　 点滅）INT.

[手動によるメモリー実行画面]

ENTER/HOLD

CLEAR

[メモリーデータ出力

 /削除画面]

データ連続出力処理

[モード設定画面]MODE

（点滅） ENTER/HOLD

MENU CLEARまたは

［Eh換算モード画面］
[通常モード

 画面]

［ゼロシフト実行

  画面]

(mV  点灯）

(　　　　　 消灯）INT.

（2秒以上押す）

［ゼロシフトモード画面]

◎この7画面からは、

            を押すと、直接、

   [メニュー画面]へ戻る。

MENU

 

조작 화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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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전원 넣기 
  를 2초 이상(픽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 주세요. 

・  계기의 전원이 온(ON)이 되어,[측정 화면]이 표시되어「측정 상태」 ( INT.  소등)이  

됩니다. 

 

(pHモ ード のと き ) (ORPモ ード のと き )  

전원 온 화면(예) 

 

5.3  시간 맞춤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현재의 일시를 설정해 주세요. 

시간 맞춤 순서 

 

조작 화면 

① [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 [측정 

화면]에서 메뉴를 누른다.  
 

月日

西暦

時分

( 24H制)

[日時設定画面]  

② clock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clock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data out data in를 몇차례 누르고, 

clock를 점멸시킨다. 

③ [일시 설정 화면]…엔터홀드 를 누른다.  

④ 일시를 설정…·data out data in을 누르고, 점멸 개소를

이동한다. 

・  누르고 점멸 수치를 변경한다. 

・ ·  설정 범위： 서기…2009~2050  

연월일…1월 1일~12월 31  

일시각…00:00~23:59 

⑤ 확정…설정치를 확인 후, 엔터를 누른다.  

확정 후, [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 메뉴 또는 클리어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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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pH 교정 
 

(1) 교정의 실행(2점 교정) 
 측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정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표준 부속품의 pH6. 86 으로 

pH4. 01의 조제 표준액을 사용한 2점 교정의 조작을 설명합니다. 
 

【重要】・  2점 교정의 경우, pH6. 86 표준액과 그 외의 표준액(pH1. 68, pH4. 01, pH9. 

18)의 2 점으로 가 주세요. 덧붙여 pH6. 86 표준액의 교정은, 반드시 실행해

주세요. 
 

 통상의 교정에서는, 온도 보상 방법을「ATC」(자동 온도 보상)로 설정해 주세요.  「6.5 

수동 온도 보상의 설정」 
 

① 표준액을 비커에 준비한다 …… 부속품의 pH6. 86 표준액과 pH4. 01 표준액을 

다른 비커에 넣어 주세요. 

・  표준액은, pH전극이 충분히 잠기는 양을 비커에 넣어 주세요. 

 

 

pH6.86표준액 pH4.01표준액 

② 전극 첨단을 세정한다 …… 전극의 첨단을 순수한 물로 세정해, 화장지등으로  

가볍게 닦아내 주세요. 

 

전극선단 세정한다 

③  전극을 일점눈의 표준액에 담근다 …… 전극을 pH6. 86 표준액의 비커에  

           담그고, 2, 3도, 움직여 주세요.  

· 이 때, 전극의 보호 커버가 충분히 표준액에 잠기도록 해 주세요.  

   또, 전극의 내부액보충구의 고무마개는, 반드시 열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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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電極

保護カ バー

pH6.86標準液

ゴム栓(開ける )

内部液補充口

 

전극을 pH6. 86 표준액에 담근다 내부액보충구의 고무마개를 연다 

 

④ 교정 데이터를 소거한다 …… 교정전에, 최신의 교정 데이터를 소거해  

주세요. 

・  pH 모드(pH 점등)로 설정해 주세요(「6.1 모드 변환의 설정」). 

・ 「측정 상태」(int 소등)의 [측정 화면]에서, 를 2초 이상(픽소리가 2회 날 

 때까지) 눌러 주세요. ［pH교정 실행 화면］가 됩니다. 

・  점멸중에, clear를 눌러 주세요.  

최신의 교정 데이터가 삭제되어［측정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비고 〕·  개봉 후,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 조작은 필요 없습니다.  

·   점등이 되면, 교정 데이터의 소거는 할 수 없습니다. 재차,［측정

화면］에 돌아와서, 조작을 다시 해 주세요. 

 
 

⑤ 일점 교정 실행……재차,［측정 화면］에서 를 2초 이상 눌러 주세요.  

［pH교정 실행 화면］(이)가 됩니다.  

·   점멸해, 교정이 개시됩니다.  

   교정이 종료하면, 이 점등이 되어,〔7〕이 점등합니다. 

 

[pH교정실행화면] [pH교정완료화면] 

⑥ 2번째의 교정 실행……pH4. 01 표준액을 사용하고, 똑같이「②,③,⑤」의  

조작을 반복해, 2번째의 교정을 해 주세요. 
 

【重要】・  교정중은 계기 본체를 안정된 장소에서 손으로 잘잡아 움직이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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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요.  

만약, 교정중에 계기 본체를 흔들거나 하면, 교정 에러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2) 교정의 실행(일점 교정, 3점 교정) 
 일점 교정 또는 3점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도, 조작 방법은,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이하의 점에 주의해 실시해 주세요. 

(a) 일점 교정은, 어려운 측정에 좋은 경우 적절 합니다.  

    pH6. 86 표준액만으로 교정을 해 주세요.  

(b) 3점 교정은, 광범위의 pH측정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경우에 적절하고 있습니다.  

    pH6. 86 표준액과 그 외의 표준액(pH1. 68, pH4. 01, pH9. 18, pH12. 45 표준액)의  

    2 종류를 사용하고 교정을 해 주세요. 

(3) 교정 중지  
교정중에 교정을 중지하고 싶은 경우는,［pH교정 실행 화면］에서 가 점멸중에,  

재차, 를 눌러 주세요. ［측정 화면］에 돌아옵니다. 

(4) 교정 데이터의 소거 
 최신의 교정 데이터를 소거하고 싶은 경우는, 「5.4(1)  교정의 실행(2점 교정)」의  

「④교정 데이터를 소거」을 참조해 주세요. 

 

(5) 최신의 교정 데이터 표시 
① ［메뉴화면］……「측정상태」( 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를  

눌러 주세요. 

② ［교정 이력 표시 화면］으로 한다……  (을)를 눌러 

etc. (점멸)를 선택해, 를 눌러 주세요. 

・  ［교정 이력 표시 화면］하지만 표시되어 최신의 교정 일시가 표시됩니다. 

(최신의 교정 데이터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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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正年(西暦4桁)

校正月日

校正時刻

No. 0 ：最新の校正データ

No. 1､2 ：“キャ ル ･メ モ ”セン サー使

  用時にはデータ 表示可。

校正履歴ナン バー

 

[교정 이력 표시 화면] 

③ 최신의 교정 데이터를  확인한다 ……  또는 을  

누를 때 마다, 「교정 일시」→「표준액 전위 1」→「표준액 전위 

2」→「슬로프 1(%)」이 표시됩니다. 

· 기전력, 슬로프 표시치가 어느 표준액의 것인가는, 표시부의 표준액보틀 마크가  

   점멸하는 것에 의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7 표준액에의 기전력 표시 화면] (례) [pH4, 7 표준액간의 슬로프 표시 화면]  (례) 

 

④ [측정 화면]에 되돌린다 ……  (을)를 눌러 주세요.(2초 미만) 

   「측정 상태」( INT. 소등)의[측정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비고〕
키를 눌러[메뉴 화면]에 돌아온 후, 키를 눌러, 

[측정 화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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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pH 측정 
 통상의 측정에서는, 온도 보상을「ATC」(자동 온도 보상)로 설정해 주세요.   

「6.5 수동 온도 보상의 설정」 

(1) 비커 워크의 측정 
① 전극 첨단을 세정한다. …… 전극의 첨단을 순수한 물로 세정해,  

   화장지 등으로 가볍게 닦아내 주세요. 

 

전극 첨단을 세정함 

 

② 전극을 시료에 담근다. …… 비커에 시료를 넣은 후, 전극을 담그고, 2, 3도, 

   움직여 주세요. 

・  이 때, 전극의 보호 커버가 충분히 시료에 잠기도록 해 주세요.  

  또, 전극의 내부액 보충구의 고무마개는, 반드시 열어 주세요. 

 

pH電極

保護カ バー

ゴム栓(開ける )

内部液補充口

試料  

전극을 시료에 담근다 내부액보충구의 고무마개를 연다 

 

③ 측정치를 확인한다. …… pH 모드(pH점등)로 설정해 주세요. 

(「6.1 모드 변환의 설정」). 

・ 「측정 상태」( INT. 소등)로의［측정 화면］에서 표시치가 안정되면, 그 표시를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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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要】・  측정중은 계기 본체를 안정된 장소에 두는지, 손으로 확실히 잡아 , 

움직이지 말아 주세요.  

만약, 측정 중에 계기 본체를 흔들거나 하면, 측정치가 불안정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2) 침지 측정 

 방수 전극의 경우는, 직접, 측정 포인트에 침지시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락 ● 측정 포인트로 작업할 때는, 안전 등의 전락 방지 처치를 해

주세요.  또, 부상 방지를 위해서, 헬멧, 구명조끼, 안전화  

  등을 착용해 주세요. 
 

 혼입 ● 측정조에 계기 본체등을 떨어뜨리지 말아 주세요.  

   고장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① 전극 첨단을 세정한다. …… 전극의 첨단을 순수한 물로 세정해,  

   화장지 등으로 가볍게 닦아내 주세요. 

 

 

 

 

 

 

 

 

 

 

전극 첨단 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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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극을 시료에 담근다. …… 전극의 내부액보충구의 고무마개를 닫은 후, 

측정 포인트의 시료에 침지해 주세요. 
 

【重要】·  침지 측정의 경우는, 전극의 내부액보충구의 고무마개를 반드시 닫고

나서, 측정을 실시해 주세요.  

·  측정중은 계기 본체를 안정된 장소에두고 손으로 확실히 잡고, 

움직이지 말아 주세요. 만약, 측정중에 계기 본체를 흔들거나 하면, 

측정치가 불안정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ゴム栓(閉める )

内部液補充口

 

내부액 보충구의 고무마개를 닫는다 

③ 측정치를 확인한다. …… pH 모드(pH점등)로 설정해 주세요. 

(「6.1 모드 변환의 설정」). 

・  「측정 상태」( 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표시치가 안정되면, 그 표시를  

   읽어 주세요. 

④ 세정한다. …… 전극 및 케이블 등 침지한 부분을 순수한 물로 자주(잘)  

세정해, 팃슈 페이퍼-등으로 가볍게 닦아내 주세요. 

 

 

5.6  측정 완료 
① 전원 오프로 한다. …… 파워를 2초 이상(픽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 주세요.  

   계기의 전원이 오프(OFF)가 됩니다.  

② 전극 첨단을 세정한다. …… 전극의 첨단을 순수한 물로  

   세정해, 화장지 등으로 가볍게 닦아내 주세요. 
 

 

 

 

 

 

 

 

                                                         전극 첨단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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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간의 전극 보관 
 단기간의 측정 정지에서는, 이하와 같다, pH전극 또는 ORP 전극을 비커에 넣어 일시 

 보관해 주세요. 

(a) pH전극에서는, 통상의 경우, 비커에 이온 교환물 또는 증류수 등의 순수한 물을 넣고  

    전극을 담그어 주세요.  

    이 경우는, 전극의 내부액보충구의 고무마개를 연 채로 해 주세요.  

(b) pH 전극에서는, 기준으로서 0.05 pH 이하의 재현성을 필요로 하는 정밀 측정에  

    사용하시는 경우는, 비커에 3.3 mol/L염화 칼륨 용액을 넣고 전극을 담그어 주세요.  

    이 경우는, 전극의 내부액보충구의 고무마개를 반드시 닫아 주세요.  

(c) ORP 전극에서는, 통상의 경우도, 「(b)」방법으로 일시 보관해 주세요. 

pH電極

純水または

イ オ ン 交換水

保護カ バー

ゴム栓

(開ける )
3.3mol/L KCl溶液

保護カ バー

pH電極または

ORP電極

内部液

補充口

ゴム栓

(閉める )

内部液

補充口

 

pH전극의 통상의 전극 보관 pH 전극의 정밀 측정시 및 ORP 전극의 전극 

보관 

 

(2) 장기간의 전극 보관 
 장기간(기준으로서 일주일간 이상)의 측정 정지에서는, 계기 본체로부터 전극 플러그를  

똑바로 빼낸 후, 전극에 첨부된「취급 설명서」을 참조하고, 전극을 보관해 주세요. 
 

【重要】전극 플러그를 탈착할 경우에 플러그 본체를 돌리거나 좌우로 움직이면,  

단자 및 코넥터부를 파손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바로 탈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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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러가지 기능과 사용법 

6.1  모드 변환의 설정 
 측정 상에 의해서, pH 모드와 ORP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모드 변환의 설정 순서 

조작 화면예 
 
① [메뉴화면]…「측정상태」( 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를 누른다.  

 

② MODE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MODE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을 몇차례 누르고, 

MODE 를 점멸시킨다. 

 

 

  

③ [모드 설정 화면]…  (을)를

누른다.  
 

 

 

④ 모드를 선택…  를 누르고, pH 와 mV 의 표시

마크의 점멸을 바꾼다.  

·  설정 범위： pH…pH 모드(공장 출하치： pH) 

mV…ORP 모드 
 

⑤ 원래로 되돌린다…바꾸고 싶은 모드의 표시 마크가

점멸하고 있는 것을 확인 후,  를

누른다. 확정 후, 원래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화면]에 되돌릴 때는, 

또는 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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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오토 홀드 기능 
(a)  오토 홀드 기능에서는, 측정이 안정된 것을 자동적으로 판단하고, 측정치를 

홀드 해, 「홀드 기 상태」로 바뀝니다. 덧붙여 이 때, 측정치는 자동적으로 

보존됩니다.  

(b)  측정 상의 시료에 따라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오토 홀드에 의한 메모리 실행 
  오토 홀드 기능에 의해서 pH 측정 또는 ORP 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안정 판단 후, 

자동적으로 측정치가 보존됩니다. 

오토 홀드에 의한 메모리 실행 순서 

조작 화면 
 
①  전극을 준비…전극이 올바르게 시료에

담그어진 상태인 것을 확인한다.  

 

② 「측정상태」…「측정 상태」( INT. 소등)의[측정

화면]인 것을 확인한다.  

·  전원 오프(OFF) 때는, 파워을 2 초 이상

누르면,[측정 화면]이 표시된다. 
 

 

  

③ 안정 판단을 개시…( 를 누른다.  

·   홀드가 점멸해, 「오토 홀드 실행

화면」이 된다.  

·  안정 판단을 중지시키고 싶을 때는, 

홀드점멸중에 클리어를 누른다. 이 때, 측정치는

보존되지 않고 , 원래의[측정 화면]으로 돌아온다.
 

[オ ート ホールド 実行画面]
(pHモ ード のと き )

 

④ 안정 판단 종료…측정치가 안정되면 버저가 울려, 

홀드가 점등한다.  

·  측정치가 홀드 되어「홀드 기 상태」로

자동적으로 바뀐다.  

·  이 때, 측정치는 자동적 보존되어 데이터

넘버가 1개 증가한다. 

【중요】・  몇분 이상 시간이 경과해도 hold 가 점등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정치가 불안정하므로

clear 를 눌러 홀드 기 상태를 해제해, 

전극이나 계기를 점검해 주세요. 
 
〔비고 〕・  안정 판단 기준：  pH： ±0.05 

pH/10초 ORP： ±5 mV/10초 
 

(続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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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続き) 

操   作 画 面 例 
 
⑤ 반복할 때…이 오토 홀드 기능에 의해서 다른

시료를 연속 측정하고 싶을 때는, enterhold 를

누르고, 「오토 홀드 실행 화면」에 되돌린 후, 

「①,③,④」의 조작을 반복한다. 
 

 

⑥ 바탕으로 되돌린다…「홀드 기 상태」(hold 

점등중) clear를 누른다.  

·  「홀드 기 상태」이 해제되어

원래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6.3  인터벌 기능 
  인터벌 기능을 유효하게 설정하면, 「인터벌 기 상태」이 되어, 인터벌에 의한 

메모리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한 시간 마다에 자동적으로 측정치를 보존합니다. 

〔비고〕・  「인터벌 기 상태」(int마크 점멸)에서는, 오토 홀드에 의한 메모리 실행,  

수동 키에 의한 메모리 실행 또는 pH교정의 조작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인터벌 기능과 시간의 설정 
(a) 인터벌 기능에는 유효/무효가 있어, 유효의 경우는, 설정 시간의 길이에 따라 

쇼트 인터벌 기능과 롱 인터벌 기능의 2 종류가 있습니다.  

·  쇼트 인터벌 기능에서는,［측정 화면］을 표시하면서,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보존합니다(설정 범위： 1 초~99 분 59 초). 다만, 4 초 이하의 설정에서는 버저 

OFF가 됩니다.  

·  롱 인터벌 기능에서는, 인터벌 기간중은 전력 절약화 때문에, 데이터 보존 후, 

약 2 초 후에 자동 소등합니다. 설정 시간의 1 분전이 되면, 화면이 자동 

점등(표시)해, 실시간으로 측정치를 보존합니다(설정 범위： 2분 ~99시 59분 ). 
 

【重要】·  롱 인터벌 기능을 유효하게 하면, 화면이 자동 소등합니다만

비정상인것은 아닙니다.  

·  자동 소등중에 power 를 2 초 이상 누르면, 화면을 점등(표시)시킬 수

있습니다. 재차, power 를 2 초 이상 누르면 화면이 소등합니다만, 인터벌

동작은 계속됩니다. 
 

(b) 이 기능을 유효하게 했을 경우는, 인터벌 시간을 설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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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벌 기능과 시간의 설정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 [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イ ン タ ーバル設定画面]
OFF

 

② int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int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

 을 몇차례 누르고, int 를

점멸시킨다.  

③ 인터벌 설정 화면…enterhold를 누른다. 

④ 인터벌 기능을 선택… 를 누르고, 인터벌

기능의 유효/무효를 선택한다. 

・ 설정 범위： oFF(무효)  (공장

출하치： OFF)  

Shrt(유효, 쇼트 인터벌)  

Long(유효, 롱 인터벌) 
 

(続く) 

(続き) 

操   作 画 面 例 
 
⑤ 인터벌 시간을 설정…「④」로 인터벌 기능을

유효하게 했을 때는, · ・

을 누르고, 점멸 개소의 숫자를

변경해, 인터벌 시간을 설정한다. 

・  설정 범위： 쇼트 인터벌…1초~99분

59초(공장 출하치： 5초)  

롱 인터벌…2 분 ~99 시 59 분 (공장

출하치： 10분 ) 

ロ ン グ イ ン タ ーバル

[イ ン タ ーバル設定画面]

ショ ート イ ン タ ーバル

 

⑥ 원래로 되돌린다…설정치를 확인해, enterhold를

누른다. 확정 후, 「인터벌 기 상태」(int 

점멸)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되돌릴 때는, menu 또는

clear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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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벌에 의한 메모리 실행 
인터벌 기능을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한 인터벌 시간에 의해서 pH 측정 또는 ORP 

측정을 해 측정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보존됩니다. 

(a) 인터벌 메모리의 개시 

 

인터벌 메모리의 개시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 전극을 준비…전극이 올바르게 시료에 담그어진

상태인 것을 확인한다. 
 

 

(続く) 

(続き) 

操   作 画 面 例 
 
② 모드를 설정…pH 모드(pH 점등) 또는 ORP 

모드(mV 점등)을 설정한다(「6.1 모드 변환의

설정). 
 

 

③ 「인터벌 기 상태」에…「6.4(1) 인터벌

기능과 시간의 설정」의「①~⑤」의 조작을

실시한다.  

·  「인터벌 기 상태」(int 점멸)로의[측정

화면]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④ [인터벌 실행 화면]…enterhold를 누른다.  

·  int 가 점등해, 자동 메모리까지의

남은시간이 표시되어 인터벌 기능이 스타트한다. 

스타트시의 측정치가 보존된다. 

・  를 누르면, 시간표시부에 남은 시간과

보통의 시각표시가 바뀐다. 
 

残り 時間

を表示

[インターバル待機画面]
(ORPモードのとき)

[インターバル待機画面]
(pHモードのと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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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터벌로의 메모리 실행…설정된 시간 간격 마다

측정치가 자동적으로 보존되어 데이터 넘버가 1 개

증가한다. 
 

(続く) 

(続き) 

操   作 画 面 例 
 
⑥ 반복한다…인터벌 메모리의 중지 또는 해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설정된 시간 간격으로 메모리

실행을 반복한다. 
 

[イ ン タ ーバル実行画面]
(ORPモ ード のと き )  

⑦ 중지 또는 해제하고 싶을 때…「6.4(2)(b) 인터벌

메모리의 중지」또는「6.4(2)(c) 인터벌 기능의

해제」의 조작을 한다. 

 

(b) 인터벌 메모리의 중지 

 

인터벌 메모리의 중지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 인터벌 실행을 중지…인터벌 메모리 실행중에

clear를 누른다.  

·  「인터벌 기 상태」(int 점멸)의[측정

화면]으로 돌아와, 메모리 실행이 중지된다.  

·  이 때, 인터벌 남은시간은 리셋되어 설정한

시간으로 돌아온다. 

 

 

 

 

[インターバル待機画面] 
(pH モードのとき  ) 

[インターバル待機画面] 
(ORP モードのと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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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터벌 기능의 해제  

  쇼트 인터벌 기능은, 다음에 있는 표의 조작 이외에, power 를 2 초 이상 눌러 전원을 

오프해도 해제됩니다. 

 

인터벌 기능의 해제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  [메뉴화면]…「인터벌 기 상태」(int 

점멸)의[측정 화면]을 확인해, menu 를 누른다. 
 

  

②  int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int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dataout 

datain 를 몇차례 누르고, int 를 점멸시킨다.  

③  [인터벌 설정 화면]…enterhold 를

누른다. 

 

④ 인터벌 기능을 오프에… 를 누르고, 인터벌

기능을 무효(oFF)로 설정한다 

・  설정 범위： oFF(무효)  

Shrt(유효, 쇼트 인터벌)  

Long(유효, 롱 인터벌) 

[イ ン タ ーバル設定画面]
OFF

 
⑤ 원래로 되돌린다…설정치를 확인해, enterhold 를

누른다. 확정 후, 「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으로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되돌릴 때는, menu 또는

clear를 누른다. 

 

 

 

 

6.4 수동 온도 보상의 설정 
(a)  항온 수조등을 사용해 시료 온도를 일정하게 해 pH 측정하는 경우나, 

온도센서에 이상이 일어났을 때의 응급 처치인 pH 측정의 경우는, 수동 온도 

보상(MTC)으로 설정해 실시해 주세요.  

(b)  Eh 환산 모드로 설정했을 때에, 온도센서가 고장났을 때의 응급 처치인 ORP 

측정의 경우는, 수동 온도 보상(MTC)으로 설정해 실시해 주세요.  

(c)  수동 온도 보상(MTC)의 온도 설정은, 시료를 온도계등에서 측정한 온도를 

입력해 주세요.  

(d)  통상의 pH·ORP 측정 또는 교정 실행시에는, 자동 온도 보상(ATC)으로 설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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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온도 보상의 설정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② atcmtc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atcmtc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일때는, dataout datain 를

몇차례 누르고, atcmtc를 점멸시킨다. 
 

 

③ [온도 보상 설정 화면]…enterhold를 누른다. 
 

[温度補償設定画面]

 

④ 수동 온도 보상(MTC)으로 설정… 를 누르고, 

「MTC」의 표시 마크의 점멸을 선택한다. 

・  설정 범위： ATC(자동 온도 보상)  (공장 출하치：

ATC)  

MTC(수동 온도 보상)  

·  설정치를 확인해, 를 누른다.
 

⑤ 온도를 입력…온도치가 점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시료 온도를 입력한다. 

・  ・ 를 누르고, 

점멸자리수를 이동한다. 

・  를 누르고, 점멸 수치를 변경한다. 

・  설정 범위： 0.0~100.0℃(공장 출하치： 25.0℃) 
 

⑥ 원래로 되돌린다…설정치를 확인 후, enterhold 를

누른다. 확정 후, 원래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 menu 또는

clear를 누른다. 
 

 

 

 

 

6.5 교정 이력 기능 
(a)  교정 이력 기능은, “캐르·메모”센서 내장의 pH 복합 전극(GST-2729 형)을 

조합했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최신의 교정 데이터를 포함해 과거의 3 개의 교정 

데이터를 전극 자체에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b)  이 기능에서는, 계기 본체의 키 조작에 의해서, 전극의 교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계기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c)  “캐르·메모”센서를 내장하고 있지 않는 pH 복합 전극의 경우는, 계기 

본체측에서 최신의 교정 데이터만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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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 이력 표시 
 

교정 이력의 표시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 [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校正年

(西暦4けた )

校正月日

校正時刻

[校正履歴表示画面]

No. 0 ：最新の校正データ

No. 1､2：“キャ ル･メ モ ”セン サー使用時

にはデータ 表示可。

校正履歴ナン バー

 

② etc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etc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을 몇차례 누르고, etc를 점멸시킨다.  
 

③ [교정 이력 표시 화면]…enterhold를  1회누른다.
 

 

(続く) 

(続き) 

操   作 画 面 例 
 
④ 최신의 교정 데이터를 확인…최신의 교정 일시가

표시된다(최신의 교정 데이터 초기 화면). 

・  ・ 를 누를 때 마다, 

「교정 일시」→「표준액전위 1」→「표준액전위

2」→「슬로프 1(%)」이 표시된다.  

(기전력, 슬로프 표시치가 어느 표준액의 것인가는, 

표시부의〔표준액보틀〕마크의 점멸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pH7標準液における起電力表示(例)

pH4､ 7標準液間のスロ ープ表示(例)

⑤ 교정 이력 데이터를 확인할 때… 를 누르고, 

과거 2회의 교정 이력 넘버를 바꾼다. 
 

⑥ 원래로 되돌린다…표시된 데이터를 확인 후, 

power 를 누른다(2 초 미만). 원래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 menu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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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정 이력의 보존 
 교정 데이터를 이력으로서 보존하는 경우는, 교정 종료 후, 즉시 다음의 조작을 실시해 

주세요. 

교정 이력의 표시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 [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② etc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etc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

 을 몇차례 누르고, etc 를

점멸시킨다. 
 

 

③ [교정 이력 표시 화면]…enterhold를  1회누른다.
 

 

(続く) 

(続き) 

操   作 画 面 例 
 

④ 교정 이력의 보존…[교정 이력 표시 화면]그리고

datain를 2초 이상 누른다.  

·  현재의 이력 넘버 1 의 교정 데이터가, 이력

넘버 2 로 이동해, 이력 넘버 1 의 장소에 최신의

교정 데이터가 보존된다. 
 

[校正履歴表示画面]

 

⑤ 원래로 되돌린다…표시된 데이터를 확인 후, 

power 를 누른다(2 초 미만). 원래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 menu를 누른다.
 
 

 

(3) 교정이력인쇄  
 인쇄 내용에 해서는, 「7.2(1)  교정치/교정 이력의 인쇄」을 참조해 주세요. 

교정 이력의 인쇄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 [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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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tc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etc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

 을 몇차례 누르고, etc 를

점멸시킨다. 
 
③ [교정 이력 표시 화면]…enterhold를  1회누른다.
 

[校正履歴表示画面]

 

④ 인쇄하고 싶은 교정 이력 데이터를 선택

… 를 눌러 교정 이력 넘버를 바꾸어 인쇄하고

싶은 데이터를 표시시킨다. 
 

⑤ 인쇄를 실행…  를누른다. 「④」로

표시시킨 데이터가 외부 프린터(옵션)에 인쇄된다.

 

⑥ 원래로 되돌린다…인쇄를 확인 후, power 를

누른다(2 초 미만). 원래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 menu를 누른다.
 
 

 
 
 
 
 

6.6 온도 교정 기능 
(a)엄밀한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전극의 온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다른 기준 

온도계등에서 측정한 온도에 맞추는 것에 의해서, 온도 교정(일점 교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b)통상의 측정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온도 교정의 실행 
 

온도 교정의 실행·해제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 [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② etc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etc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

 을 몇차례 누르고, etc 를

점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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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온도 교정 화면]…enterhold를 2회 누른다. 

(温度校正解除モード )

(温度校正実行モード )
[温度校正画面]

 

④ 온도 교정의 온 오프를 선택…  (을)를

누르고, 온(ON)/오프(OFF)를 선택한다. 

·  설정 범위： ON…온도 교정 실행 모드  

OFF…온도 교정 해제 모드(공장 출하치： OFF)  

·  주표시부에 현재의 교정 온도가 표시된다.  

·  오프(OFF) 선택시는, 「⑥」에 진행된다. 

⑤ 교정 온도를 설정…「④」로 온(ON)을 선택했을

때는, 교정 온도(기준 온도)를 설정한다. 

・  ・ 를 누르고, 

점멸자리수를 이동한다. 

・  를 누르고, 점멸 수치를 변경한다. 

・  설정 범위： 0.0~100.0℃(공장 출하치： 25.0℃) 

(다만, 현재의 온도±5.0℃이내) 

⑥ 온도 교정을 실행(또는 해제)… 를 누른다. 

·  온(ON) 때는, 온도 교정이 실행된다.  

·  오프(OFF) 때는, 온도 교정이 해제된다. 

⑦ 원래로 되돌린다…온도 교정 종료후, power 를

누른다(2 초 미만). 원래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온도 교정이 실행되었을 경우, 온도

표시부의 온도치에 언더라인이 표시된다.  

·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 menu를 누른다.

 
 
 
 
 

6.7  pH 표준액 종류의 설정 
(a)이 계기는 pH 자동 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pH9. 18 으로 pH10. 02 의 표준액은 

자동적으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pH10. 02 의 표준액을 사용하고 교정을 하는 

경우는, 이 화면에서 표준액종류를 설정해 주세요.  

(b)국내에서는, JIS 규격의 표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해외에서는, 

US 규격의 표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는, JIS/US 규격의 표준액의 설정을 

바꾸어 사용해 주세요. 표준액이 US 규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측정 화면]에 

있어〔US〕가 점등합니다.  

〔비고〕US 규격의 표준액에서는, pH6. 86 표준액(25℃) 신에, pH7. 00 표준액(25℃)을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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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표준액 종류의 설정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1､4､7､9､12の

ボト ルマ ーク

点滅。

J IS規格画面

(pH9.18標準液有効)

1､4､7､10､12
ボト ルマ ーク

点滅。

J IS規格画面

(pH10.02標準液有効)

[ pH標準液種類設定画面]

 

② etc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etc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  을

몇차례 누르고, etc를 점멸시킨다. 
 

③ [pH표준액종류 설정 화면]…enterhold를 3회 누른다. 
 

④ 표준액종류를 선택…  (을)를 누르고, 주표시부의

표준액종류를 바꾼다. 

 

・  설정 범위： 〔Std1〕…JIS 규격(pH9. 18 

표준액유효)  

(공장 출하치： 〔Std1〕)  

〔Std2〕 …JIS 규격(pH10. 02 표준액유효)  

〔Std3〕 …US규격(pH9. 18 표준액유효)  

〔Std4〕 …US규격(pH10. 02 표준액유효) 

 

(続く) 

(続き) 

操   作 画 面 例 
 

⑤원래로 되돌린다…설정치를 확인해, power 를 누른다. 

확정 후, 원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 menu를 누른다. 
 

1､4､7､9､12の
ボト ルマ ーク 、

USマ ーク が

点滅。

US規格画面

(pH9.18標準液有効)

1､4､7､10､12の
ボト ルマ ーク 、

USマ ーク が

点滅。

(US規格画面)
(pH10.02標準液有効)

pH標準液種類設定画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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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pH 교정 간격 관리의 설정 
 pH 교정 간격 관리 기능에서는, 마지막 교정 종료후부터 설정 기간(날짜)이 

경과하면,[측정 화면]에 를 점멸 표시시킬 수 있습니다. pH 교정의 관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pH교정 간격 관리 기능의 설정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 [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② etc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etc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

을 몇차례 누르고, etc 를

점멸시킨다. 
 

 

③[pH 교정 간격 관리 설정 화면]…enterhold 를 4 회

누른다. 
 

[pH校正間隔管理設定画面]

 

④ 교정 간격 관리의 온 오프를 선택…  (을)를

누르고, 온(ON)/오프(OFF)를 선택한다. 

・ 설정 범위： ON…교정 간격 관리 기능 실행 모드

OFF…통상 모드(공장 출하치： OFF) 
 

⑤ 관리 날짜를 설정…「④」로 온(ON)에 선택시는, 

pH교정 간격 관리를 위한 날짜를 설정한다. 

・ ・ 를 누르고, 

점멸자리수를 이동한다. 

 누르고, 점멸 수치를 변경한다. 

·  설정 범위： ON…1~99 Day  

·  오프(OFF)를 선택시는, 그 로「⑥」에

진행된다. 

⑥ 원래로 되돌린다…설정치를 확인해, power 를

누른다. 확정 후, 원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menu 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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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메모리 덮어쓰기  온 오프의 설정 
(a)  측정치의 데이터 No.가 1000 을 넘는 경우, 데이터 No.(을)를 1 에 되돌려, 

덮어쓰기 할지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b)  덮어쓰기 (ON)로 설정하면, 예전 데이터는 소거됩니다. 반 로, 덮어쓰기 하지 

않는(OFF) 로 설정하면, 데이터 No 가 1000 을 넘어 보존하려고 했을 경우, 「에러 02」이 

표시됩니다. 

메모리 덮어쓰기  온 오프의 설정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② etc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etc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

 을 몇차례 누르고, etc 를

점멸시킨다. 
 
③ [메모리덮어쓰기온오프 설정 화면]…enterhold 를

1회눌러, clear를 3회 누른다(역회전). 
 

[メ モ リ ー上書き オ ン オ フ 設定画面]

 

④ 메모리 덮어쓰기 의 온 오프를 선택… 를

누르고, 온(ON)/오프(OFF)를 선택한다.  

·  설정 범위： ON…덮어쓰기 한다(공장

출하치： ON)  

OFF…덮어쓰기 하지 않는다 
 

⑤ 원래로 되돌린다…설정치를 확인해, power 를

누른다. 확정 후, 원래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 menu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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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버저 온 오프의 설정 
 조작음이나, 동작 종료음등의 소리를 온 오프(ON/OFF) 할 수 있습니다. 

버저 온 오프의 설정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② etc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etc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을 몇차례 누르고, etc를 점멸시킨다. 
 
③ [버저 온 오프 설정 화면]…enterhold 를

1회눌러, clear를 2회 누른다(역회전). 
 

[ブ ザーオ ン オ フ 設定画面]

 

④ 버저의 온 오프를 선택…  (을)를 누르고, 

온(ON)/오프(OFF)를 선택한다.  

·  설정 범위： ON…버저음 있음(공장

출하치： ON)  

OFF…버저음 없음 

 
 

⑤ 원래로 되돌린다…설정치를 확인해, power 를

누른다. 확정 후, 원래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 menu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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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오토 파워 오프의 설정 
(a)오토 파워 오프 기능에서는, 설정된 시간(10/20/30/60 분간내)에 키 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 전원은 자동적으로 오프(OFF)가 됩니다.  

(b)[인터벌 실행 화면］에서 인터벌에 의한 메모리 실행중에는, 이 기능은 무효가 

됩니다.  

(c)AC어댑터, RS-232 C접속 케이블, 아날로그 출력 케이블, 외부 프린터용 접속 케이블의 

어느쪽이든 접속했을 경우, 이 기능은 무효가 됩니다. 

오토 파워 오프의 설정 순서 

操   作 画 面 例 
 
① [메뉴 화면]…「측정 상태」(int 소등)의[측정

화면]에서 menu를 누른다. 
 

 

② etc 를 점멸 표시에…[메뉴 화면]에서 etc 이외의

마크가 점멸중 때는, · ・

 을 몇차례 누르고, etc 를

점멸시킨다. 
 
③ [오토 파워 오프 설정 화면]…enterhold 를

1회눌러, clear를  1회누른다. 
 

[オ ート パワ ーオ フ 設定画面]

 

④ 오토 파워 오프등을 선택…  (을)를 누르고, 

몇개의 오토 파워 오프 상태를 선택한다.  

·  설정 범위： OFF(무효), 10, 20, 30, 

60분간(공장 출하치： 30분 ) 
 

⑤ 원래로 되돌린다…설정치를 확인해, power 를

누른다. 확정 후, 원래의[측정 화면]에

돌아온다.  

·  [메뉴 화면]에 돌아올 때는, menu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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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수 점검 

7.1  본체 손질  
 계기의 청소 시 마른 옷감이나 팃슈 페이퍼 등 부드러운 재질로 닦아 주세요.  

또, 더러움이 심한 경우에는, 전극, 전지 커버, AC 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올바르게 단  

상태로, 중성 세제를 엷게 한 액에 가제등을 담그어, 잘 짠 후 나서 계기 본체를 닦아 주세요. 

 

 발화·감전 ● 전극 플러그, AC 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탈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이 오프인 것을 확인하고 해 주세요.  

   제품 내부에 물이나 약품이 들어가면, 회로가 쇼트 해, 감전이나

   발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방수 ● 제품은, 전극, 전지 커버, AC 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올바르게 단 상태로 처음 방수 구조(IP67)가 됩니다.  

● 전극을 제외하거나 전지 커버, AC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연 상태로, 젖은 손으로 닿거나 물로 씻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또, 물이나 약품 등이 들어가는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또는 

   보관하지 말아 주세요. 

 

【重要】・  본기의 더러움을 취할 때는, 시너등의 유기용매는 절 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닦은 부분이 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지 커버를 달 때는, 패킹 및 리브(패킹을 씰 하는 부분)에 상처등의  

  열화나 쓰레기등의 부착이 없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4.2 전지의 설치」

・  만약, 패킹에 상처나 균열 등의 열화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새거로 교환해

  주세요.(「11. 부품/옵션 리스트」)  또, 패킹 및 리브에 쓰레기가 붙어  

  있는 경우는, 깨끗이 없애 주세요.  

  그 로 사용하면, 방수 기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 패킹을 교환하는 경우는, 「4.2 전지의 설치」의 ③을 참조해 올바르게  

  장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만약, 패킹이 전지 커버로부터 빗나가 

  있는 경우는, 다시 올바르게 장착해 주세요. 

・  만약, AC어댑터 커버 또는 입출력 커버의 O링에 상처나 균열등의 열화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새거로 교환해 주세요.(「11.  부품/옵션 리스트」) 

  또, O링에 쓰레기가 붙어있는 경우는, 깨긋히 없애 주세요.   

  그 로 사용하면, 방수 기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 O링을 교환하는 경우는, 비틀 수 없게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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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pH 전극의 손질 
 

 위험 유해물 ● 전극의 세정에 사용하는 염산은 유해물입니다.  

   보호도구를 착용해 취급해 주세요. 반드시, 제품 안전 데이터  

   쉬트(MSDS)를 확인해 주세요. 

 

 부상 ● 전극의 일부는 유리제입니다.  

   파손되지 않게 조심해 취급해 주세요.   잘못해 파손했을 경우, 

   유리의 파편으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수 ● 제품은, 전극, 전지 커버, AC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올바르게 단 상태로 처음 방수 구조(IP67)가 됩니다.  

● 전극을 제외하거나 전지 커버, AC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연 상태로, 젖은 손으로 잡거나 물로 씻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또, 물이나 약품등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또는  

   보관하지 말아 주세요. 

 

【重要】・  전극을 클린저 등의 연마제에서는 절 로 세정하지 말아 주세요.  

전극 표면이 다쳐, 성능이 저하합니다. 

 

(1) 통상의 손질 
① 전극 첨단을 세정한다. …… 전극 첨단을 순수한 물로 세정해, 화장지  

   등으로 가볍게 닦아내 주세요.  

· 만일, 건조 상태인 채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는, 순수한 물에 수시간  

   이상 담그는지, 약 0.1 mol/L염산에 약 30분간 담근 후, 순수한 물로 잘  

   세정해 주세요. 
 

【重要】・  약 0.1 mol/L염산의 경우는, 30분간 이상 담그는 것은 반드시 멈추어  

주세요.  성능이 저하합니다. 
 

② 내부액을 바꿔 넣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내부액 보충구의 고무  

    마개를 빼, 스포이드 등을 찔러 넣어 내부액을 빼낸 후, 전극에 첨부된  

    「취급 설명서」을 참조하고, 내부액을 새롭게 보충해 주세요.  

·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  

· 순수한 물에 장기간 보존하고 있었을 경우  

· 염산으로 세정했을 경우  

· 내부액이 소모하고 있는 경우 

③ 전극을 일시 보관한다. …… 측정 내용에 따르고, 이하와 같다, 전극을  

   비커에 넣어 잠시 보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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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상은, 비커에 이온 교환 미즈노마는 증류수 등의 순수한 물을 넣고 전극을  

    담그어 주세요. 이 경우는, 전극의 내부액보충구의 고무마개를 연 채로 해 주세요.  

(b) 기준으로서 0.05 pH이하의 재현성을 필요로 하는 정밀 측정에 사용하시는 경우는,  

    비커에 3.3 mol/L염화 칼륨 용액을 넣고 전극을 담그어 주세요.  

    이 경우는, 전극의 내부액 보충구의 고무마개를 반드시 닫아 주세요. 

 

純水ま たは

イ オ ン 交換水

保護カ バー

pH電極

ゴム栓

(開ける )
3.3mol/L KCl溶液

保護カ バー

pH電極

内部液

補充口

ゴム栓

(閉める )

内部液

補充口

 

통상의 전극 보관  정밀 측정시의 전극 보관 

(2) 전극이 더러울 때 손질 
전극이 더러워지면 응답이 늦어지거나 감도가 나빠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하와 같다. 

전극을 세정해 주세요. 
 

(a) 일반적인 더러움 

 중성 세제를 가제 등에 붙여 전극의 첨단을 닦아내, 순수한 물로 세정하고 나서,  

티슈 등으로 가볍게 닦아내 주세요.  

또, 더러움이 심한 경우에는, 6 mol/L염산에 약 10분간 담그어, 순수한 물로  

세정하고 나서, 2~3시간, 순수한 물에 담그어 주세요. 
 

【重要】・  6 mol/L염산의 경우는, 10분간 이상 담그는 것은 반드시 멈추어 주세요.  

성능이 저하합니다. 
 
 

(b) 기름의 더러움 

 에탄올 등의 유기용매를 가제 등에 붙여 전극의 첨단을 닦아내, 순수한 물로 세정하고 나서,  

2~3시간, 순수한 물에 담그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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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전지의 교환 시기 
(a)  전지 마크의 표시가, 다음에 있는 표의 No.  4와 같이 되었을 경우는, 전지를 새거나  

    충전한 것으로 교환해 주세요.  「4.2 전지의 설치」  

(b) 이 잔량 표시는, 단 3형 알칼리 건전지와 단 3형 충전식 니켈수소전지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준으로만 알아주세요.  

(c) 전지 교환 시는 시계가 멈추기 때문에, 시각을 맞춰 주세요.  「5.3 시각 맞추기」 

 

전지마크 표시와 의미 

No. 표시상태 의미 

1.  ・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 

2.  ・  약간의 소비는 있지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 

3.  ・  꽤 소비함. 교환 시기가 가까움 

4.  ・  교환 필요 

 

 

 

8. 고장 시 처치 

8.1 이상이 발생했을 때의 안전상의 주의 
만일,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지를 뽑아 주세요.  

또, AC어댑터(옵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콘센트로부터 뽑아 주세요. 

 

 발화 감전 ● 전극 플러그, AC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탈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이 오프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해 주세요.  

   제품 내부에 물이나 약품이 들어가면, 회로가 쇼트 해, 감전이나

   발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방수 ● 제품은, 전극, 전지 커버, AC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올바르게 단 상태로 처음 방수 구조(IP67)가 됩니다.  

● 전극을 제외하거나 전지 커버, AC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연 상태로, 젖은 손으로 닿거나 물로 씻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또, 물이나 약품등이 들어가는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또는 

   보관하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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エ ラ ーナン バー表示

8.2  에러 표시 
(a) 이 계기는, 조작 실수나 트러블 발생을 알리기 위한 에러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error 마크가 점멸해, 주표시부에 에러 넘버가 표시되어[에러 표시 

화면]이 됩니다. 

 

 

 

 

 

 

 

 

[에러 표시 화면] 

(b) 주표시부에 에러 넘버가 표시되면, 다음에 있는 표의「에러 표시 일람표」을 참조 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세요.  

(c) 에러 넘버 표시를 해제하고 싶을 때는,［에러 표시 화면］에서 임의의 키를 눌러  

    주세요.  [측정 화면]에 돌아옵니다. 

 

에러 표시 일람표 

에러넘버 내용 원인 처 

01 전극 종류  ·전기 전도율 셀 등, 

부적절한 전극을 접속.  

・  이 계기로 사용 가능한 전극을  

접속한다. 

02 에러 메모리  

FULL 알람 

·「메모리 덧쓰기 온 오프 

  설정」이 오프(OFF)  

상태로 데이터를 보존  

시키려고 했다. 

 [메모리 덧쓰기 온 오프 설정 화면]  

  그리고 온(ON)으로 설정한다.  

 「6.10 메모리 덧쓰기 온 오프의 설정」

09 온도 교정 에러 · 온도 설정치에 해,  

  ±5℃ 이상이다.  

・  온도 설정치를 확인한다. 

11 교정시의 

슬로프(감도) 

에러 

· 교정치를 소거하고 있지 

   않다 

・  교정치를 소거해, 교정을 다시 한다. 

 「5.4 pH교정」 

· 전극이 표준액에  

  올바르게 잠기지 않았다.

· 전극을 표준액에 올바르게 삽입한다. 

   「5.4 pH 교정」 

· 비교 내부액의 부족  

   또는 농도 변화.  

· 내부액을 보충 또는 바꿔 넣는다.  

 「7.2 pH전극의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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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극이 더러워져 있다. 

  

· 전극을 세정한다.   

   「8.2 pH전극의 손질」 

· 표준액이 열화 또는  

   농도가 잘못되어 있다. 

· 표준액을 교환한다. 

· 전극의 열화 또는 파손. 

  

· 전극을 교환한다.  「4.3 전극의  

   접속」, 「4.4 전극의 준비」 

12 pH7 표준액 교정  

시의 고르지 않음  

전위 에러 

· 전극이 표준액에 올바 

   르게 잠기지 않았다.  

· 전극을 표준액에 올바르게 삽입한다. 

 「5.4 pH 교정」 

· 비교 내부액의 부족  

   또는 농도 변화.  

· 내부액을 보충 또는 바꿔 넣는다.  

 「8.2 pH 전극의 손질」 

· 전극이 더러워져 있다. · 전극을 세정한다.   

   「8.2 pH전극의 손질」 

· 표준액이 열화 또는  

   농도가 잘못되어 있다. 

· 표준액을 교환한다. 

· 전극의 열화 또는 파손. 

  

· 전극을 교환한다.  「4.3 전극의  

   접속」, 「4.4 전극의 준비」 

(続く) 

(続き) 

에러넘버 내용 원인 책 

13 전위 안정 에러 · 전극이 표준액에 올바  

   르게 잠기지 않았다.  

· 전극을 표준액에 올바르게 삽입한다. 

 「5.4 pH 교정」 

· 비교 내부액이 부족.  · 내부액을 보충한다. 

· 전극이 더러워져 있다. 

  

· 전극을 세정한다.   

   「8.2 pH전극의 손질」 

· 표준액이 잘못되어  

   있다.   

· 표준액을 교환한다. 

· 전극의 열화 또는 파손. 

  

· 전극을 교환한다.  「4.3 전극의  

   접속」, 「4.4 전극의 준비」 

14 고르지 않음 

전위·슬로프 

에러 

· 전극이 표준액에 올바  

   르게 잠기지 않았다.  

· 전극을 표준액에 올바르게 삽입한다. 

 「5.4 pH 교정」 

· 비교 내부액의 부족  

   또는 농도 변화.  

· 내부액을 보충 또는 바꿔 넣는다.  

 「8.2 pH 전극의 손질」 

· 전극이 더러워져 있다. 

  

· 전극을 세정한다.   

   「8.2 pH전극의 손질」 

· 표준액이 열화 또는  

   농도가 잘못되어 있다. 

· 표준액을 교환한다. 

· 전극의 열화 또는 파손. 

  

· 전극을 교환한다.  「4.3 전극의  

   접속」, 「4.4 전극의 준비」 

15 표준액을 판별할  

수 없다.  

· 전극의 보호 캡(고무제) 

   을 붙인 채로 측정.  

· 고무 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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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교정 시) · 표준액이 열화 또는  

   농도가 잘못되어 있다. 

· 표준액을 교환한다. 

· 전극이 표준액에 올바  

   르게 잠기지 않았다.   

 「5.4 pH 교정」 

· 전극을 표준액에 올바르게 삽입한다. 

· 비교 내부액의 부족  

   또는 농도 변화. 

· 내부액을 보충 또는 바꿔 넣는다.  

 「8.2 pH 전극의 손질」 

· 전극이 더러워져 있다. 

  

· 전극을 세정한다.   

   「8.2 pH전극의 손질」 

· 전극의 열화 또는 파손. 

  

· 전극을 교환한다.  「4.3 전극의  

   접속」, 「4.4 전극의 준비」 

16 교정점 오버 · 4 점 이상으로 교정. 

  

· 3점 교정까지 밖에 할 수 없다.   

   「5.4(2) 교정의 실행(일점 교정,  

   3점 교정) 

 

8.3  그 외의 트러블과 책 
(a)  에러 넘버 표시 이외의 트러블 내용, 원인 및 책은, 다음에 있는 표의「그 외의  

    트러블과 책」을 참조해 주세요.  

(b) 이러한 책을 해도 회복하지 않는 경우, 이외의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수리를 의뢰받는 경우에는, 세트/전극명, 형명과 계기 본체 배면의 제조 번호를  

    확인해, 판매점 또는 폐사로 연락 주세요. 

 

그 외의 트러블과 책 

내용 원인 책 

전원을 넣어도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 전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  

· 전지가 소모하고 있다.  

· AC어댑터(옵션)가 꼽혀 있지 

   않다. 

· 전지를 교환한다.  「4.2 전지의 설치」, 

「8.4 전지의 교환 시기」  

· AC 어댑터(옵션)를 올바르게 접속한다. 

표시가 변화하지  

않는다.  

 

· 홀드 상태가 되어 있다.   ·홀드를 해제한다. 

· 전극의 접속이 불완전.  

· 전극이 갈라져 있다. 

·전극을 올바르게 접속한다.  

· 전극을 교환한다.  

 「4.3 전극의 접속」, 「4.4 전극의 준비」

지시가 불규칙하다. 

응답이 늦다. 

· 전극이 더러워져 있다.  전극을 세정한다.  「8.2 pH 전극의

손질」, 「8.3 ORP 전극의 손질」 

·전극이 갈라져 있다.  

· 전극이 열화 하고 있다. 

전극을 교환한다.  「4.3 전극의 접속」, 

「4.4 전극의 준비」 

· 전극이 표준액 또는 시료에,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았다.  

전극의 액락부가, 표준액 또는 시료에  

잠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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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전극 내부액이 부족하다.

· 비교 전극 내부액 농도가  

  변화하고 있다. 

비교 전극 내부액을 보충 또는 교환한다. 

시료의 전기 전도율이 낮다. 이러한 시료의 경우는, 값이 불규칙하거나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pH, 온도 측정치가  

상하한치로 

점멸한다. 

·시료가 측정 범위외의 값.  측정 범위 외의 시료는 측정 불가. 

· 전극이 갈라져 있다.  

 

전극을 교환한다.  「4.3 전극의 접속」,  

「4.4 전극의 준비」 

·액락부가, 표준액 또는 시료에 

  잠기지 않았다. 

전극의 액락부가, 표준액 또는 시료에  

잠기도록 한다. 

주표시부가「━」로 

점멸한다.  

전극의 접속이 불완전. 전극을 올바르게 접속한다.   

「4.3 전극의 접속」, 「4.4 전극의 준비」 

점멸한다. ·pH의 교정 간격이 넘어가  

  있습니다.   

pH 교정을 실행해 주세요.   

「5.4 pH 교정」 

 

 

 

8.4  시스템 리셋트의 방법 
(a)  이 계기가 전혀 동작하지 않게 되거나 표시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시스템  

    리셋트를 하여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b) 시스템 리셋트의 방법은, 이하의 두가지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리셋트 하기 전에, power를 누르고, 계기의 전원을 미리 오프(OFF)로  

 해 주세요. 

 

(1) 모든 데이터, 파라미터를 공장 출하치에 되돌리는 경우 

계기의 전원이 오프(OFF)인 것을 확인 후 、clear＋ 를 누르면서,  

power를 눌러 주세요. 

 

(2) 시계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 이외를 공장 출하치에 되돌리는 경우  

계기의 전원이 오프(OFF)인 것을 확인 후, enterhold를 누르면서, power를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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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송, 보관, 폐기 

9.1  이송 
 

【重要】 ・  반드시, 납입 시의 포장상자로 포장해 주세요.  

  또, 상자를 떨어뜨리거나 전도하거나 상자 위에 무거운 물건을 두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계기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수송 시에는, 반드시, 지정포장 자재를 사용해 주세요.  

  지정외 포장 자재로 수송했을 경우의 파손, 고장에 해서는, 보증의 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계기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주세요.  

  AC 어댑터(옵션)를 사용하시는 때는, 콘센트로부터 AC 어댑터를 뽑아 주세요. 
 

 

 부상 ● 전극의 일부는 유리제입니다.  

   파손하지 않게 조심해 취급해 주세요.  

   잘못해 파손했을 경우, 유리의 파편으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수 ● 제품은, 전극, 전지 커버, AC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올바르게 단 상태로 처음 방수 구조(IP67)가 됩니다. 

● 전극을 제외하거나 전지 커버, AC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연 상태로, 젖은 손으로 닿거나 물로 씻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또, 물이나 약품등이 들어가는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또는 

   보관하지 말아 주세요. 

 

9.2  보관 
 

 폭발·발화· 

감전 

● 폭발성 가스, 가연성 가스등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제품을 불안에 넣거나 연소시키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제품 내부에서 폭발이나 발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 전극 플러그, AC어댑터 커버 및 입출력 커버를 탈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이 오프인 것을 확인해 주세요.  

 제품 내부에 물이나 약품이 들어가면, 회로가 쇼트 해, 감전이나

 발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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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또는 보관 장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도(0~45℃), 습도(20~90%)의 범위의 곳(단,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곳.  

· 이슬 맺히지 하지 않는 곳.  

· 직사 광선이 닿지 않는 곳.  

· 진동이 없는 곳.  

·  쓰레기가 적은 곳.  

· 공기조절 기구로부터의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  

· 스토브 등의 난방 기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  

· 안전한 곳. 

 

 

9.3  폐기 
 계기 또는 시약을 폐기할 때는, 지방 자치체의 조례에 근거해 처리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각지방 자치체에 문의해 주세요. 

 

 廃  棄 ● 이 제품이나 그 일부인 부품을 폐기할 때는, 산업 폐기물로서  

   법령에 근거해 처리해 주세요. 

 

 

 

조   선  계  측  기 
Tel : 02-2268-4344    Fax : 02-2275-5348 

www.chosun21.co.kr     E-Mail : chosun21@chosun21.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