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ltra-Low Total Chlorine 

 

측정방법 A 

샘플용액 1000ml를 채취합니다.(염소는 샘플용액에서 재빨리 휘발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

에 측정을 하기전에 미리 샘플을 채집해야합니다.) 측정 스트립을 꺼내 측정 샘플용액에 약 

20초동안 담그고 앞뒤로 천천히 저어주십시오. 스트립을 꺼내고 스트립에 있는 물기를 제거

하기 위해  스트립을 털어 주십시오. 20초 정도 기다리시면 스트립에 색깔이 나타날 것입니

다. 색깔이 나타나는대로 즉시 Easy-Read™ 색차표에 있는 Method A에 배열되어 있는 색

들과 비교하여 총염소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하여 20초 내에 색대조

작업을 끝내십시오. 

 

측정방법 B 

샘플용액 1000ml를 채취합니다.(염소는 샘플용액에서 재빨리 휘발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

에 측정을 하기전에 미리 샘플을 채집해야합니다.) 측정 스트립을 꺼내 측정 샘플용액에 약 

40초동안 담그고 앞뒤로 천천히 저어주십시오. 스트립을 꺼내고 스트립에 있는 물기를 제거

하기 위해  스트립을 털어 주십시오. 20초 정도 기다리시면 스트립에 색깔이 나타날 것입니

다. 색깔이 나타나는대로 즉시 Easy-Read™ 색차표에 있는 Method B에 배열되어 있는 색

들과 비교하여 총염소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하여 20초 내에 색대조

작업을 끝내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위하여 

 

1.스트립을 초당 2 stroke 정도로 천천히 저어 주십시오.(그림1 참고) 

 

2.100ml의 샘플 사이즈를 사용하십시오. Method A로 측정을 하셨다면 온도와 침적시간 관

계를 나타낸 차트를 참조하시어 실제 샘플의 온도에 맞게 침적시간을 조절하여 주십시오. 

Method B로 측정을 하신다면 샘플의 온도가 55~82℉(13~42℃)범위에 맞도록 측정을 하

신다면 보다 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1~2 인치 (2.5~5.0cm)정도의  stroke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시는게 정

확한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그림 1 참고) 

 

4. . Method A로 측정을 하신다면 스트립의 틈(구멍)으로 스트립의 색깔 변화를 좀 더 정확

게 볼 수 있도록 그림 2와 같이 스트립을 접으십시오. 스트립의 틈으로 보이는 색깔과 

Method A의 색차트와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색을 찾아 총염소의 농도를 구하십시오 

5. Method B로 측정시 Easy-Read™ 색차표의 Method B를 이용하십시오. 스트립의 틈으

로 스트립 패드의 색깔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림 2처럼 스트립을 접어 주십시오. 스트

립의 색이 나타나면 Easy-Read™ 색차표의 Method B의 색깔과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색

을 찾아 총염소의 농도를 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