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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제품 개봉  
 

제품을 받으신 후에 포장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개장 후, 제품의 외관을 

점검하시고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제품 및 부품의 

손실 유무를 확인 하십시오.  

 

 

2. 계기의 특징 
 

CP-401 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 

자동/수동 온도 보상; 

1점 ~ 5점 pH 전극 교정; 

pH 교정용 표준 용액 자동 인식; 

표준 용액 값 변경 가능; 

pH 전극 상태 표시; 

각 측정 기능 별 3개의 전극 특성 저장; 

시간 & 측정값, 200개의 결과 값 내부 데이터로거에 저장;  

시간 간격 조정 후 측정 시리즈 설정 가능;  

RS-232C 출력;  

표준 프린터로 측정값 출력 가능;  

건전지 상태 표시;  

자동 전원 OFF 기능(사용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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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기 설명 
 

CP-401 은 수소이온농도(pH) 측정, 산화환원전위(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mV)) 측정, 온도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계기 입니다. 계기는 BNC-

50 connector를 가진 pH 복합 전극을 연결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 Pt-1000 

온도 센서는 Chinch connector를 사용하여 계기와 연결됩니다.  

200개의 측정 결과값, 또는 측정 시리즈로 결과 값을 저장 할 수 있으며, 

RS-232 출력으로 PC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Caution: 프린터 출력을 하실 경우, 인터페이스 EI-401과 표준 프린터를 
사용하시어 연결하셔야 합니다.  

 

 

4. 계기외관 
 

선택된 기능에 따라 아래의 값이 LCD 창(그림1)에 표시됩니다: 

- pH 측정 값 

- mV 측정 값 

- 시간과 날짜 

 

 버튼으로 각 기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의 기능별 표시에 

사각형의 프레임이 형성됩니다: : pH, mV or time. 

온도 표시(℃)는 측정 값과 함께 표시됩니다.  

 

 

 

 

 

그림 1. 

온도 값 표시 옆의  표시는 자동 보상 표시이며, 수동 보상 표시는  

표시 입니다. 화면 좌측에 CAL 표시가 표시되면 계기는 현재 교정 모드라는 
지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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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자는 모든 설정 항목들을 볼 수 있으며, 배터리 

저전압 경고 표시는  입니다.  

계기의 하단부에 키보드(그림. 2)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로 계기의 ON/OFF, 

측정 기능 선택, 교정, 설정 값 입력, 프린트 출력, 결과 값 메모리에 저장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버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 기능 변경, 계기 ON/OFF. 

 

- 짧게 누르시면, MODE/P.CAL 모드에서 교정 값을 변경하기 위해 

교정 포인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길게 누르시면, 교정 모드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CAL 화면에 
표시됨). 이 교정 모드에서 짧게 누르시면 교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누르신 후에, 결과 값은 저장되고, 측정 시리즈가 

시작되거나, 프린트 출력이 시작됩니다.  

-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저장된 결과 값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파라미터 선택. 

 

, - 파라미터를 입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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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의 위 부분에는 각 단자가 있습니다.  

 

F - BNC-50 : 복합 pH 전극 단자, Redox 전극 단자, 

T - Chinch : 온도 전극 단자.  

RS - RS-232 : PC 또는 프린터 연결 단자.  

P - 전원 어뎁터 단자(9V)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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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기전원 
 

계기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ON 할 수 있습니다. 계기가 ON 된 

후에는 메모리 및, 이외의 계기 설정을 자가 테스트 하게 됩니다.  

그림. 3 

 

자가진단이 완료된 후, 계기는 자동으로 측정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표시가 표시 된다면, 계기는 디폴트 설정을 잃어 버린 것 입니다. 

계기가 전원을 ON하신 후 1.5초 후에도 모든 파라미터들이 표시부에 계속 

표시된다면, 이것은 전극과 셀의 교정 파라미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신 후에, 계기는 표준특성(Standard Characteristics): 

Shift = 0 pH,  

Characteristic slope = 100% for pH electrode; 

 

이후, 계기는 측정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pH 전극 교정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버튼을 표시가 나올 때까지 길게 누르시면 계기를 OFF 할 수 있고, 

당사의 계기는 자동 전원 OFF를 사용자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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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동 준비 
 

작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  전원 어뎁터를 사용하시면 P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  pH 전극, ORP 전극, BNC-50 커넥터는 F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  온도 전극을 사용 시, 온도 전극의 Chinch 커넥터는 t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  프린터 출력 및 PC와 연결하여 사용하실 경우, 인터페이스 El-401 또는 
CP-4XX-PC 케이블을 RS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   버튼을 누르셔서 계기를 ON 하십시오.  

 

6.1 온도 보상 선택 

 

계기는 자동온도보상과 수동온도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도 전극 연결 

후에는 자동으로 자동온도보상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온도전극 분리 후에는 

자동으로 수동온도보상 모드가 됩니다.  

  자동온도보상  

  수동온도보상,  버튼으로 온도 변경 가능합니다. 

 

6.2  분해능 선택 
 

측정 결과 값은 선택된 분해능(Resolution)으로 표시됩니다.  

분해능을 선택하기 위해 측정 모드에서  버튼을 누르십시오.  

(resolution) 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누르십시오(그림. 4) 

or  버튼을 사용하여 분해능을 선택하십시오: 

 - (low) ;       그림. 4 

 - (high) . 
 

*pH 측정일 경우:  

 - 분해능 0.01 pH;  

 - 분해능 0.001 pH. 

 

 측정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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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H 측정 
 

1. 전극 
 

전극은 전극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의 지시사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수행하십시오. 하지만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아래의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은 새 전극은 증류수, 또는 KCl용액에 최소 5시간 정도는 담가 

두셔야 합니다. 

측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전극을 보호하는 링을 제거 하여 주십시오. 이 링은 

전극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극이 내부 전해액 보충형 전극이라면 

전해액 보충 구멍을 채우고 있는 고무 링을 제거 하여 주십시오.  

실험실에서 측정 시, 전극 Holder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매 측정 후에는 

전극을 증류수에서 헹구어 주십시오. 전극은 보풀이 없는 티슈로 이 물질을 

빨아드려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전극은 측정 후, 보관 용액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내부 보충액 구멍이 있는 전극의 경우 구멍을 막아 주십시오. 

전극을 보관 후 사용 시, 약 2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두십시오. 

 

CAUTION: 전극 보관 시, 증류수에 담가 두시면, 전극의 수명이 짧아 

질 수 있습니다. 

 

 

2. 전극 교정 
 

전극을 최초 사용 시, 장기간 보관 후, 정확한 정밀도 요구 시, 전극은 교정을 

해야 합니다. 교정은 적합한 표준 용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특히 전극 

교정은 주기적으로 반복해 주십시오. 교정은 최소 2포인트 교정을 해야 

합니다.  

전극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측정 시 좀더 정확한 정밀도를 

원하신다면 전극을 교정하여 주십시오. 교정은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교정 수행 과정 중, 처음 단계는 계기의 메모리에 사용된 pH 표준용액 값을 

입력 해야 합니다. 최초 교정 시, 다른 값을 가진 교정 용액(6.88 or 7.01)을 

사용하실 때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pH 전극과 온도전극을 표준 용액에 담그시면 계기는 값을 찾게 됩니다.  

교정은 1점 교정에서 5점 교정까지 가능합니다. 다점 교정을 하면, 할수록 

좀더 정확한 측정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2점 교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H 7.00과 pH4.01 교정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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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CP-401 은 교정특성에 따라 , ,  의 세가지의 교정 

특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교정 특성은 교정 넘버에 따라 저장되게 

됩니다. 표준용액 값은 NIST 규격 입니다. 이 표준 용액 값은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보상 됩니다. 

 

2.2 표준용액값 

 

당사의 계기에는 제조 당시에 프로그램된 표준용액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Table 1. 

Point of 
Calibration 

Resolution 
0,001 

Resolution 
0,01 

1 1,675 1,68 
2 4,002 4,00 
3 6,881 6,88 
4 9,225 9,22 
5 12,627 12,63 

 

만일 사용자가 사용하시는 표준용액 값이 위의 표와 다르다면 사용자는 

표준용액 값을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용액 값은 당사에서 제공된 디폴트 설정으로 하시기를 권고 합니다.  

 

Table 2. 

Calibration point Range 

1 0,800 ~ 2,100 

2 3,900 ~ 4,100 

3 6,800 ~ 7,100 

4 8,900 ~ 9,400 

5 11,500 ~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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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표준용액값 온도보상 

 

표준 용액 값은 온도에 따라 Table3 과 같이 자동 변경됩니다. 하지만 

표준용액 값은 당사에서 제공된 디폴트 설정으로 하시기를 권고 합니다. 

 

Temp.
℃ 

Kind of buffer solution 

1 
oxalate 

2 
phthalate 

3 
phosphate 

4 
di-sodium 
tetraborate 

5 
calcium 

hydroxide 

0 1.666 4.003 6.984 9.464 13.423 

5 1.668 3.999 6.951 9.395 13.207 

10 1.670 3.998 6.923 9.332 13.003 

15 1.672 3.999 6.900 9.276 12.810 

20 1.675 4.002 6.881 9.225 12.627 

25 1.679 4.008 6.865 9.180 12.454 

30 1.683 4.015 6.853 9.139 12.289 

35 1.688 4.024 6.844 9.102 12.133 

40 1.694 4.030 6.838 9.063 11.984 

45 1.700 4.047 6.834 9.038 11.841 

50 1.707 4.060 6.833 9.011 11.705 

55 1.715 4.075 6.834 8.985 11.574 

60 1.723 4.091 6.836 8.962 11.449 

 

 

2.4 교정 과정 

 

아래의 과정을 수행 하십시오: 

 

ⓐ 표준 용액에 따른 분해능을 선택 하십시오. 이때 분해능은 제공된 표준용액에 
명시된 소수점 자리 수 까지 분해능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정 

입니다.  

버튼으로 pH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다음에 버튼을 누르십시오. 

화면에  (Resolution)가 표시됩니다. 이 것은 분해능을 선택하라는 지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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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능은 or  버튼으로 선택 하십시오: 

 - (low) 분해능 0.01 pH; 

 - (high) 분해능 0.001 pH. 

 

ⓑ 교정특성 저장할 교정 넘버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계기에 센서 
종류가 다른 센서를 사용하실 경우 유용 합니다.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런 후 or 버튼으로 전극넘버( , , 

)을 선택 하십시오. 교정 특성은 이 전극넘버에 저장되게 됩니다. 

각 전극 넘버에는 화면 위 줄에 아래의 표시가 표시됩니다. 

 - 디폴트 교정특성 저장 상태. 

 - 사용자 최근 교정특성 저장 상태. 

 - 교정 불능 

 

ⓒ 표준용액 값 선택. 

버튼을 누르신 후,  표시(points of calibration)가 표시될 때까지 

Mode 버튼을 몇 번 누르십시오. 이후 or 버튼으로 아래의 사항을 선택 

하십시오: 

 – 온도보상 표에 따라 pH 교정 표준용액 값의 자동 변경.(권고) 

 – 주어진 범위의 교정 표준용액 값 설정. 

그림. 5 

 

▶  선택 후, 사용자는  버튼을 누르시고, 교정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 선택을 사용하시기를 권고 합니다.  

▶  선택 후, “ⓓ” 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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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설정) 선택 후, 사용자는 저장된 교정 포인트를 점검 하거나, 

표준 용액 값을 변경 하셔야 하며, 그 후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십시오.  

이때 사용하시는 표준 용액의 pH 값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값에 

따라 환산하여 입력 하셔야 합니다.  

 

▶ 표시부 아래 줄에는  (1점)이 표시 될 것 입니다. 그리고 표시부 위 

줄에는 교정표준용액 값이 표시될 것 입니다 (그림. 6). 사용자가 사용하는 

표준 용액의 값과 표시 값이 차이가 있다면 ,  버튼으로 표시 값을 

실제 표준 용액 값으로 조정 하십시오.  

각 교정 포인트별 변경 범위는 Table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6. 

 

▶ 두 번째 교정 포인트로 가기 위해  버튼을 누르십시오. 표시부 

아래 줄에 가 표시됩니다. 표시부위에 표시되는 값과 2점 교정용 

표준용액의 값이 다를 경우 조정 하여 주십시오.  

▶ 표준용액의 pH 값을 입력하신 후,  버튼을 누르시면 교정 포인트 

모드(  / ,) 돌아가시게 되며, 또는  버튼을 누르셔서 pH 측정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 전극을 사용설명서의 지시에 따라 준비해주십시오. 그리고 전극 넘버를 선택 
하여 주십시오. ( , , ). 

▶ 복합전극과 온도 전극을 계기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F & t)(그림. 2). 

▶ pH 표준용액 값 자동 보상 모드라면 표준용액의 온도를 측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전극넘버를 선택하신 후,  버튼을 누르시고, 교정을 시작하십시오.  

▶ 전극넘버에 따라 전극을 3개 까지 교정 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을 

표준용액 값 별로 하실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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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정 자동온도보상 

 

pH 측정 기능에서: 

ⓐ  버튼을 CAL(그림. 7) 표시가 화면에 표시될 때까지 누르고 계십시오. 
이 표시가 표시되면 선택된 전극 넘버의 이전 교정 값들이 삭제 되게 
됩니다. 

ⓑ pH 전극과 온도전극을 표준용액에 담그십시오. 그리고 결과 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결과값은 표준용액에 명시된 값과 다르게 나타날 것 
입니다.  

그림. 7. 

 

결과 값이 안정된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후 결과 값은 교정 값이 저장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깜박 거릴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표시부 위 줄에는 정확한 측정 값이 표시 될 것입니다. 

이 값은 사용하시는 표준 용액의 값과 동일할 것 입니다. (그림 8). 

표시부에  가 표시된다면, 표준용액의 값을 확인하시고, 전극이 손상되지 

않았나 점검 하십시오.  

그림. 8. 

ⓒ 교정을 끝내시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다른 표준용액으로 교정을 계속 하시려면 전극과 온도전극을 세정하신 

후에 표준용액에 담그십시오. 그리고 위의 b. 과정을 수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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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정 수동온도보상 

수동온도보상으로 교정을 시작하시려면, 온도전극을 계기에서 분리하십시오. 

표시부에 온도(측정값이 아닌)가 표시됩니다. 이 값은 버튼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기에 pH 전극을 연결 하십시오. 그리고 8.4장의 수행 과정에 따라 

교정을 수행 하십시오. 

 

Caution: , 버튼을 동시에 같이 누르시면 20 0C로 설정 됩니다. 

 

 

3. 전극 상태 점검 
 

전극 넘버는 사용자가 다른 종류의 전극을 사용하실 때 유용 합니다. ( , 

,  ) 이 전극 넘버를 선택 하신 후에 측정을 시작 하십시오.  

 

3.1 전극 상태 점검 

 

전극 상태 점검은 교정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 합니다. pH 모드에서 점검 

하기위해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교정된 전극 넘버를 선택하십시오. 

 표시가 표시될 경우 전극은 사용 불가 합니다. 새로운 전극으로 교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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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측정을 시작 하시기 전에 계기와 전극을 준비 하십시오. 전극의 상태가 측정 

정밀도를 좌우 하며, 선택하신 전극을 교정 하신 전극 넘버에 맞춰서 측정을 

수행 하십시오. 그리고 측정 분해능도 선택해 주십시오. 

 

4.1 측정 자동온도보상 

자동온도보상으로 측정 하실 경우 계기에 전극과 온도전극을 함께 연결하여 

주십시오. 표시부에는 자동온도보상 중 이라는 의미로  가 표시부에 

표시됩니다.  

pH 전극과 온도전극을 측정 하려는 유체에 담그십시오. 어떤 용기에 유체를 

담아서 측정 하실 경우 전극이 용기 바닥이나 벽면에 닿으면 안됩니다.  

계기를 ON 하실 경우 버튼을 누르셔서 전원을 ON 하시고, 이 버튼으로 

기능(pH, mV, etc)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값은 값이 안정된 후에 

읽으십시오. 특히 실험실에서 측정 하실 경우 교반기를 사용하여 측정 유체를 

교반 하면서 측정 하면 좀더 정밀한 측정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NOTICE: 측정 범위를 벗어 날 경우 표시부의 측정 값은 깜박거리게 
됩니다.  

 

4.2  측정 수동온도보상 

온도전극을 계기에서 분리 하십시오. 표시부에는 가 표시 될 것입니다.  

이 수동온도보상 측정은 자동온도보상 측정과 유사 합니다. 단지 온도를 

,  버튼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측정 유체의 온도에 맞추어서 조정 

해주어야 합니다.  

그 외 측정 방법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Caution: 버튼을 동시에 같이 누르시면 20℃로 설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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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도보상과 측정결과 전송 

 

당사의 CP-401 의 K 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k=0.198422 T 

 

전극을 사용하시지 않을 경우, 전극 설명서 상의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보편 적인 보관 방법은 최초 전극을 구매 하실 때 보관 되어 

있던 방법으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전극은 보관 용기에 KCl 

용액을 채우신 후, 전극을 증류수에 세정 하신 후에 보관 용기에 보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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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ORP 와 온도측정 
 

1. 측정 
 

당사의 CP-401 은 정확한 ORP Meter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입니다. 측정은 ORP 전극으로 수행되며, 계기의 버튼으로 mV 측정을 
선택하십시오.  

그림. 9. 

 

 

2. 온도측정 
 

- 온도 전극을 계기의 온도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 버튼을 누르셔서 계기의 전원을 ON 하십시오.  

- 측정 유체에 온도 전극을 담그십시오.  

- 측정 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읽으십시오.  

 

당사의 계기는 PT-1000 온도 전극 입니다.  

  : 온도 전극이 연결, 자동온도보상. 

 : 온도 전극 분리, 수동온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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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그 외 기능 
 

1. 시간, 날짜, 자동전원설정 기능 
 

버튼으로 시간 모드(Time)를 선택 하신 후에, 표시부에는 실제 시간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날짜, 자동전원OFF 설정, 건전지 상태 보기 

설정.  

 

 

1.1 시간 표시 

 

시간은 위/아래 줄에 표시됩니다. 위 줄에는 시간과 분, 아래 줄에는 초가 
표시 됩니다. 시간 변경 방법은 다음 장을 참조 하십시오.  

 

 

1.2 날짜 표시 

 

날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표시됩니다(Month – Day – Year). 표시부 위 

줄에는 月과 日, 아래 줄에는 年이 표시됩니다. 

 

 

1.3 자동전원설정 기능 

 

자동전원 OFF 시간 설정을  (Auto-OFF) 이 표시되는 창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Minute 단위로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자동전원 OFF 기능을 설정하지 않으실 때에는 “1” 이라고 표시부에 표시될 
때, 버튼을 누르시면 표시부에  이 표시되면 “자동전원 OFF 기능” 이 

OFF 됩니다. 이 기능에서 빠져나가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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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전지 상태 점검 

 

전원 어뎁터가 연결된 경우, 어뎁터를 분리하시고, Function 버튼으로 

시간기능으로 들어 가십시오. 버튼으로 표시부 위 줄에 이 표시될 

때까지 여러 번 누르십시오 

 

 

 

 

그림. 10. 

 

표시부에는 건전지 잔량이 % 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표시부에  표시 

대신에, 이 표시된다면 건전지 잔량은 100% 입니다. 

 

시간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버튼을 누르십시오. 

 

1.5 시간 날짜 설정 

 

시간, 날짜 모드에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CAL 표시와 함께 변경하실 

부분이 깜박거리게 됩니다. 변경은 버튼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인자가 깜박거리면서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2. 결과값 저장과 읽기 
 

2.1 저장 프린트출력 

 

당사의 계기는 측정 결과값을 200개 까지 저장, 출력(Readout), 프린터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들은 EEPROM 메모리에 저장되며, 이 메모리는 

전원이 꺼진다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프린터 출력을 위해서는 당사의 

EI-401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저장, 프린팅 기능을 선택하시고, 결과값 

표시 방법을 정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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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라미터 저장 출력 

 

위 파라미터 설정은 출력모드(Readout mode)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이 출력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화면은 

최근에 저장된 결과 값 넘버가 표시될 것 입니다. 저장된 값이 없을 경우 “--
--“, 결과 값이 저장된 경우, 저장된 수에 따라 “n00X”이라는 표시가 보일 것 
입니다.   

 버튼으로 출력모드내의 다른 파라미터를 볼 수 있습니다.  

 

A ▶  - 시리즈(Series)로 결과 값 저장, 프린터 출력. 또는 Single results 

저장, 프린터 출력.  

그림.11. 

,  버튼으로 표시부 아래 줄의  or  를 선택 

 선택 시, 시리즈(Series)로 결과값 자동 저장,  

 선택 시,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결과 값 저장.(Single results)  

 

B ▶  - 시리즈에 결과 값을 저장하는 시간 간격. (그림.31).  

그림. 12. 

시간간격을 ,  버튼으로 1초에서 60분 까지 설정 가능.  

▶  파라미터를 로 설정 하셨을 겨우, 이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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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 프린터 출력 - yes or no. 

, 버튼으로 선택,  

 선택 시, 결과 값은 프린터 되며,  

 선택 시, 결과 값은 저장 됩니다.  

 

D ▶  - 결과 값 표시 방법 

,  버튼으로 변경. 

 - 측정넘버, 측정 값, 시간, 날짜 

 - 측정넘버, 측정 값 

 

출력모드로 돌아오기 위해 버튼을 누르십시오. 출력 모드에서 측정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버튼을 누르십시오.  

 

2.3 하나의 측정값 저장 

 

앞의 설명과 같이 single results 저장을 선택 하십시오. 이 후, 매번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측정 값은 저장 됩니다. 결과 값은 순서대로 저장되게 

되며, 저장된 결과 값 삭제는 29.6장을 참조 하십시오. 측정 값을 저장 하시는 

동안 잠깐 표시부에 저장 넘버가 표시됩니다.  

저장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셨는데, 가 표시 될 경우, 결과 값이 더 

이상 저장될 자리가 없습니다.  

 

2.4 측정 시리즈 저장 

 

200개의 결과 값을 측정 시리즈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저장 방법을 선택 하십시오.  

- 시간 간격을 입력 하십시오.  

- 저장된 결과 값 삭제 

- 버튼을 누르셔서 설정 모드를 빠져 나가십시오.  

- 측정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버튼을 누르십시오. 

- 버튼으로 측정 기능을 선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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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으로 시리즈(series)를 저장을 시작 하십시오. (프린터 출력 

모드가 아닐 경우 :  - 프린터 출력 - no) 

 

이 시리즈 저장 측정은 표시부가 깜박 거리면서 수행 중이라는 것을 표시 

합니다.  

시간 간격에 따라 결과값이 저장되기 전에 측정값 넘버가 잠깐 표시 될 

것입니다. 이 시리즈 저장 측정은 혹은  버튼을 누르시면 중지 됩니다.  

그리고 측정 넘버 200 이하에서 시리즈 저장 측정이 중지되었다면 다음에 

시리즈 저장 측정은 연이어서 시작됩니다.  

 

2.5 결과 값 보기 

 

저장된 결과 값을 보기 위해 측정모드로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가장 최근에 저장된 측정값 넘버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넘버에 저장된 결과 값이 보일 것입니다. 버튼으로 전극 

넘버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에서 시간, 날짜 표시 기능을 선택 하십시오.  

 

결과 값 보기 모드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측정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2.6 저장 값 삭제 

 

저장된 결과 값을 삭제 하기 위해: 

- 측정 모드에서 버튼을 누르시고 계십시오.  

-  버튼으로 삭제하시고자 하는 측정 값 넘버를 선택 하십시오.  

-  버튼을 누르시고 계십시오. 잠시 후, 삭제가 완료 되었다는 표시로 

“---“ 표시가 표시됩니다. 이때 주의 하실 것은 선택 하신 넘버 이후의 
결과 값이 함께 삭제되게 됩니다.  

-  결과 값 보기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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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린터출력 
 

계기의 위 부분에 RS-232 입력 단자를 가진 당사의 Centronics 커넥터를 

가진 프린터와 EI – RS232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3.1 프린터 출력 

 

현재 측정 값을 프린터 출력: 

- 계기와 프린터 연결. 

- 계기를 ON 하십시오. 

- 프린터 출력( ) 파라미터를 으로 설정 

- 프린터 출력 형태 설정, single or serial 프린터 출력 설정 

- 프린터의 전원을 ON 하십시오.  

- Single 선택(  - )시,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현재 측정 값이 

프린터 출력 됩니다.  

- Series 선택(  - )시, 버튼을 누르시면 시리즈에 저장된 모든 

값이 프린터 출력 됩니다.  

 

파라미터 설정 중, 을 으로 설정 하실 경우, 측정값과 온도, 날짜, 

시간이 프린터 출력 시 표시 됩니다.  

Series 프린터 출력 시, 출력 중지는 or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3.2 메모리에 저장된 결과값 프린터 출력 

 

메모리에 저장된 결과 값 프린터 출력: 

- 계기와 프린터를 연결하십시오.  

- 계기와 프린터의 전원을 ON 하십시오.  

- 프린터 출력 형태 설정, single or serial 프린터 출력 설정 

- 결과 값 보기 모드로 들어 가십시오. ,  버튼으로 프린터 출력을 

시작할 측정 값 넘버를 선택 하십시오.  버튼을 누르시면 프린터 

출력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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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값은 측정 값 넘버와 함께 프린터 출력 됩니다.  

 

 설정이  일 경우, 선택된 넘버에서 마지막 넘버 까지 프린터 출력.  

 설정이  일 경우, 오직 선택된 넘버의 결과 값 프린터 출력.  

 설정이  일 경우, 측정값과 시간, 날짜가 함께 프린터 출력.  

 
 

4. 전 원 
 

계기는 9V 건전지를 사용하며, 전원 어뎁터는 P 커넥터(그림.2)에 연결 

하십시오.  표시가 보일 경우 건전지를 교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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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사항 
 

pH measurement: 
 

Range Resolution Accuracy (±1 digit) 

-2.000 ~ 16.000 pH 0.001 / 0.01 pH ± 0.002 pH 

 

 INPUT IMPEDANCE:     1012 Ω 
 TEMPERATURE COMPENSATION:  manual/automatic 

 RANGE OF COMPENSATION:  -5.0 ~ 110.0 ℃ 

 pH ELECTRODE CALIBRATION:    automatic, in 1 ~ 5 points 

 

 

Temperature measurement: 
 

IN RANGE          0 ~ 60 ℃ 

THERMAL STABILITY OF ZERO:   0.001 pH/℃ 

 

RANGE OF RECOGNITION AND ENTERING OF THE pH BUFFER SOLUTIONS 

 

Calibration point Range 

1 0,800 ~ 2,100 

2 3,900 ~ 4,100 

3 6,800 ~ 7,100 

4 8,900 ~ 9,400 

5 11,500 ~ 14,000

 

AUTOMATIC CHANGE OF THE pH BUFFER VALUE TOGETHER WITH THE 

TEMPERATURE CHANGE, FOR SAMPLES CONSISTENT WITH NIST 

 

 

mV measurement: 
 

ranges resolution Accuracy (±1 digit) 

-1000 ~ 1000 mV 0.1 mV ±0.1 mV 

 

 INPUT IMPEDANCE:    1012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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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성품목 
 
6.1 기본 구성품목 

 
 Combined pH electrode (glass membrane) 
 Temperature probe Pt-1000B  
 Plastic container for the meter electrode and temperature probe 
 Users manual(한글, 영문) 

 

6.2 추가 구성품목 

 

 ORP measuring electrodes (EMC-133) 
 Power adapter 9V 
 Adapter EI-401 for connecting the printer with Centronics connector 
 4XX-PC cable 
 Software for collecting large number of data on the PC 
 Temperature probe Pt-1000 1/3B with higher accuracy 

 

 

 

6.2 RS-232C Cable 세부도.  



 

 

 

 

Portable Waterproof pH/ORP Meter 
 

CP- 401 
PH/ORP 계측기 

 

 

 

한글 1판 : 2004년 8월 12일 

발행 : 세창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 

 

 

 

 

본 취급설명서에 있는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취급설명서에 명시된 “Elmetron”과는 라이센스 체결이 되어 

있으며 저작권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

니다. 라이센스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무단복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취급설명서의 내용은 세창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진, 복사 또는 녹화를 포함한 전자, 기계 및 기

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생산 및 전송이 금지 되어있습니다. 

 

 

세창인스트루먼트 주식회사 

TEL : 02-6675-6000 (대표), FAX : 02-2109-0123 (대표) 

천리안ID : 세창 

e-mail : sechang@sechang.com 

Internet Website : http://www.sech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