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REF/ORP 전극 사용 설명서 

 

사전 준비 

모든 센서는 측정부에 흡수 마개가 덮인 상태로 배송 됩니다. 전극에서 흡수 마개를 제거하

고 장기간 보관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합니다. 

 

탈이온수로 측정부 끝을 헹구면, 전극이 사용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배송 중 공기 방울이 유리 수은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기를 제거하려면, 전극을 

체온계를 흔들 때와 같이 유리 수은구가 용액으로 채워질 때까지 흔듭니다. 

 

전극 보관 

pH 유리 전극을 밤중이나 장기간 보관할 때는 4.0 pH 버퍼 액에서 보관합니다. 

 

reference 및 유리/플라스틱 합성 전극은 싱글 접합 타입(single junction type)일 경우 3.0

몰 KCl 용액(pH는 4.0으로 조정)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중 접합 타입(double junction type)일 경우에는 적절한 염분의 3.0 몰 용액을 사용합니다. 

 

전극 유지관리 및 세정 

느린 반응이나 재생이 불가능해진 측정은 전극이 불순물로 덮이거나 막힌 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리가 불순물로 덮여 두꺼워지거나 막힌 경우 측정에 걸리는 시간이 증가합니다(보통 마지

막 측정의 95%정도가 10초 안에 측정됨). 

메틸 알코올로 헹구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반응 속도를 회복합니다. 

 

O.R.P. 전극은 크로커스 종이로 가끔 추가적으로 세정이 필요합니다. 

 

메틸 알코올로 헹구어도 반응 시간을 회복하지 못하면, 5분 동안 0.1M HCl에 담급니다. 물

로 헹구어서 제거 한 후, 5분간 0.1M NaOH로 대체합니다. 제거하고, 다시 헹구고, 사용하

기 전 4.0pH 버퍼 액에 10분간 담급니다. 

 

pH 전극을 계속해서 60℃이상에서 사용하면, pH 유리의 외피 층이 감도를 떨어뜨리게 됩니

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1. 10% 불화수소암모늄 액을 준비합니다. 



2. 전극을 10~20 초 동안 담급니다. 

3. 물로 헹굽니다. 

4. 5 Molar HCl에 5분 동안 담그면 과잉 불화물이 제거됩니다.  

5. 다시 물에 헹굽니다. 

6. 사용전 4pH 버퍼 액에 1시간 동안 담급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화학 작용이며 불화화합물에 정통한 숙련된 화학자만 다루어야 합니다. 

 

주의: 모든 pH 전극은 4.0 pH 버퍼 액과 같은 약간 산성인 용액에 저장된 후 가장 반응을 

잘 합니다. 

 

reference 전극은 측정되고 있는 용액에 전기 접촉을 위해 액체 접합부를 사용합니다. 접합

부에 불순물이 끼거나 막히게 되면, 변동이 심해집니다. 메틸 알코올 또는 0.1 Molar HCl으

로 정기적으로 세정하면 전극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보관은 약산성인 3.0 Molar KCl 용액에 해야 합니다. 

 

REFERENCE와 pH GLASS 전극을 합친 COMBINATION pH 전극은 위에 기술된 대로 세정

하고 3.0 Molar KCl 용액에 보관하면 됩니다. 

 

Filling Solution 

주의: 어떤 합성 전극은 KCl gel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전극은 충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극 측면에 충전 구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reference 전극- 포화 KCl Combination pH/ORP 전극- AgCl 포함 3.0 Molar KCl 

 

전극을 충전하려면, 플라스틱 링을 빼내어 양쪽 구멍을 드러냅니다. 작은 세척기를 사용하

여 충전 용액이 구멍과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위에 명기된 충전 용액으로 전극의 외형체를

(구멍을 통해) 채웁니다. 플라스틱 링을 다시 끼우고 구멍을 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