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emical Oxygen Demand Meter 

HC-607 

 Central Kagaku Corp. 
 

 

 

 

 

 

 

 

간단취급설명서 

 

 

 

 

 

 

 

 

 

 

 

 

 

 



Chemical Oxygen Demand Meter / HC-607                                             

1. 기구의 준비 및 세정  
보기에 깨끗하게 보이는 장비 및 기구 등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사의 HC-607은 수질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기구이므로, 모든 사용 기구는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측정에는, 부속품이외에 증류수, 폴리 세정병, 폐액병 , 티슈, A액, B액, 피펫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구를 미리 준비하여 주십시오.  

1)  A 액은 신선하게... 

  개봉 후 6개월 이상 지난 경우는 폐기하고 신선한 것을 사용합니다.  

2) 증류수는 신선한 것으로… 

  증류수가 없는 경우는 시판되는 정제 수를 사용하여주세요.  

3) 전극을 씻는다.  

칫솔에 주방세제를 묻혀 가볍게 문질러 주신 후 잘 헹구어 주십시오.  

4) 피펫 류는 깨끗한가요?  

  증류수로 씻어 건조시킨 것을 사용합니다.  

5) 아래에 설명되는 방법으로, 전용 비이커를 세정합니다.  

①전용 톨 비이커에 , B액 10mL, A액 1mL,를 넣어 증류수를 표시선 까지 
붓습니다.  

② 비이커의 바닥을 책상 위에 붙이며 회전시켜 혼합 합니다.  

③ ①의 비이커에  시계쟁반으로 덮고 가열하는 히터위에 놓아 가열합니다.  

④ 확실하게 지속되는 비등이 시작되면, OXIDATION 키를 누릅니다.  

⑤ 4분후에 [삐.삐.삐.] 하는 예비경보 후, 5분이 되면 [삐-,삐-,삐-] 하고 
경보가 울리므로 OXIDATION키를  다시눌러 경보를 멈추고, 세프티 
밴드를 손가락에 끼우고 비이커를 히터에서 내립니다.  

⑥ 비이커 안의 측정액을 버리고, 증류수로 3회 세정합니다.  

⑦  비이커 안의 물기를 털어 내듯이 건조 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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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샘플 측정하기.  
주의 1: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 3에서 말하는 블랭크(Blank) 측정을 
정기적으로 행합니다.  

1) RENGE 키를 누르고, ▲ 또는 ▼ 키로 예상농도의 2배의 측정렌지에 
맞춥니다.  
예를 들면, 예상농도가 100mg/L 라면 RENGE 200을 선택합니다.  

2) 전용 톨 비이커에 , B액 10mL, 정확히 A액 1mL를 넣고 지정된 양의 샘플을 
넣습니다.  
 ( RENGE 200의 경우에는 샘플의 양 1mL)  

3) 증류수를 표시 선까지 채우고 비이커의 바닥을 책상 위에 붙이며 회전시켜 
혼합 시키십시오.  

4) 그 비이커에 시계쟁반을 덮고 , 가열하는 히터의 위에 올려 가열시킵니다.  

5) 확실히 지속하는 비등이 시작되면 OXIDATION 키를 누릅니다.  

6) 4분후에 [삐.삐.삐.] 하는 예비경보 후 5분이 되면, [삐-,삐-,삐-] 하고 경보가 
울리므로 OXIDATION키를  다시 눌러 경보를 멈추고, 세프티 밴드를 손가락에 
끼우고 비이커를 히터에서 내립니다.  

7) 시계접시에서 물방울을 털어 버리듯 열고, 비이커의 벽면을 흘러내리도록 
증류수를 넣어 다시 표준 선까지 맞춥니다.  

8) 전극 블록을 내리고 , MEASURE키를 누릅니다.  

9) 측정이 끝나면 부저를 울리며 교반기가 정지합니다.  

10) 측정 종료 후, 전극부를 증류수로 헹구고, 비이커의 용액을 폐액병에 
버리고 증류수로 3회 헹굽니다.  

11) 비이커의 외면을 티슈로 닦고, 비이커의 안쪽면은 털어내듯이 건조시켜, 
다음 샘플의 측정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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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랭크 측정  
블랭크 측정은 보다 정확한 측정치를 얻기 위해서 뿐 아니라, 장비의 점검 및 
사용자의 측정 수행 점검을 위한 측정 수행 과정입니다.   

주의: 측정환경등에 의하여 0.0±1.0mg/L 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편차가 크지 않으면(얻어진 블랭크 값 0.0±1.0mg/L 이내면 ) 
문제없습니다.  

1) RENGE 키를 누르고, ▲ 또는 ▼ 키로 RENGE 20 에 맞춥니다.  

2) 전용 톨 비이커에 , B액 10mL, 정확히 A액 1mL를 넣습니다.  

3) 증류수를 표시 선까지 채우고 비이커의 바닥을 책상 위에 붙이며 회전시켜 
혼합(교반) 시킵니다.  

4) 그 비이커에 시계쟁반을 덮고 , 가열하는 히터의 위에 올려 가열시킵니다.  

5) 확실히 지속하는 비등이 시작되면 OXIDATION 키를 누릅니다.  

6) 4분 후에 [삐.삐.삐.] 하는 예비경보 후 5분이 되면, [삐-,삐-,삐-] 하고 경보가 
울리므로 OXIDATION키를  다시 눌러 경보를 멈추고, 세프티 밴드(Safety 
Band)를 손가락에 끼우고 비이커를 히터에서 내립니다.  

7) 시계접시에서 물방울을 털어 버리듯 열고, 비이커의 벽면을 흘러내리도록 
증류수를 넣어 다시 표준 선까지 맞춥니다.  

8) 전극 블록을 내리고 , BLANK 키를 누릅니다.  

9) 측정이 끝나면 부저를 울리며 교반기가 정지합니다.  

10) 측정 종료 후, 전극부를 증류수로 헹구고, 비이커의 용액을 폐액병에 
버리고 증류수로 3회 헹굽니다.  

11) 비이커의 외면을 티슈로 닦고, 비이커의 안쪽면은 털어내듯이 건조 시키고, 
다음 샘플의 측정을 준비합니다.  

 

<< 이런 때에 블랭크 측정을 합니다. >>  

①새로운 A액, B액을 사용할 때  
②새로운 전용 비이커를 사용할 때  
③사용하는 물을 바꿀때( 증류수 <==> 정제수 )  
④저농도 샘플(5mg/L 이하)을 측정할 때  
⑤측정치의 편차가 클 때  
⑥구입시, 및 일주간 이상 측정간격이 생긴 경우  
⑦매일 측정하는 경우, 최저  1회 블랭크 측정을 하여 장비 점검 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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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이  끝나면  
측정이 끝나면 전원을 끄고 ,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4-1.  다음 측정이 일주간 이내일 경우  

전용 비이커에 약 7할 정도 증류수를 넣고 , 전극블록을 내려 전극을 
담궈둡니다.  
다른 도구는 증류수로 헹궈 건조 시킨후 보관합니다.  
시약류는 선반이나 서랍등 빛을 차단하여 보관합니다.  

4-2 다음회의 측정까지 일주일 이상일 경우  

모든 도구 등은 세정 건조하여 보관합니다.  
전극도 분리하여 상자에 넣어 건조 상태에서 보관합니다.  
시약도 선반이나 서랍 등 빛을 비하여 보관합니다.  

 

HC-607 정비(Maintenance)  

항목 정비 (Maintenance) 

전용 톨 비이커 
구입시 및, 일주간을 단위로 하여 고도 세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고도 세정 후는 증류수(세정액)을 채워서 보관합니다.  

전극 
구입시 및 일주간을 단위로 하여 ,  

주방세제로 가볍게 브러싱할 것을 권장합니다. 

A 액 

구입 후 6 개월까지 품질 보정합니다.  

개봉 후는 주 1 회부터 월 1 회의 블랭크 측정을 권장합니다. 

냉암소에 보관하고, 정확히 1mL 씩 덜어 사용합니다. 

B 액 구입 후 6 개월까지 품질 보증 합니다. 

증류수 및 정제수 될 수 있는 한 신선한 것을 준비합니다. 

그 밖의 도구 피펫, 시계접시는 측정의 시 청정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블랭크 측정 

샘플 측정일 적어도 1 회 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구입시 및 정기적(주 1 회~ 월 1회)으로 측정하여도 됩니다. 

블랭크치는 0.0±1.0mg/L 가 이상적이지만,  

측정환경 등에 의하여 변동됩니다.  

그러한 때는 재현하는 블랭크 치±1.0mg/L 이내이면  

측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A 액을 사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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