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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et 2724-2726 및 2734-2736 계열 DryLoc pH 및 산화환원전위(ORP)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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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 한국어

Signet 범용 2724-2726 및 고성능 2734-2736 계열 pH 및
ORP 전극은 유지보수 시간은 최소화하고 성능 수명과 값은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고유한 DryLoc® 커넥터는 금도금 접점과 O링 밀봉을 특징으로 하는 신속한 조립 및 안전한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 특허 받은 설계인 길어진 레퍼런스 챔버의 이용으로 전극의 사용 수명을 연장해 줍니다. 

• 유체 접촉부의 재질은 광범위한 산업 응용환경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합니다. 

• 다양한 마운팅 기능을 통해 설치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극들은 ¾인치 NPT 
또는 ISO 7/1 R¾인치 파이프 피팅에 나사 체결할 수 있으며 탱크의 수중에 잠기게 하거나 
0.5" ~ 4" 사이즈의 통상적인 Signet 설치 피팅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 2724-2726 또는 2734-2736 전극을 Signet 2751 스마트 센서 전자기기 또는 2760 
증폭기와 결합하여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제어기(PLC), SCADA 시스템 또는 데이터 로거에 
4 ~ 20mA 루프를 제공합니다.

• 제조, 보정 및 작동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메모리 칩이 활성화됩니다. 
-  제조 정보(일련번호, 모델 번호 및 출고시 유리 임피던스).
-  보정 정보(출고시 보정 pH/ORP, 출고시 보정 온도, 사용자 보정 pH/ ORP, 사용자 

보정 온도, 오프셋 pH/ORP 및 기울기 효율 % pH/ORP).
-  작동 데이터(센서 실행 시간, 최소 및 최대 측정 pH/ ORP, 최소 및 최대 측정 온도).

• 보다 많은 유연성과 고유한 기능들을 얻기 위하여 2724-2726 또는 2734-2736 계열은 
2751 스마트 센서 전자기기와 9900 트랜스미터, 9950 듀얼 채널 트랜스미터 또는 0486 
프로피버스 집선기에 짝을 지어 연결합니다. 추가 기능들로는 유리 임피던스 측정, 유리 파손 
탐지 및 기준 임피던스 측정을 통한 전극 상태 모니터링과 진단이 포함됩니다. 편리한 원격 
보정으로 현장 보정의 번잡한 과정들을 제거하였습니다. 

• 디지털 (S3L) 직렬 데이터 출력을 사용하는 6개의 2751 pH/ORP 센서 전자장치로 최대 6개의 
2724-2726 또는 2734-2736 전극을 한 대의 8900 다중 매개변수 제어기에 연결합니다.

• 진정으로 놀라운 기능, 옵션, 측정을 한데 모으기 위하여 디지털 (S3L) 직렬 데이터 출력을 
사용하는 두 개의 2751 pH/ORP 센서 전자장치로 최대 두 개의 2724-2726 또는 2734-2736 
전극을 한 대의 9950 듀얼 채널 트랜스미터에 연결합니다.

• 2724-2726 전극은 범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는 고성능 2734-2736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2734-2736 전극은 첨단 레퍼런스 기술과 특수 제조 유리를 사용하여 모든 응용 분야에서 
전극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암�및�생식기에�유해 
www.p65warning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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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목록�캘리포니아 
Proposition ��
경고:

https://www.gfps.com/country_US/en_US/products/sensors/phorp-sensors/27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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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및 ORP 센서의 고정 너트는 화학 반응성이 있는 물질과 
장시간 접촉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강산, 부식성 물질과 
용제 또는 그 증기로 인해 고정 너트가 파손되면 센서가 배출되어 
공정 유체가 손실됨으로써 장비 손상과 심한 인체 부상 등 심각한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나 유출 등으로 인해 이러한 물질과 접촉했을 수 
있는 고정 너트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1. 화학물질이나 용제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눈, 안면, 손, 전신 및/또는 
호흡기 보호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설치 또는 제거 전:
• 시스템을 감압하고 압력을 배출합니다.
• 센서 높이보다 아래로 배수합니다.

3. 사용 전 약품 내식성을 확인합니다.
4. 최대 온도/압력 사양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5. 제품 구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나사 연결부에 설치하려면:
6. 나사부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나사가 손상된 센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7. 산업 실무에 따라 3/4" M-NPT 또는 ISO 7/1-R 3/4 압력 접속부 연결 

나사에 PTFE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8. 압력 접속부에 센서를 손으로 체결합니다.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경고/위험
잠재적 위험을 나타냅니다. 모든 경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비의 손상,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PPE)
Signet 제품을 설치 및 서비스하는 동안 항상 가장 적절한 
PPE를 사용하십시오.
가압 시스템 경고
센서에 압력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설치 또는 제거하기 전 
주의하여 시스템 압력을 배출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장비가 손상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Hand tighten only!

손으로만 조이십시오.
과도하게 조일 경우 제품의 나사산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고정 너트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공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리한 이후 공구 사용으로 제품이 손상되면 제품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기술 노트
추가 정보 또는 상세 절차를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동결시키지 마십시오.

동결시키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온도에 민감하며 동결가능한 액체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동결시 pH, ORP및 염소 전극이 손상되어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사:
¾인치 NPT 또는

ISO �/� R¾

18.3 mm
(0.72 인치)

95.76 mm
(3.77 인치)

6.35 mm
(0.25 인치)

19.05 mm
(0.75 인치)

25.4 mm
(1.0인치)

44.45 mm
(1.75 인치)

2724, 2725, 2734 및 2735 납직형 유리 전극

8.89 mm
(0.35 인치)

95.76 mm
(3.77 인치)

나사:
¾인치 NPT 또는

ISO �/� R¾

18.3 mm
(0.72 인치)

19.05 mm
(0.75 인치)

25.4 mm
(1.0 인치)

53.34 mm
(2.1 인치)

6.35 mm
(0.25 인치)

2726 & 2736 보호되는 벌브형 유리 전극

Georg Fischer의 Signet 측정 제품군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 등록을 원하시면 현재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당사 웹사이트 www.gfsignet.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서비스 및 지원에서 제품 등록 양식을 클릭하십시오.
 •  제품 등록 양식이 PDF 매뉴얼(디지털 사본)인 경우 

여기를클릭해 주십시오..

가장 최근의 보증서는 고객께서 계신 현지 Georg Fischer 판매 
대리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증 수리와 비보증 수리를 위하여 반품하는 모든 상품은 완전히 
작성된 서비스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품은 지역 GF 사업장이나 
판매 대리점에 반품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양식 없이 반품한 제품은 보증에 따른 교환 또는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수명이 제한적인 Signet 제품들은(예: pH, ORP, 염소 전극, 
보정용액: 예: pH 완충용액, 탁도 표준액 또는 기타 용액) 개봉 후에 
보증이 되지만 공정 또는 적용 하자(예: 고온, 화학 독성, 건조) 또는 
잘못된 취급(예: 유리 파손, 막 손상, 동결 및/또는 극한의 온도)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 이러한 유형의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유형의 장비 사용에 
익숙한 작업자에게 본 제품 사용을 
허락합니다.

• 작업자는 가압 배관 시스템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들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 작업자는 필요한 모든 안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증 정보

약품 내식성

치수

제품 등록

약품 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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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호환성 ..............................   2751 pH/ORP 스마트 센서 전자기기, 

2760 pH/ORP 전치 증폭기 
(2724-2726 3K Balco 전용)

pH 온도 센서:
PT1000 ............................  2751 pH/ORP 스마트 센서 전자기기와 호환 

가능
 다음에 연결 ..................  PLC, 9900 트랜스미터 8900 다중 매개변수 

제어기 9950 듀얼 채널 트랜스미터
3 KΩ Balco ..................... 2760 전치 증폭기와 호환
 다음에 연결 .................. 8750 pH/ORP 트랜스미터에 연결
압력 접속부 ......................  ¾인치 NPT, ISO 7/1 R¾ 나사 또는  

0.5" ~ 사이즈 Signet 설치 피팅
유체 접촉부 재질
pH(2724 및 2726) ...........  PPS, 유리,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 PE], 

바이톤[FKM]
ORP (2725) .....................  PPS, 유리, 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 PE], 

바이톤[FKM], 백금
pH (2734 & 2736) ...........  PPS, 유리,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바이톤[FKM]
ORP (2735) .....................  PPS, 유리,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바이톤[FKM], 백금
출하 중량 ..................... 0.25 kg (0.55 lb)
성능
효율 
2724-2726 ....................... 25°C(77°F)에서 > 97%
2734-2736 ....................... 25°C(77°F)에서 > 95%
• 효율은 새 전극의 "상태 건전성"을 나타냅니다.
•  25°C에서 실제 기울기(mV/pH)와 59.16mV/pH의 이론적 출력을 

비교하여 효율을 측정합니다.
•  95% ~ 100%의 효율은 56.20 ~ 59.16mV/pH의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측정 범위
pH ................................... 0  ~ 14
ORP ................................. ±2000 mV
3-2726-LC .......................  전기 전도도가 낮은 유체(20 ~ 100μS/cm)
 ≤ 20 µS/cm ................  올바르게 접지된 시스템에서는 유량이 150ml/

min보다 적어야 합니다.
3-2724-HF, 3-2726-HF, 3-2734-HF, 3-2736-HF:
플루오린화 수소산 내산성 유리, pH6 이하. 미량 HF ≤ 2%
농도 2% 이하의 플로오린화 수소산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공정 혼란이 
발생할 경우 표준 pH 유리를 공격하여 이 pH 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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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온도 및 압력 정격

환경적 요구사항
작동온도
2724-2726* ...............................-10°C ~ 85°C(14°F ~ 185°F
2734-2736* ............................... 10°C ~ 100°C(50°F ~ 212°F)
 *  3-2724-HF, 3-2726-HF, 3-2734-HF, 3-2736-HF의 최고 성능은 

10°C(50°F) 이상입니다.
참고: 센서 전자장치는 온도가 85°C(185°F)를 초과할 경우 원격으로 
장착하여야 합니다.

작동압력 범위
2724-2726:

• 0 ~ 6.9 bar (0 ~ 100 psi) @ -10 °C ~ 65 °C (14 °F ~ 149 °F)
• 선형성 저하 
• 65°C ~ 85°C(149°F ~ 185°F)에서 6.9 ~ 4.0bar(100 ~ 58psi)

2734-2736:
• 0 ~ 6.9 bar (0 ~ 100 psi) @ 10 °C ~ 65 °C (50 °F ~ 149 °F)
• 선형성 저하 
• 65°C ~ 85°C(149°F ~ 185°F)에서 6.9 ~ 4.0bar(100 ~ 58psi)

권장 보관온도
pH/ORP 전극 .............................0°C ~ 50°C(32°F ~ 122°F)

•  0°C(32°F) 이하에서 배송하거나 보관할 경우 전극 유리가 
파손될 것입니다.

•  50°C(122°F)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할 경우 전극의 성능 
수명이 짧아질 것입니다.동결시키지 마십시오.

사양

표준 및 승인
•  유럽통합규격인증[CE], EU 폐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지침

[WEEE], RoHS[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준수
•  ISO 9001, ISO 14001 및 ISO 45001에 따라 제조됩니다.
 중국 RoHS(자세한 내용은 www.gfsignet.com 참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칙 제 15부에 따른 적합성 선언
이 장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칙 제 15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이 장치에서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REACH 정보 의무: 유럽 REACh 규정(EC) 33조항
No. 1907/2006에 따라 납과 아크릴아미드 물질이 0.1%(w/w) 
이상의 농도로 각각 유리 기지에 중합 겔로써 존재합니다. 평소 사용 
중 입자는 전혀 위험하지 않으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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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26-LC pH 전극은 전기전도도가 100μS 미만인 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 ~ 100μS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유량 범위는 1m/s(3ft/s)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μS 미만의 액체에서 사용한 경우 유량 범위는 150ml/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센서는 잘 접지된 셀에 장착하여야 합니다. 

3-2751-X, 
3-2760-X1
내부 배관 

전치 증폭기

전극

Signet 설치 피팅 DN15 ~ DN100(½인치 ~ 4인치)

플렉시블 도관
시스템과 호환되는 
비광유계 윤활제(
그리스)로 O링을 
가볍게 윤활합니다.

Hand tighten only!

플렉시블 도관

PTFE 테이프

피팅(고객이 제공)
전극

3-2751-X 3-2760-X
수중용 전치증폭기

시스템과 호환되는 
비광유계 윤활제 
(그리스)로 O링을 
가볍게 윤활합니다.

Hand tighten only!

0°

1. 전극은 임의의 각도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2. 에어포켓과 침전물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3. 피팅은 유동 안에 전극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파이프의 
최하단에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편의를 위하여 Signet 설치 
피팅을 선택합니다(0.5" ~ 4" 
사이즈 범위). 시스템과 호환되는 
비광유계 윤활제(그리스)로 O링을 
가볍게 윤활합니다.

참고:
표준 나사식 피팅에 장착할 경우 전극을 수평 포지션에서 
아래로 60도로 장착하여야 합니다.

See peel & stick warning label on back! 
Attach near sensor

3-2700.615  (B-04/08)

1.   Use appropriate eye, face, hand, body
      and/or respiratory protection when using
      chemicals or solvents
2.   Prior to installation or removal:
        a.  Depressurize and vent system
        b.  Drain below sensor level
3.   Confirm chemical compatibility before use
4.   Do not exceed the maximum              
      temperature/pressure specifications
5.   Do not alter product construction

If installing into a threaded connection:

6.   Inspect threads to ensure integrity.  Do not 
      install a sensor that has damaged threads
7.   Apply PTFE tape to the process connection 
      threads in accordance with industry 
      practices 
8.   Hand tighten the sensor into the process     
      connection.             DO NOT USE TOOLS   

Failure to follow
these instructions may
result in personal injury

WARNING

SAFETY INSTRUCTIONS

5. 전극 바디에 ¾인치 M-NPT 
또는 ISO 7/1-R ¾ 나사를 
사용하여 전극을 리듀싱 T자 
관 피팅에 설치합니다.

6. 나사에 결함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나사부가 손상된 
전극은 설치하지 마십시오.

7. M-NPT 또는 ISO 7/1-R ¾ 
압력 접속부 나사에는 산업 
표준에 따라 PTFE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8. 매끄럽고 마감이 잘된 배관 설치용 부속을 사용하면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9. 필요시 유체가 전극 팁 주위에 체류하도록 디프레션(트랩)을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압력 접속부에는 전극을 손으로 조이십시오.전극을 설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구도 사용하지 마십시오.렌치, 펜치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 센서 바디에 
과도한 응력이 가해져서 센서가 파손되고 
이후 공정 유체가 유출될 것입니다.

주의:  
파손된 센서는 피팅에서 강제로 
배출될 수 있어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1. 점착식 라벨로 된 안전 지침을 센서 근처에 
붙여야 할 것입니다.

손잡이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노란색 고정 캡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구나 윤활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PTFE 테이프

See peel & stick warning label on back! 
Attach nea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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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 appropriate eye, face, hand, body
      and/or respiratory protection when using
      chemicals or solvents
2.   Prior to installation or removal:
        a.  Depressurize and vent system
        b.  Drain below sensor level
3.   Confirm chemical compatibility before use
4.   Do not exceed the maximum              
      temperature/pressure specifications
5.   Do not alter product construction

If installing into a threaded connection:

6.   Inspect threads to ensure integrity.  Do not 
      install a sensor that has damaged threads
7.   Apply PTFE tape to the process connection 
      threads in accordance with industry 
      practices 
8.   Hand tighten the sensor into the process     
      connection.             DO NOT USE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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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instructions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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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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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e appropriate eye, face, hand, body
      and/or respiratory protection when using
      chemicals or solvents
2.   Prior to installation or removal:
        a.  Depressurize and vent system
        b.  Drain below sensor level
3.   Confirm chemical compatibility before use
4.   Do not exceed the maximum              
      temperature/pressure specifications
5.   Do not alter product construction

If installing into a threaded connection:

6.   Inspect threads to ensure integrity.  Do not 
      install a sensor that has damaged threads
7.   Apply PTFE tape to the process connection 
      threads in accordance with industry 
      practices 
8.   Hand tighten the sensor into the process     
      connection.             DO NOT USE TOOLS   

Failure to follow
these instructions may
result in personal injury

WARNING

SAFETY INSTRUCTIONS

시스템과 호환되는 비광유계 
윤활제(그리스)로 O링을 가볍게 

윤활합니다.

OK OKOK

270°

0°

90°

180°

300°240°

YESYES

NO

NO

NO NO

내부 배관 설치

낮은 전기전도도 설치

고객이 제공한 T자 관 또는 
리듀싱 T자 관

GF Signet 설치 피팅 0.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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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et pH/ORP 전극은 부수적인 전치 증폭기 또는 센서 전자장치의 상단의 ¾인치(ISO 7/1-R ¾) 나사에 도관을 부착함으로써 
탱크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전극 상단의 O링은 전치 증폭기에 매우 밀착되어 부착됩니다. 소량의 비광유계 윤활제를 사용하면 조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전치 증폭기로 수분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인치 ~ 4인치의 실란트로 도관을 다시 메웁니다.
3. 여유공간이 충분한 장소에 전극을 장착하여 정기 세정과 재보정을 위해 탈착하기 쉽도록 하십시오.
4. 전극 유리가 완전히 수중에 잠기는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기술 노트:
• 시약 추가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탱크 출구 근처에 전극을 

장착합니다.
• 전치 증폭기 상단에 ¾인치(ISO 7/1-R ¾) 나사를 사용하여 

파이프 또는 도관 내부에 케이블을 부설합니다.
• 시스템 유지보수 동안 임시 보관하는 경우 탈수를 피하기 위하여 

pH 4 완충용액에 전극의 팁을 담급니다.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극 팁을 3.0mol/L KCl 용액에 담급니다.

타입 설명 타입 설명
플라스틱 T자 관

PVC 새들

철
스트랩 체결 
새들

· ½인치 ~ �인치 크기로 출시
· PVC, CPVC, 용제 시멘트 소켓 포함
· PVDF 또는 PP, 유니언 종단 피팅 포함

· �인치 ~ �인치 크기로 출시
· 파이프내 � ~ �/��인치 구멍 필요

· �인치 ~ �인치 크기로 출시
· 파이프내 � ~ �/��인치 구멍 필요

· �인치 ~ �인치 크기로 출시
· 파이프내 � ~ �/��인치 구멍 필요
· 자격증이 있는 용접공만 설치 허가

· ½인치 ~ �인치 크기로 출시
· 암 NPT 종단

· �인치 이상 파이프에 설치 용도(�¼인치 NPT)
· PVC, CPVC 또는 PVDF 버전
· 소켓형인지 아니면 �¼인치 NPT 수 나사형인지 지정해 주십시오
· 공장에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탄소강 웰도렛

탄소강 나사식 T자 관

범용 파이프 어댑터

내부 배관 제거 절차:
1. 배관 시스템을 감압하고 압력을 배출합니다.
2. 센서 높이 이하에서 시스템을 배수합니다.
3. 제거하는 동안 보안경이나 안면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화학물질이나 

용제에 관한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한 눈, 안면, 손, 바디 및/또는 호흡 
보호장치를 사용합니다.

4. 유지보수를 위하여 센서를 제거할 때에는 우발적 개방으로 잠재적인 
위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락 아웃/태그 
아웃 절차를 준수해 주십시오.

• 이러한 유형의 장비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러한 유형의 장비 사용에 
익숙한 작업자에게 본 제품 사용을 
허락합니다.

• 작업자는 압력을 받는 배관 시스템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작업자는 필요한 모든 안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중 설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부속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   ¾인치 파이프, ¾인치 파이프(DN 20) 수 어댑터, 파이프 

어셈블리 상단에 방수 연결
• 배선 접속함
• 파이프 클램프(신속 탈착방식 권장)
• 밀폐된 탱크용 탱크 플랜지
•   실리콘 코킹 실란트와 PTFE 테이프

O링 윤활

3 ~ 4
인치 코킹 
실란트로 
메웁니다.

1 2 33 4

열린 
탱크

닫힌 
탱크

1 2 33 4

2751/2760 pH/ORP 센서 전자장치에 대해서는 2724-2726 / 2734-2736

Signet 설치 피팅

수중 설치

인라인 설치에서 제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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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관리
적용하는 방식 및 필요한 정밀도에 따라 pH 및 ORP 전극은 정기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염되거나 더러워진 전극은 적절하게 세정, 컨디셔닝 후 보정한 전극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극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액은 코팅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을 하거나 근처에서 작업할 때에는 항상 적절한 안전복을 착용하고 적절한 안전 실무를 연습하십시오. 

• 일반 세정 – 전극을 5분간 따뜻한 수돗물(< 140°F)과 주방용 액상 세제 등 중성세제의 혼합물에 담그십시오. 치솔 등과 같은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여 입자를 닦아낼 수도 있습니다. 

• 생물막과 박테리아의 성장 – 전극을 희석한 가정용 세탁 표백제 용액(pH 전극만)에 담급니다. 표백제:물을 1:10 비율로 희석하여 10분간 
담급니다. 

• 알칼리 또는 스케일 – 전극을 2% ~ 5% 염산(HCl) 용액이나 아세트산에 5분 미만 담그면 석회/칼슘 및 광물 축적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산성 오염물질 – 전극을 약산성 용액에 수 분만 담그면 산성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2% ~ 5% 미만 NaOH). 독성이 가장 적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작 재료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담근지 2 ~ 5분 내에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합니다.

• 유성 또는 유기질 코팅 – 140°F 이하의 따뜻한 수돗물과 접시 세정제에 5 ~ 10분간 프로브를 담급니다. 또는 제작 재료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용제(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이와 유사한 화학물질)를 사용합니다. 필요 시 매우 부드러운 치솔로 접합부 및/또는 
유리를 부드럽게 청소하고 2% ~ 5% NaOH(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잠시 담가 둡니다(2 ~ 5분). pH의 경우(ORP 아님) 주방용 세제의 대신 
가정용 표백제(4 ~ 6%)를 사용하여 까다로운 유기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ORP 백금 도금 –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종이 타월을 사용하여 전극 표면을 서서히 닦습니다.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로 세정하면 정확한 
측정 시간과 응답 시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최후의 방법은 고착된 고팅을 제거하기 위하여 0.3 ~ 1.0 미크론의 알루미나 연마 슬러리로 
백금 표면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 세정 후 pH/ORP 전극을 희석된 물이나 수돗물에 담근 후 전극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사합니다. 센서는 
처음에는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정 화학작용으로 인해 일시적인 오프셋을 갖게 됩니다. 항상 적절히 컨디셔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극 컨디셔닝
센서 팁을(pH 또는 ORP) 3mol/L KCl(염화칼륨) 용액에 최소 45분간 담가서 재생/컨디셔닝을 실시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세정하려면 염화칼륨에 더 오랜 시간 담가야 합니다. 전극을 담그지 않을 경우 세정 절차 후 한동안 전극이 표류하여 보정 절차/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클리닝과 컨디셔닝 결과가 작동 공차 내에 있을 경우 pH/ORP 센서를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공차 내에서 pH/ORP 센서를 판독할 수 없을 경우 센서를 교체해야 할 시기입니다.

• 전극 날짜 코드는 전극의 제조일자를 나타냅니다.
• 전극은 가능한 곧 정비되어야 하며 2년 이상 

미개봉한 채 박스 안에 넣어두지 않아야 합니다.
• 시간이 경과하면 보관용액(전극 팁을 덮은 "수납부"

에 있음)이 증발 또는 유출되어 정밀 센싱 팁과 기준 
접점이 마를 수 있습니다.

• 마른 전극을 원상 복구하려면 24 ~ 48시간 동안 
3.0mol/L KCl 용액에 팁을 담급니다.  
KCl 용액을 140°F 이하로 예열하면 탈수 과정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된 전극도 작동할 수 있지만 탈수되려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 과도하게 건조된 전극은 원상복구가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숫자 = 년도
5 = 2010
6 = 2011
7 = 2012
8 = 2013
9 = 2014
0 = 2015
1 = 2016
2 = 2017
3 = 2018
4 = 2019
5 = 2020
6 = 2021

문자 = 월
N = 1월
M = 2월
L = 3월
K = 4월
J = 5월
H = 6월
G = 7월
F = 8월
E = 9월
D = 10월
C = 11월
B = 12월

K2K2
K2K2

예: K2 =  2017년 4월 제조

전극 날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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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전극에는 시스템을 보정해야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온도 보정

pH 값이 중성(pH 7)에서 이동하거나 온도가 25ºC로부터 이동하는 경우 전자화학적 출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 예: pH 5에서 온도가 25°C인 경우 전극의 mV 출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온도가 15°C로 떨어지면 전극 출력은 pH 0.06 단위 이동할 것입니다.

• 전극의 온도 출력은(3KΩ Balco 또는 PT1000 RTD에 의해 측정함) 1회만 보정하여야 합니다. 새 전극을 설치한 경우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온도 측정은 전자화학적 측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새 pH 전극에서 온도 결과는 pH/mV 보정 전  항상 보정하여야 합니다.
 참고: 모든 Signet 트랜스미터와 제어기는 자동 온도 보상 기능을 통합합니다.

유체내 온도 변화로 인한 pH 오류
°C pH 2 pH 3 pH 4 pH 5 pH 6 pH 7 pH 8 pH 9 pH 10 pH 11 pH 12
15 0.15 0.12 0.09 **0.06 0.03 0 0.03 0.06 0.09 0.12 0.15
25 0 0 0 * 0 0 0 0 0 0 0 0
35 0.15 0.12 0.09 0.06 0.03 0 0.03 0.06 0.09 0.12 0.15
45 0.3 0.24 0.18 0.12 0.06 0 0.06 0.12 0.18 0.24 0.3
55 0.45 0.36 0.27 0.18 0.09 0 0.09 0.18 0.27 0.36 0.45표 1

pH 시스템 보정

오프셋 및 기울기 보정
pH 전극 보정은 부단히 변화하는 특성때문에 전극을 표준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전극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고갈되는 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스템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측기를 정기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온도, 코팅 및 
사용된 화학물질 등 프로브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많은 영향 요인들이 있습니다. 세정과 컨디셔닝 후 pH 값이 다른 두 가지 pH 완충용액에 
담가서 Signet pH 전극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2점 보정).

pH 전극은 pH가 알려진 완충용액에 넣고 셀 전위를 측정하여 보정합니다. 이것은 pH 2 ~ 11 범위 내에 있는  
pH의 선형 함수이므로 두 개의 보정 지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보정 완충용액은 pH 4.01 및  
pH 7.00(25°C에서)입니다. 산성 ~ 중성 범위에서 pH를 측정한 경우 보정을 위하여 pH 4.01 완충용액과  
pH 7.00 완충용액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알칼리 표본을 측정할 경우보정을 위하여 7.00 완충용액과 
10.01 완충용액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ion. 

유리 전극의 반응은 오프셋과 기울기 두 개의 매개변수로 그 특성이 결정됩니다. pH 7에서 pH 전극의 이론적인  
출력은 0mV입니다. 오프셋 또는 제로 pH는 pH와 공칭값의 편차입니다. Signet 트랜스미터에서는 표준 
[STANDARD] 메뉴에서 오프셋 보정을 수행합니다.

유리 전극의 기울기는 매 pH 단위마다(mV/pH) mV로 전개됩니다. 25°C에서 이론적 기울기는 59.16mV/pH입니다.
 따라서 pH 4.01에서 +177mV의 전위가 발생할 것이며 pH 10.01에서는(더 낮은 H+ 농도) -177mV의 전위가 발생할 
것입니다(표 2 참조 2). 그러나 새 전극은 pH 7.00에서 0 ± 15mV를 발생할 것이며 93.2% ~ 103% 사이의 기울기  
효율을 가질 것입니다. Signet 트랜스미터에서는 기울기[SLOPE] 메뉴에서 수동 기울기 보정을 수행합니다.

25°C에서 이론적 
mV 값

pH mV
2 +295.8
3 +236.64
4 +177.48
5 +118.32
6 +59.16
7 0
8 –59.16
9 –118.32
10 –177.48
11 –236.64
12 –295.8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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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시스템 보정 계속

ORP 전극은 일반 pH 센서에 비해 보정이 덜 자주 필요하므로 산화환원전위는 도금 측정 전극과 용액내 산화환원종간 상호작용의 특징입니다.

ORP 측정값은 공정 용액 환원전위 또는 산화전위의 유일한 지표입니다. 항상 단일 지점 보정(표준화)을 수행하십시오. 9900 또는 9950 
트랜스미터를 사용하면 표준[STANDARD] 메뉴에서 표준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SLOPE] 보정은 무시합니다. EasyCal 메뉴에서 ORP 
전극을 보정할 경우(IV 세대 이후 9900 트랜스미터) 1점 보정이 유일한 옵션일 것입니다.

새 산화환원전위(ORP) 전극은 등재된 값 +/- 20mV를 측정합니다. 센서 자체의 반복성을 +/- 20mV로 가정해도 2점 보정으로는 측정 정밀도가 
향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ORP는 온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5°C에서 측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얻게 되는 혜택은 상실될 것입니다. 
용액 내에 단 한 가지의 산화환원쌍이 존재하며 그 화학적 작용을 알고 있는 매우 드문 상황에서 진정한 2점 보정이 가능합니다.

보정은 포화에 도달할 때까지(표 3) Zobell 용액이나 Light 용액 등과 같이 사전 제조한 ORP 표준 용액 또는 퀸하이드론 분말을 섞은 표준 pH 4.01 
완충용액과 pH 7.00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만든 용액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퀸하이드론이 용해될 경우 계속 소량을 추가하여 
혼합 후 소량의 퀸하이드론이 용해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될 때까지 젓습니다. 퀸하이드론은 ORP 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산화제입니다. Zobell 
용액이 Signet ORP 계측시 기능과 호환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사전 패키징되거나 혼합된 퀸하이드론 용액은 진하고 전극에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보정 후 전극을 다시 공정에 투입하기 
전 적절히 컨디셔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실 측정기로 확인한 알려진 그랩 표본(grab sample)을 기반으로 ORP 전자장치를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mV 값이 공정값과 가장 가까운 용액을 선택하고 가능하다면 공정 온도가 오프셋을 최소화하도록 용액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ORP 전극은 오프셋이 50mV를 초과할 때까지 작동합니다.
오프셋이 50mV보다 크게 측정될 경우 전극을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ORP 전극은 온도 센서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유일하게 필요한 시스템 보정은 전기 화학적 조정뿐입니다.

Zobell 용액 Light 용액 pH 4 완충용액
퀸하이드론 포함*

pH 7 완충용액
퀸하이드론 포함*

20°C에서 ORP 268 mV 92 mV
25°C에서 ORP 228 mV 469 mV 263 mV 86 mV
30°C에서 ORP 258 mV 79 mV

* 1/8g 퀸하이드론으로 pH 4 또는 pH 
완충용액 50mL를 포화시킵니다.

표3:
ORP 테스트 용액

ORP 시스템 보정

pH 전극 기울기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
pH 4.01 및 pH 7.00의 두 가지 pH 완충용액을 선택하여 pH 프로브 성능을 점검합니다. pH 차(7.00 – 4.01)에 대한 측정 전위(E2 ~ E1)의 비가 
직선 라인의 기울기입니다.

1. 두 가지 보정 완충용액에서 전극에 의해 발생한 mV 전위를 읽습니다.
2. 기울기를 결정합니다(pH 단위당 발생한 mV 전위).
3. 이 값을 이론적 기울기(25°C에서 59.16mV/pH)로 나누고 100을 곱합니다.  

예제 1
pH 전극은 pH 7.00 완충용액에서는 -12mV를 발생하고
pH 4.01 완충용액에서는 +162mV를 발생합니다.

160 mV  - (-12 mV) = 172 mV
172mV/ 3 = 57.33mV/pH 단위
57.33/59.16 x 100 = 96.9% 기울기 효율

예제 2에서 90.1%의 기울기 효율은 허용할 수 있지만 -45mV의 오프셋은 수락할 수 없습니다. 오프셋 변동은 기준 전극이 오염되거나 중독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기울기 변동은 유리가 부식되거나 딱딱한 축적물이 덮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전극이 노후화됨에 따라 기울기가 점차 감소하며 대개 85% ~ 105% 사이 기울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값(pH 7.00)이 +/- 45mV보다 큰 
경우 전극을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극의 정밀도가 커야 할 경우 오프셋과 기울기 값이 가능한 이론값에 가까워야 합니다.

2점 pH 보정은 계측기 설명서의 보정 절차 절을 참조합니다. 센서를 4 ~ 20mA
‘블라인드 적용’에 사용할 경우 2751 스마트 센서 전자장치의 보정 절,  2점 EasyCal pH 보정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2
pH 전극은 pH 7.00 완충용액에서는 -45mV를 발생하고 
pH 4.01 완충용액에서는 +115mV를 발생합니다.

115 mV - (-45 mV) = 160 mV
160 mV/3 = 53.33 mV/pH unit
53.33/59.16 x 100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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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용액
pH 및 ORP 측정 정확도를 위하여 완충용액의 적절한 취급, 보관과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충용액이 오염되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경우 
보정이 부정확해질 것이며 이후의 모든 측정은 부정확한 측정이 될 것입니다.

• pH 전극을 보정할 때에는 항상 사용자의 표본 범위 내의 pH 완충용액을 사용하십시오.
• 정확한 보정을 위하여 전극과 완충용액이 항상 동일한 온도에 있어야 합니다.
• 완충용액은 유통기한의 제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완충용액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사용한 완충용액은 완충용액 용기에 다시 넣지 말고 폐기하십시오.
• 완충용액 용기를 열어 두지 마십시오(공기 중에 노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알칼리 완충용액의 pH를 낮춥니다(pH 10.01).
• 오염을 막기 위해 전극을 완충용액에 넣기 전 희석된 물이나 수돗물에 헹굽니다. 필요시 전극은 보풀이 일지 않는 종이 타월(예: 킴와이프스)

을 사용하여 건조하게 말린 다음 남은 물기를 제거합니다. 유리에 닿거나 유리 표면을 문지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유리를 닦을 경우 
정전기가 발생하여 전극의 전압 판독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화 겔 층이 차단됩니다.  

• 완충용액은 실온에 보관합니다. 
• Signet은 pH 4.01, pH 7.00 및 pH 10.01의 pH 완충용액을 제공합니다.
• 완충용액은 사용하기 직전에 새로 제조하십시오. 퀸하이드론을 사용하여 제조한 ORP 용액은 매우 불안정하여 장시간 공기 중에 노출된 

후에는 올바르게 판독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용액은 수 시간이 지난 후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 모든 보정 용액은 지역 가이드라인과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전극 보관

전극을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면 전극의 성능이 극대화되어 전극 수명이 연장됩니다. 

보관 전 - 3mol/L KCl을 전극 보관 캡에 추가하고(약 절반을 충전하여) 캡을 전극 팁에 조심스럽게 고정합니다.
• 박스형 전극은 유리 표면의 수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로 눕히거나 세워서(전극 팁이 아래를 향하도록) 보관합니다.
•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0°C(33°F) 미만 및 100°F 이상 가열) 전극은 온도가 안정적인 환경에 보관하십시오.
• 전극을 탈이온수(DI)에 절대 보관하지 마십시오. 공정에서 빼낼 때에는 3mol/L KCl 용액을 사용하여 유리를 젖은 채로 보관하십시오. 

단기간 보관(최대 24시간) - pH 4.01 완충용액이나 3mol/L KCl 용액에 전극 팁을 담급니다.
• pH에 민감한 유리와 접합부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전극이 손상될 것입니다).
• 전극을 설치하기 전 전극의 상부 O링에 합성 그리스 막(실리콘이 포함되지 않은 그리스 등)을 얇게 도포합니다. 전극을 GF Signet 설치 

피팅에 설치한 다음 하부 O링에 합성 그리스 막을 얇게 도포합니다.

장기간 보관시(24시간 이상) - 3mol/L KCl 용액을 보관 캡에 추가하고(약 절반 충전) 캡을 전극 팁에 조심스럽게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브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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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Signet 2724-2726 및 2734-2736 계열 pH 및 산화환원전위(ORP) 전극

제조부품 번호 코드 설명
3-2724-00 159 001 545 전극, pH, 납작형, Pt1000, ¾인치 NPT
3-2724-01 159 001 546 전극, pH, 납작형, Pt1000, ISO 7/1 R¾
3-2724-10 159 001 547 전극, pH, 납작형, 3K Balco, ¾인치 NPT
3-2724-11 159 001 548 전극, pH, 납작형, 3K Balco, ISO 7/1 R¾
3-2724-HF-10 159 001 771 전극, pH, 내불산성, 납작형, 3K Balco, ¾인치 NPT
3-2724-HF-11 159 001 772 전극, pH, 내불산성, 납작형, 3K Balco, ISO 7/1 R¾
3-2726-00 159 001 553 전극, pH, 벌브형, Pt1000, ¾인치 NPT
3-2726-01 159 001 554 전극, pH, 벌브형, Pt1000, ISO 7/1 R¾
3-2726-10 159 001 555 전극, pH, 벌브형, 3K Balco, ¾인치 NPT
3-2726-11 159 001 556 전극, pH, 벌브형, 3K Balco, ISO 7/1 R¾
3-2726-HF-00 159 001 549 전극, pH, 내불산성, 벌브형, Pt1000, ¾인치 NPT
3-2726-HF-01 159 001 550 전극, pH, 내불산성, 벌브형, Pt1000, ISO 7/1 R¾
3-2726-HF-10 159 001 551 전극, pH, 내불산성, 벌브형, 3K Balco, ¾인치 NPT
3-2726-HF-11 159 001 552 전극, pH, 내불산성, 벌브형, 3K Balco, ISO 7/1 R¾
3-2726-LC-00 159 001 557 전극, pH, 벌브형, 전기전도도 낮음, Pt1000, ¾인치 NPT
3-2726-LC-01 159 001 558 전극, pH, 벌브형, 전기전도도 낮음, Pt1000, ISO 7/1 R¾
3-2726-LC-10 159 001 559 전극, pH, 벌브형, 전기전도도 낮음, 3K Balco, ¾인치 NPT
3-2726-LC-11 159 001 560 전극, pH, 벌브형, 전기전도도 낮음, 3K Balco, ISO 7/1 R¾
3-2725-60 159 001 561 전극, ORP, 백금, 납작형, 10KΩ ID, ¾인치 NPT
3-2725-61 159 001 562 전극, ORP, 백금, 납작형, 10KΩ ID, ISO 7/1 R¾
3-2734-00 159 001 774 전극, pH, 납작형, Pt1000, ¾인치 NPT
3-2734-01 159 001 775 전극, pH, 납작형, Pt1000, ISO 7/1 R¾ 
3-2734-HF-00 159 001 776 전극, pH, 내불산성, 납작형, Pt1000, ¾인치 NPT
3-2734-HF-01 159 001 777 전극, pH, 내불산성, 납작형, Pt1000, ISO 7/1 R¾ 
3-2736-00 159 001 778 전극, pH, 벌브형, Pt1000, ¾인치 NPT 
3-2736-01 159 001 779 전극, pH, 벌브형, Pt1000, ISO 7/1 R¾ 
3-2736-HF-00 159 001 780 전극, pH, 내불산성, 벌브형, Pt1000, ¾인치 NPT
3-2736-HF-01 159 001 781 전극, pH, 내불산성, 벌브형, Pt1000, ISO 7/1 R¾ 
3-2735-60 159 001 782 전극, ORP, 백금, 납작형, 10KΩ ID, ¾인치 NPT
3-2735-61 159 001 783 전극, ORP, 백금, 납작형, 10KΩ ID, ISO 7/1 R¾

2724-2726 및 2734-2736 pH/ORP 전극

주문 정보



3-2751-1 159 001 804 4.6m(15ft) 케이블이 포함된 인라인 스마트 센서 전자장치(9900 또는 9950과 함께 사용 권장)

3-2751-2 159 001 805 배전함과 EasyCal 기능이 있는 인라인 스마트 센서 전자장치(전류 루프와 0486용으로 권장)

3-2751-3 159 001 806 4.6m(15ft) 케이블, ¾인치 NPT 나사가 포함된 수중용 스마트 센서 전자장치

3-2751-4 159 001 807 4.6m(15ft) 케이블, ISO 7/1-R¾ 나사가 포함된 수중용 스마트 센서 전자장치

3-2760-1 159 000 939 ¾인치 NPT 나사와 4.6m(15ft) 케이블이 포함된 수중식 전치 증폭기

3-2760-2 159 000 940 ¾인치 ISO 나사와 4.6m(15ft) 케이블이 포함된 수중식 전치 증폭기

3-2760-11 159 001 367 ¾인치 NPT 나사와 4.6m(15ft) 케이블이 포함된 인라인 전치 증폭기

3-2760-21 159 001 368 ¾인치 ISO 나사와 4.6m(15ft) 케이블이 포함된 인라인 전치 증폭기

3-2759 159 000 762 pH/ORP 시스템 테스터(어댑터 케이블 별도 판매)

3-2759.391 159 000 764 2759 DryLoc 어댑터 케이블(2751 및 2760과 함께 사용)

3-0700.390 198 864 403 pH 완충용액 키트(pH 4, 7, 10 완충용액마다 각각 1개, 분말 형태로 50mL 제조)

3822-7004 159 001 581 pH 4 완충용액, 473ml(1파인트, 16온스) 

3822-7007 159 001 582 pH 7 완충용액, 473ml(1파인트, 16온스) 

3822-7010 159 001 583 pH 10 완충용액, 473ml(1파인트, 16온스) -

3822-7115 159 001 606 ORP 보정용 20g 병 퀸하이드론

3-2700.395 159 001 605 보정 키트: 폴리프로필렌 컵 3개, 박스는 컵 스탠드로 사용, pH 4.01 473ml(1파인트), pH 7.00 473ml(1파인트)

3-8050.390-1 159 001 702 고정 너트, 교체용, NPT, Valox®

3800-5000 159 838 107 pH 및 ORP용 3.0M KCl 보관용액, 473ml(1파인트) 용기

3-2700.397 159 001 870 pH/ORP 전극용 보호캡, 5개

3-2700.398 159 001 886 다음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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