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3길 15, 703호(양평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TEL: 02-2636-0009               FAX: 02-2636-4753 
www.gilwoo.co.kr                 E-mail : giltron@naver.com 

   방수형 pH 측정기 

1 

 자립형 pH 측정기는 탐촉자와 완벽하게 작동 

 0.01 pH의 높은 정확도; 휴대용으로 실험실과 

    현장 적용에 이상적 

 견고하고 인체공학적이며 경량 설계로 충격 흡수 

 대형 배면광 3.2 인치 LCD 컬러 표시기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지능형 교정 도우미로 교정 과정 간소화 

 절차 종료시 생성 된 전체 교정 보고서 

 제공되는 충전기로 AA 건전지 3개를 재충전  

   할 수 있습니다. 

제품 규격 

품번 24310 

PH 
 

정확도* ± 0.01 

분해능* 0.01 

범위* pH 0.00~ 14.00 

교정 1 점 또는 2 점 교정 가능 

온도 
 

정확도* ±0.05°C(±0.9°F) 

분해능* 0.1°C(0.1°F) 

범위* -20°C~ 120°C (0°F ~ 248°F) 

화면 °F/°C - 자동 온도 보정 (ATC) 

기능 
 

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절전기능 화면 on/off 단추, 화면 자동 꺼짐(설정시),  
측정기 자동 꺼짐(설정시), 단추 소리(on/off) 

자료처리 현재측정값 저장 최대 10 

특성 건전지 USB를 통해 충전 가능한 AA NiMH 2400mAh  
(15A-ANSI 또는 IEC-LR6) 3 개; 재충전 시간 7 시간 

건전지 수명 연속 사용시 7시간, 절전 시 26시간 

크기 80mmX 160mmx 36mm 

무게 379g 

IP 등급 IP 65 

제품 소개 

표준 탐촉자(둥근모양)  견고하고 뾰족한 탐촉자 

품명 

PH측정기 표준탐촉자 
견고하고 

 뾰족한 탐촉자 

24310 24311 24312 

* 탐촉자 유형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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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촉자 규격 

pH 감지기 

 

비유리 이온 감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ISFET) 반도체 

pH 감지 범위  pH 0.00~ 14.00 

오차(Drift)  0.14 pH/ 24시간 미만 

온도 감지기  PT1000 

온도 감지 범위  0ºC~ 80˚C (32ºF~ 176˚F) 

재질 

 

24311: Peek, ABS 

24312: Peek, ABS, S.S 

전선: PVC 

연결기 5-핀, 푸시 풀 타입 연결기 

무게 24311: 35g(1.2oz) 

24312: 165g(5.8oz) 

IP 등급  IP68 (연결기 IP67) 

탐촉자 소개 

품번: 24311 

표준 탐촉자 

길이: 183mm (7.2in ), 몸체 길이:  137 mm(5.4in ), 
직경: 10mm(0.4in ), 전선: 1600mm(63in) 

품번: 24312 

견고하고 뾰족한 탐촉자 

길이: 223mm(8.8in ), 몸체 길이: 52 mm(2.0in ), 
직경: 10mm(0.4in ), 전선: 1600mm(63in) 

 품번 24310과 호환 

 유리 재료가 없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정적임 

 비산 방지, 습식 보관 필요 없음 

 환경, 식품, 제약, 교육 및 실험실 용도에 맞게 설계 

 품번 24311 - 일반용 

 품번 24312 - 침투해야하는 재료에 사용 

   (예 : 고기, 단단한 치즈, 과일) 

 고품질의 식품 안전 소재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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