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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10101 
휴대형 방수   pH-미터 

인체공학적이고, 견고한 방수 타입: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pH-미터

특별히 넓은 LCD 화면으로 가독성이 뛰어남 

효율성: 초 간소화되고, 안내된 pH 보정으로 
시간 절약 (최대 3 버퍼 용액) 
필요 시 100,000 time/date- 스탬프 된 측정값 
저장  (PC 소프트웨어 포함) 
신호 안정성 표시등: 적시에 적절한 값을 
판독할 수 있도록 함  

전기 화학적 측정을 

뛰어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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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GST1 (포함됨)
pH 조합된 전극, 표준 수성 
시료 및 식수에 이상적임. 
재충전 할 수 없는 젤 기준 

시스템 및 내장 온도 센서  
(Pt1000).

WATERPROOF 
PORTABLE PH-METER

IP67 완전 방수 케이스
(pH 또는 ORP 센서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포함) 

완전한 누출 
방지 커넥터 

(전극의 연결 
여부와 관계 없이)

아답터를 사용하여 

pH/산화환원/온도 센서를 
BNC/S7/Jack 플러그와 연결 
가능 (악세서리 및 교체 부품 

참조).

1 / 배터리 상태 표시  

2 /  전극 상태 표시기:  전극의 기울기와 

오프셋을 분석하여 전극의 상태를결정 

3 /  신호 안정성 표시기: 
측정 결과의 지시치 보장을 위하여 

C.A 10101 은 Chauvin Arnoux에서 첫번째로 출시한 새로운 범위의 휴대용 전기화학

측정장비 입니다.  pH, 산화 환원 전위 (ORP) 및 온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이 pH-미터는 현
장, 실험실 또는 생산 현장의 다양한 적용에 이상적입니다. 정확하고 다목적 측정기는 농식품, 

환경, 폐수 처리, 교육, 연구, 농업, 제약,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전극 장착  현장에서 측정 시

보호 외피에  pH/산화 환원 전극을 
안정적으로 장착; 한 손으로  운반
이 편리함

모든 조건에서 
쉽게 휴대 가능 



농식품 부문
프랑스 및 국제 규정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pH 및 산화 환원 
전위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우유의 숙성 및 발
효, 알코올 및 와인의 발효, 통조림 식품의 안정성 테스트, 잼, 시
럽, 육류 등.

환경 
pH 변화는 수질 오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H 테스
트를 사용하여 국내 및 산업 용수 매장량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수 처리
산업용 폐수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공정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환경으로 돌려보내집니다. 
폐수 처리 동안 휴대용 pH/mV-미터를 사용하는 것은 운영 
공정과 법에서 규정한 한계값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농업 
각각의 식물은 특정한 pH / 산화 환원 전위 값에서 재배되어
야 하므로 pH/산화 환원 전위는 농업에서 자주 테스트되는 두 
가지 매개변수 입니다. 토양 pH 는 CEC (Cation Exchange 
Capacity_양이온 교환 용량) 및 비료 용해도, 영양소 동화 및 용해
도를 결정합니다. 

pH/산화 환원 분석 및 테스트는 제약 및 화장품 
산업, 화학산업, 생명공학 및 교육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Micro-USB 포트로 
컴퓨터로 쉽게 전송 
계측기는 USB 드라이브 처럼 
PC와 연결됨.

APPLICATION SECTORS... 

충격 방지 외피 
최적의 보호를 위해 매우 견고.
외피를 제거하지 않고 배터리를 교체

백라이트 
조도가 낮은 지역에서 편안한 조작 가능. 

가이드 된 교정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버퍼 용액 
목록 포함

매우 넓은 멀티 디스플레이 
LCD 스크린 
선명한 디스플레이와 읽기 쉬운 값. 

데이터 로거전송 

데이터 로거
전송       
Windows®-호환 PC 소프
트웨어로 기록된 측정값 
(샘플 및 교정)을 복구하고 
계측기를 구성 할 수 있음 자동 보고서 생성 

웹사이트 (www. chauvin-arnoux.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비커를 채우기 위해 제공된 
칸막이가 있는 미리 채워진 
휴대형 케이스로 현장에서의 
보정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저장  
> 100,000 time/date-스탬프 된 측정값 



SPECIFICATIONS C.A 10101

측정 범위 

(측정기 만) 

-2.00 ~ 16.00 pH*

±199.9 mV -1999 ~ -200 및 +200 ~ +1999 mV 

-10.0 ~ +120.0°C / 14.0 ~ 248.0°F 

분해능 (R) 

0.01 pH 

0.1 mV 1 mV 

0.1 °C / 0.1 °F 

측정기 고유 불확도 
(전극 제외) 

± 0.01 pH ± r* 

± 0.1 mV ± r ± 1 mV ± r 

보정

MEASUREMENT PARAMETERS 

pH 

Redox  (산화환원 전위)

Temperature 

pH 

Redox  (산화환원 전위)

Temperature 

pH 

Redox  (산화환원 전위)

Temperature 

pH 

Redox  (산화환원 전위)

< 0.4°C / < 0.7°F 

자동, 3 포인트 까지, 3 개의 사전 정의된 참조 솔루션 그룹 (수정 가능) 

자동, 1 포인트, 사전 정의된 기준 솔루션 두 값 (수정 가능) 

온도 보상 자동 (ATC) 또는 수동 (MTC), -10°C ~ +120°C (14°F ~ 248°F) 

전극 

pH 
XRGST1 (제공됨), 온도 센서가 내장된 pH 조합 전극 (Pt1000), 

8-pin  DIN 커넥터

Redox  (산화환원)
XRPTST1 (옵션), 온도 센서가 내장된 ORP 조합 전극  (Pt1000), 

8-pin DIN 커넥터

데이터 저장 

커넥터 

날짜 및 시간 

메모리 

센서 입력 

통신 인터페이스 

가능

> 100,000 측정값

8-pin DIN (BNC, S7 및 용 아답터 옵션으로 가능 ) 

Micro-USB type B (USB 주변 장치) 

배터리 / 배터리 수명 
4 x 1.5 V AA 또는 LR6 알카라인 배터리 / 연속 사용 시 약 300 시간

3, 10 또는 15 분 동안 활동 없을 시 자동 종료 (조정 가능) 

IP 등급 IP67

환경 조건 
-20 ~ + 70°C 보관 장소 (배터리, 전극 및 버퍼 용액 제외) 

작동 범위 -10 ~ +55 °C 

211 x 127 x 54 mm  

600 g 

치수 (외피 포함)         

무게  (전극제외)         

보증 (측정기 만) 

TECHNICAL SPECIFICATIONS

C.A 10101 pH-미터 ............................ P01710010

악세서리 & 교체품
XRGST1 pH 조합 전극 (온도센서 내장)
 ....................................................................................................P01710051 
XRPTST1 ORP 조합 전극 (온도센서 내장) 
  ......................................................................................... P01710052
pH 1.68 버퍼 용액  (NIST)**, 125 mL  .................... P01700105
pH 4.01 버퍼 용액  (NIST), 125 mL ......................... P01700106
pH 7.00 버퍼 용액  (NIST), 125 mL ......................... P01700107
pH 9.18 버퍼 용액  (NIST), 125 mL   ........................ P01700108
pH 10.01 버퍼 용액  (NIST), 125 mL   ...................... P01700109
220 mV ORP 버퍼 용액,  125 mL  .............................P01700114

제공 시 구성품 주문 시

C.A 10101 pH-미터는 현장 보
호 케이스와 1개의 pH 조합 전
극, XRGST1 내장 온도 센서, 4
개의 AA 또는 LR6 알카라인
배터리, 측정기에 씌우는 보
호 외피 1 개, pH 4.01 및 pH 7.00 
버퍼 용액 2개 (NIST/DIN 준수), 
플라스틱 비커 2개, USB - micro 
USB 케이블 1개, 1 손목 스트
랩, 퀵 스타트 가이드 (언어당
1개).

(사용자 메뉴얼 완성본은 Chauvin 
Arnoux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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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mV ORP 버퍼 용액, 125 mL ...............P01700115
KCl 3M 전극 보관용 용액 …….P01700121
충격 방지 외피...................................................P01710050

 비커 3개 세트......................................................P01710056
아답터: 8-pin DIN - BNC & Jack***
  ......................................................................................P01295501
아답터: 8-pin DIN - S7 & Jack.........................P01295502

**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및 DIN 19266

 표준 준수를 보장하는 품질인증서와 함께 제공  

*** Chauvin Arnoux pH/redox 및 온도 센서용 아답터  

"전극 및 온도센서" 범위를 확인하려면, 웹사이트www.chauvin-arnoux.com 를 방문하십시오.

2 년 

측정기 + XRGST1 pH 전극: pH 1.00 ~ 12.00 (0...60°C)

새빛테크(주) 
SEVIT TECH CO., LTD.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GTower지식산업센터 503호
Tel: 02- 384- 8740
Fax: 02- 384- 8741
info@sevitkorea.com 
www.sevit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