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산소 미터: 모델 DO-5510 

주의사항 : 
 

 
프로브의 전해질을 먼저 채운다.  

Intend to keep the DO 프로브를 최상의 컨디션에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프로브를 가지고 디지털 

산소 미터를 받을 때, 이것은 프로브의 전해질을 

반드시 먼저 채워야 한다.  

 

프로브의 전해질을 채우는 공정은 페이지 13에 나타나 

있는 “프로브 유지 관리” 챕터 8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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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설명  

이 디지털 산소 미터는 내장된 Temp. 온도를 가진 양 극성의 

그래프 타입의 프로브를 제공 받았고, 더 정확한 용해 산소(DO)와 

온도 측정을 제공한다.  

수조관, 의학적 리서치, 물고기 둥지, 실험실, 물 컨디셔닝, 광물 

산업, 학교와 대학, 품질 컨트롤 등등에 사용될 수 있다. 

2. 제품 특징  

 * 내장된 온도계를 가진 양극 그래프 타입의 산소 프로브는 용해 

산소(DO) 와 온도 측정을 위해 매우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 높은 강도의 용해 산소 프로브, 프로브 헤드는 BOD 병과 

연결할 수 있다. 
 * 0 에서 50 ℃ 의 센서를 위한 자동 온도 보상 기능을 한다.  
 * " % SALT " 와 " Mountain Height " 보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면 패널에 버턴을 눌러서 그 요소를 조절한다.  
 * 마이크로프로세서 서킷은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장해 주고, 

특별한 기능과 제품 특징을 제공한다.  
 * 최고의 잘 보이는 각도를 위한 대조 조절을 가진 수퍼 라지 

LC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 다수 디스플레이, 동시에 산소와 온도를 보여줄 수 있다.  
 * 리콜, 데이터 홀드 기능을 가지고, 최대, 최소, 평균값을 

기록한다.  

 * 자동 파워 off  기능을 배터리 수명을 연장 시켜 준다.  

 * 006 P DC 9V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 받는다.  
 * RS 232 PC 시리얼 인터페이스.  

 * 내장된 ℃℉ 온도계.  
 * 견고하고, 오래 사용 가능한 구성요소를 가진, 강한 강도와 

컴팩트한 ABS 플라스틱 하우징 케이스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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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스펙 4. 전면 패널 묘사  

서킷 커스텀 제작된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LSI 서킷.  

디스플레이  이중 기능 미터 디스플레이, 13 mm ( 0.5" ). 슈퍼 라지 LC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최고의 시각 각도를 가진 대조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다..  

측정과 범위 용해 산소  0 ~ 20.0 mg/L ( liter ).  

 공기중 산소  0 ~ 100.0 %.  

 온도  0 ~ 50 .℃  

 용해 산소  0.1 mg/L.  

레솔류션  공기중 산소  0.1 % O2 .  

 온도  0.1 .℃  

정확도  용해 산소  ± 0.4 mg/L.  

(23± 5 ℃)  공기중 산소  ± 0.7% O2.  

 온도  ± 0.8 /1.5 .℃ ℉  



센서 구조 온도 센서를 통합한 양극 그래프 타입의 산소 프로브.  

프로브 보상과 조절 온도  0 ~ 50 ,℃ 자동 

 염도 0 ~ 39 % 염분  
 높이 (해발)  0 ~ 3900 미터 

메모리 리콜 리콜 기능을 가진 최대, 최소, 평균값을 기록한다. 

 

파워 Off 자동 파워 Off 기능은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수동적으로 Push 버턴을 눌러서 끌 수 있다.  

데이터 출력  RS 232 PC 시리얼 인터페이스.  

출력 지시 초과 표시 "- - - -" 표시 

작업 온도  0 ~ 50 (32 ~ 122 ).℃ ℃ ℉ ℉  

작업 습도  최대. 80% RH.  

샘플 시간  대략. 0.4 sec.  

파워 서플라이 006P DC 9V 배터리 (산업용).  

파워 전류 약 DC 6.6 mA.  

무게 335 g/0.74 LB ( 배터리와 프로브가 포함됨)  

크기  주요 장비: 180 x 72 x 32 mm ( 7.1 x 2.8 x1.3 인치). 

 산소 프로브 : 190 mm x 28 mm Dia. ( 7.5" x 1.1" Dia. )  

포함된 악세사리  산소 프로브( OXPB-11 )................... 1 PC. 휴대용 

케이스..................................... 1 PC. 작업 

매뉴얼............................... 1 PC.  

OXHD-04 의 다이아프램을 가진 여분의 프로브 

헤드............................................ 2 set  

프로브에 체워진 전극 OXEL-03............................................. 
1 set  



옵션 액세서리 * 산소 프로브.................................OXPB-11   

* 여분의 도표 세트를 포함한 프로브 

헤드 ..................................................... OXHD-04  

* 프로브 에 체워진 전극.................... OXEL-03  

* RS232 케이블................................... UPCB-02  

* USB 케이블.......................................USB-01  

*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 .............................................. 
SW-U801-WIN.  

 
특징. 1 

 

4-1  Display  4-12 O2 Cal.버턴  

4-2 파워 Off/On 버턴  4-13 MT. ( 산악 높이 ) 버턴  
4-3 데이터 홀드 버턴  4-14 배터리 구성 요소/커버  
4-4 / button℃℉ 4-15 프로브 입력 소켓 
4-5 LCD 대조 조절 VR  4-16 RS-232 input terminal  

4-6 메모리 레코드 버턴  4-17 산소 프로브 핸들  
4-7 메모리 콜 버턴  4-18 온도 센서  
4-8 요인 조절 버턴  4-19 Probe head with diaphragm  

4-9 영점 버턴  4-20 프로브 헤드를 위한 보호 

덮개  

4-10 % 소금 버턴  4-21 산소 프로브 플러그  

4-11 DO/O2 선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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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과정  

5-1 측정 계수화 과정  

측정 이전에, 미터는 반드시 다음의 측정 계수화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 프로브 입력 소켓" ( 4-15, 특징. 1) 로부터 " 산소 프로브 플러그 " 

( 4-21, 특징. 1)의 연결을 해지 한다. 2) " 파워 Off/On 버턴 " ( 4-2, 

특징. 1)을 눌러서 기기의 전원을 켠다.  



3) " O2/DO 선택기 " ( 4-11, 특징. 1) 를 " O2 " 위치로 밀어 넣는다. " 

영점 버턴 " ( 4-9, 특징. 1) 을 누르면, 디스플레이는 영점값을 

보여줄 것이다.  

4) " 산소 프로브 플러그 " ( 4-21, 특징. 1) 와 " 프로브 입력 소켓" 

( 4-15, 특징. 1)을 연결한다. 디스플레이 측정값이 안정화되고 

기능적인 문제가 없을 때까지 약 5분간을 기다린다. Push the " O2 

Cal.버턴 " ( 4-12, 특징. 1) 을 누르면, 디스플레이는 20.9 혹은 20.8. 

과 같은 정확한 값을 보여줄 것이다.(As the oxygen in air is 

일반적으로 공기중에 산소가 20.9 % 이기 대문에, 빠르고 정확한 

측정 계수화 과정을 위해서 공기 02 값을 사용한다).  

측정 계수화 과정시 고려사항 :  

측정 계수화 과정을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넓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주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5-2 용해 산소 ( DO) 측정  

1)미터가 측정계수화 된 이후에 (위에 기술된 5-1 과정과 같이 ), 

미터는 DO 측정을 위해서 준비되었다.  

2)" O2/DO 선택기 " ( 4-11, 특징. 1) 를 " DO " 위치로 밀어 넣는다.  

3)"% 염분" 프로브 보상 :  

a. " % 소금 버턴 " ( 4-10, 특징. 1)를 먼저 누르고, 그런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보여줄 것이다. : 
 

 b. 조정된 측정값이 원하는 염분 값을 도착할때까지, " 요인 조절 

버턴 " ( 4-8, 특징. 1)을 일단 눌러서 기본적인 염분 %에 " 1 % " 를 

추가한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 % 소금 버턴 " ( 4-10, 특징. 1) 

눌러서 조정 과정을 끝마친다. 이 순간에, 새로운 염분 %값이 

수행된다.  



 c. 만약 측정된 액체가 순수한 물이거나 염분의 % 요소가 

무시된다면, 염분 보상 %를 0 % 값으로 조절한다.  
 
4)"높이" 프로브의 보상 : DO 측정이 해수면에 기반하여 측정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측정 환경이 해수면(0 

미터)가 아니라면, 그런 다음 DO 측정을 할 때, “높이” 값을 위한 

프로브 보상을 위해서 조절하여야 한다.  

a. " MT (높이) 버턴 " ( 5-13, 특징. 1) 을 먼저 누르고,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는 다음을 보여줄 것이다.  

b. " 요인 조절 버턴 " ( 4-8, 특징. 1) 을 일단 눌러서 " 100 미터 " 

를 원래의 높이 값에 조절 측정값이 원하는 값(미터)에 도달할 때 

까지 추가한다. 그런 다음에 " MT (높이) 버턴 "을 다시 한번 

눌러서 (4-13, 특징. 1) 조절 과정을 끝마친다. 이 순간에 새로운 

높이 값(디스플레이 단위는 “미터”이다.) 은 수행될 것이다.  

5)a.프로브를 측정된 액체의 최소 10 cm 깊이에 담가서, 온도와 

자동 온도 보상이 수행되어서 영향을 프로브가 받을 수 있게 

한다.  

b. 열 평행은 프로브와 측정 샘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종종 만약 

두 개의 온도 차이가 단지 몇 셀시우스 값이라면, 종종 몇 분이 

걸려 열 평행이 진행된다.  

6)a.주어진 액체 안에서 용해 산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용액 안에 

프로브의 팁을 충분히 담그고, 액체의 속도가 프로브에 최소한 0.2 

혹은 0.3 m/s 의 속도로 들어가거나 프로브를 흔드는 과정을 

확실하게 한다.  

b. 실험실 측정을 수행하는 동안, 액체의 특정 속도를 확실히하기 

위한 매그너틱 교반기의 사용은 추천되어 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용해질의 공기 중에 현재 있는 산소의 용해에 따른 에러는 



최소한으로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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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각 측정의 시리즈 이후에, 일반 수도물로 프로브를 확실하게 

린스한다.  

5-3 공기중의 산소 측정 ( O2 )   

1)미터가 측정 계수화 된 이후에 ( 5-1 과정의 위를 

참고한다), 현재 미터는 O2 측정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2)" O2/DO 선택기 " ( 4-11, 특징. 1) " O2 " 

위치로 밀어넣는다. 3)디스플레이는 % 값의 공기 중 

산소를 보여줄 것이다.  

5-4 온도 측정 

측정 과정 동안에, 낮은 LCD 디스플레이는 측정 용액의 온도 

값을 보여줄 것이다.  

* " / ℃℉ 버턴 " ( 4-4, 특징. 1) 을 눌러서 측정 단위 ℃ 혹은 ℉ 을 

선택한다.  

5-5 데이터 홀드  
측정 과정에서, " 데이터 홀드 버턴 " ( 4-3, 특징. 1) 를 누르는 것은 

디스플레이 값을 보여주고LCD 는" D.H " 마커를 보여줄 것이다.  
*  " 데이터 홀드 버턴 " 를 다시 누르는 것은 데이터 홀드 

기능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5-6 데이터 레코드(최대, 최소, 평균 측정값)  
 * 데이터 레코드 기능은 최대, 최소, 평균값을 디스플레이 한다. 

데이터 레코드 기능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 메모리 레코드 버턴 " 

( 4-6, 특징. 1) 을 누른다.. " REC " 심벌은 LCD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 디스플레이의 " REC " 심벌을 가지고 :  
 (a) " 메모리 콜 버턴 " ( 4-7, 특징. 1) 을 누르고, 최대 값을 가진 
" Max " 심벌은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것이다.  
 (b) " 메모리 콜 버턴 " 을 다시 누르고,  최소 값을 가진 " Min " 



심벌은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날 것이다.  
 (c) " 메모리 콜 버턴 " 을 다시 누르고, 평균 값을 가진 " AVG " 

심벌은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날 것이다.  
 (d) 메모리 레코드 기능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 RECORD " 
버턴을 한번 더 다시 누른다. 디스플레이는 현재 측정 

값으로 되돌아 간다. 
   

5-7  빠른 작업 과정 :  

측정 계수화 과정  

전원을 켜고, " DO/O2 선택기 " 를 " O2 " 위치로 밀어 넣는다.  

미터로부터 프로브의 연결 해지 한다. 
" 영점 버턴 "를 누르고, 디스플레이는 영을 나타낼 것이다. 
 

 

프로브와 미터를 연결한다. 디스플레이 측정값이 안정화 될 때까지 약 5분이 

걸린다. " O2 Cal. " 위치를 누르고,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는 20.9 를 나타낼 것이다.  
 

6. 자동 파워 해지와 LCD 대조 조절  

1)기기는 내장된 "자동 파워 off "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미터는 10분동안에 어떠한 버턴도 눌러지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꺼질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비활성화하기 

위해서, 측정 과정에서 " RECORD " 버턴( 4-6, 특징. 1) 을 눌러서 

메모리 레코드 기능을 선택한다.  
2)기기는 또한 디스플레이의 대조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 LCD 대조 조절 " 부분을 ( 4-5, 특징. 1)을 

통제하면서 획득할 수 있다. 

7. RS232 PC 시리얼 인터페이스  

기기의 제품 특징은 RS232 출력으로 3.5 mm 터미널과 연결된다. 
( 4-16, 특징. 1). 연결 출력은 16 자리수 데이터 스트림이고, 이것은 



사용자의 특정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행 될 수 있다.  

다음의 연결을 가진 RS232 리드는 PC 의 시리얼 포트와 함께 기기에 

연결될 필요가 있다.  

미터 PC  
(3.5 mm 잭 플러그) (9W 'D" 커낵터)  

센터 핀.......................................... Pin 2 
그라운드/보호........................................Pin 5 

16 자리수 데이터 스크림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될 

것이다. :  

 
각 자리수는 다음과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 :  

D15  단어를 시작한다. =02  

D14  디스플레이를 위한 극성 읽기. 
  0 = 상위와 하위 디스플레이 값은 "+" 이다. 1 = 

상위 "-", 하위  "+". 2 = 상위 "+", 하위  "-". 3 = 

상위와 하위 디스플레이 값은 "-" 이다.  

D13  하위 디스플레이를 위한 단위  
 0 =심벌이 없다.  1 =℃  2 = ℉  

D12 & D11  상위 디스플레이를 위한 단위  
 01 =℃  07 =mg/L   

 02 =℉  06 = % O2   

D10  하위 디스플레이를 위한 십진법 (DP) 0 = No DP, 1= 1 
DP, 2 = 2 DP, 3 = 3 DP  

D9  상위 디스플레이를 위한 십진법 ( DP) 0 = No DP, 1= 
1 DP, 2 = 2 DP, 3 = 3 DP  

D8 to D5  하위 디스플레이 측정값, D5=LSD, D8=MSD  



D4 to D1  상위 디스플레이 측정값, D1=LSD, D4=MSD  

D0  단어를 끝마친다. = 0D  
 

RS232 세팅  

바우드 속도  9600  

동위  비 동위  

데이터 비트 

넘버.  
8 데이터 비트  

스톱 비트  1 스탑 비트  

 

8. 프로브 유지 관리 
 

사용자가 미터를 처음으로 시작할때 : 
 

DO 프로브를 최고의 조건을 유지하도록 수행 놓아야 한다. 사용자가 

디지털 산소 미터를 프로브와 함께 받으면, 반드시 프로브의 전해질을 

먼저 체워야 한다.  

사용자는 이미 특정 기간에 대한 미터를 사용한다.:  

사용자가 미터를 적절하게 측정계수를 하지 못하거나 미터의 측정 

값이 불안정하다면, 산소 프로브의 프로브 헤드 컨테이너에 있는 

전해질이 전부 소비되었거나 다이아프램이 문제가 있는지( 도표 

세트를 포함한 프로브 헤드) ( 더러워 짐 )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전해질을 채우거나 " 도표 세트를 포함한 프로브 

헤드 " 를 변경하고, 새로운 측정 계수화 과정를 만든다. 

다이아프램의 고려 ( 도표 세트를 포함한 프로브 헤드) :  



산소 프로브 구성요소는 매우 앏은 프로브의 팁에 테프론 

다이아프램이 하우징되어 있다. 다이아프램은 산소 분자에 의해서 

투과 될 수 있지만, 전해질 안에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분자에 

의해서는 매우 많은 부분이 투과될 수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산소는 프로브 안에 포함된 전해질 용액을 통해서 용해될 수 있고, 

이러한 집중도는 측정 서킷에 의해서 수량화 될 수 있다.  

이 민감한 다이아프램은 만약 다이아프램은 매우 민감하고, 고체 

물질과 접촉을 하거나 바람에 날릴 수 있게 된다면, 더욱 쉽게 

손상된다. 만약 다이아프램이 손상되거나 전해질이 다 떨어졌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체 되야 한다.:  
프로브 체우는 전해질,  

OXEL-03  

 

 

1)" 프로브 헤드 " ( 8-3, 특징. 2 )의 스크루를 푼다.  

2) “프로브 헤드” 의 용기로부터 오래된 전해질을 붙는다.  

3) “프로브 헤드” 의 컨테이너 안으로 새로운 전해질을 체운다. 
( OXEL-03 ) .  

4) 프로브 몸체 안으로 " 프로브 헤드 " ( 8-3, 특징. 2 ) 를 잠근다.  

 

특징. 28-1 프로브 핸들 8-2 온도 센싱 메탈 8-3 프로브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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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터리 교체  

1) LCD 디스플레이의 왼쪽 코너가 " LBT " 가 나타날 때, 이것은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제품 성능 스펙은 기기 



측정이 부정확하게 되기 이전에 낮은 배터리 지시계가 나타난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에 여전히 정상적인 측정 가능하다.  

2)기기로 부터 " 배터리 커버 " ( 4-14, 특징. 1) 를 밀어 빼내고, 

배터리를 제거한다.  

3)9V 배터리 (산업용) 으로 교체하고, 커버를 다시 닫는다.  

4)배터리를 교체한 이후에, 배터리 커버가 안정적으로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한다.  
16 0603-DO-5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