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der Code DO-BTA

용존산소센서
Dissolved Oxygen Probe

용존산소센서는 실외 또는 실험실에서 물에 용해된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수중 환경 

상태에 있어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 용존 산소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동식물을 담고 있는 수족관의 용존 산소 관찰

• 수중 식물의 광합성 및 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용존 산소 농도의 변화 측정

• 용존 산소 농도 측정을 통해 다양한 수중 동식물을 먹여 살리는 시냇물이나 호수의 생태계적 기능 평가

• 부식하면서 산소를 소비하는 유기물을 포함한 물의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측정

• 물의 온도와 용존 산소 농도 사이의 관계 측정

✿ 제품 구성
• 용존산소센서

• 용존산소 교체 맴브레인

• 아황산나트륨 (Sodium Sulfite) 보정 표준용액 (2.0 Na2SO3)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용존 산소 충전 용액, MSDS, 피펫, 보정 용기

• 사용설명서

✿ 센서 보정
용존산소센서를 매번 보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존 산소의 변화 파악만을 위한 실험이라면 소프트웨어

에 저장된 보정만 있으면 됩니다. 시냇물, 호수 등 각각 다른 용존 산소 측정을 한다면, 그리고 보다 정확

한 측정값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보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용존산소센서 준비
1단계 : 용존산소센서 준비
   1. 센서 끝에 있는 보호뚜껑을 제거하십시오. 보호뚜껑은 버려도 됩니다.

   2. 센서 끝에서 반투막 마개를 돌려 빼내십시오.

   3. 피펫을 이용해 반투막 마개에 1mL의 용존 산소 전극 보충 용액을 넣으십시오.

   4. 반투막 마개를 조심스럽게 전극에 연결하십시오.

   5. 100mL의 증류수로 채워진 비커에 센서를 집어넣으십시오.

2단계 : 센서 예열하기
   1. 용존산소센서를 인터페이스(랩퀘스트, 랩프로, 고!링크)에 연결하십시오. 인터페이스에 AUTO-ID 

     기능이 없다면, 로거프로의 실험 파일을 열거나 센서를 수동으로 설치하십시오.

   2. 측정 전 약 10분 정도 용존산소센서를 예열시켜야 합니다. 센서를 물에 집어넣고 인터페이스에 연결한 

      다음 데이터를 10분가량 수집하십시오. 예열을 위해 용존산소센서는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연결이 끊어지면 예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3단계 : 센서 보정
이미 저장된 보정값을 사용하려면 바로 4단계 데이터 수집으로 이동하시고, 용존산소센서를 새롭게 보

정하려면 다음 과정을 따르십시오.

    1. 분석 프로그램에서 보정을 시작하십시오.

    2. 첫 번째 보정 포인트 : 증류수에서 센서를 꺼내어 센서 끝을 아황산나트륨 (Sodium Sulfite) 

       보정 표준용액에 넣으십시오.

    3. 화면에 나타난 전압이 안정되면, 0을 입력하십시오.

    4. 두 번째 보정 포인트 : 증류수로 센서를 헹구고 서서히 건조시키십시오.

    5. 용존산소센서를 보정 병의 뚜껑에 약 1cm 정도 집어넣습니다.

    6. 병에 물을 약 0.5cm 채우고 그림과 같이 뚜껑을 병에 연결하십시오. 

       ※ 주의 : 반투막을 건드리거나 물에 적시지 마십시오. 약 1분간 센서를 그대로 놓으십시오.

    7. 전압이 안정되면 현재의 기압 및 기온을 측정해 4 페이지의 표1로부터 해당 포화 용존 산소 값

(mg/L)을 입력하십시오. 현재의 기압 값이 없다면 이 사용설명서 5 페이지의 표2를 이용해 현재 

고도에 해당하는 기압을 계산하십시오.

4단계 : 데이터 수집
이제 용존 산소 농도 데이터를 수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 센서의 끝 약 4~6cm를 물에 담그십시오. 센서 손잡이는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담그지 

      마십시오.

    2. 샘플에서 센서를 천천히 저으십시오.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용존 산소 농도를 관찰하십시오. 

※ 주의 : 센서를 계속해서 저어야 합니다. 센서로 용존 산소를 측정할 때 센서 부분의 물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용존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때 센서 반투막과 부딪히는 부분에서 물로부

터 산소가 사라집니다. 센서가 계속해서 움직임이 없는 물에 놓이면 DO 값은 줄어들 것입니다.

✿ 제품 사양
· 측정범위 : 0~15 mg/L (ppm)· 
· 정확도 : ±0.2 mg/L
· 분해능 : 0.014 mg/L
· 온도 보정 : 5~35℃ 내에서 자동 보정
· 압력 보정 : 수동 보정
· 염도 보정 :수동 보정

· 최소 샘플 플로우 : 20 cm/s
· 저장된 보정 값
 Slope = 3.27
 Intercept = -0.327





서울시 양천구 국회대로 56(신월동, 테크맨 빌딩 5층)
TEL. 02-929-1110     FAX. 02-929-0966
info@koreasci.com    www.koreasci.com
(버니어코리아 공식 카페 : cafe.naver.com/mblclub)

이 제품을 포함한 버니어의 모든 제품은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업, 의료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