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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 

 

 

 

 

 

 

 

 

 

(a) RE-61AP main body 

(b) Holder cover 

(c) Protective cap 

(d) Holder 

처음 전극을 받을 때에는, 홀더 내부가 이온교환수

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1M 

NaOH 용액을 준비하십시오.

 

• 사용 전 주의사항 

 

1. 사용하기에 앞서, 전극을 분해하고 (d) 홀더 내부의 물을 버리십

시오. 소량의 1M NaOH 로 홀더를 세 번 세척한 후, 사진 상의 

side hole 의 5mm 아래까지 1M NaOH 를 주입하십시오. 홀더 

내부에 기포가 있는 경우, 손가락으로 가볍게 쳐서 제거하십시오. 

 

 

 

2. (a) RE-61AP main body 를 (d) Holder 에 꽉 맞게 장착하십시오. 

측면 구멍을 통해 내부용액이 조금 넘친다 싶으면, 조금 덜어내십

시오. (참고 : 측면구멍은 전극의 내부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

니다) 

 

 

3. (b) Holder cover 로 (d) Holder 의 측면구멍을 덮으십시오. 내부

용액과 같은 1M NaOH 용액에 며칠 간 전극을 담가두면 전위가 

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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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용액과 같은 용액 내에 RE-61AP 와 SCE 등의 표준 기준전

극을 넣고, potentiometry 를 사용해서 안정화 정도를 확인하십시

오. (25℃에서 -115mV ± 20mV) 

 

 

 

 

5. 반드시 전위 안정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측정 

시에는 홀더 커버를 벗겨서 측면구멍이 노출되도록 하십시오.  

 

 

 

 

• 보관방법 

전극을 사용한 후에는, 이온교환수를 사용해서 전극의 팁부분을 세척하십시오. (b) Holder cover 를 위로 올

려 측면 구멍을 덮은 후, 1M NaOH 용액에 전극을 담그십시오. 

장시간 전극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극을 분해하고, (a) main body 를 1M NaOH 에 보관하십시오. 홀

더 내부를 이온교환수로 채운 후, 홀더 끝부분을 이온교환수에 담그십시오.  

 

• 주의사항 

1. 전극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서 다루십시오. 내부용액을 버릴 때에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르십시오. 

2. 전극의 라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거하지 마십시오. 

3. RE-61AP 는 알칼리 실험을 위한 것으로, 유기용매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상온 및 상압에서 사용하십시오. 

5. 유리튜브가 깨질 수 있으므로, 전극에 강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 전극마다 온도에 대한 반응 등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즉, 전극전위가 이론값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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