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endorf ThermoMixer C 사용법
1. Operating control panel 설명
1. Program keys : 자주 사용하는 조건 저장 가능
2. Short key : 잠깐 시료를 mixing하고자 할때. 버튼을
누르는 동안 mixing 진행
3. Start/Stop 버튼
4. Speed : Mixing 속도 조절 버튼
5. Temp : Mixing 및 incuba�on 온도 조절 버튼
6. Time : Mixing 및 incuba�on시간 조절 버튼
7. Display
8. Arrow keys : 메뉴 항목 선택시 사용
9. menu/enter 버튼 : 메뉴 항목 확인 또는 설정값 저장시
사용

2.Parameter 설정
1) Smartblock 장착

Smartblock을 뒷쪽부분부터 장착

Smartblock의 앞쪽을 눌러주면 장착 완료

2) 온도/속도/시간 설정

‘speed’버튼 → 화살표를 이용하여
설정 값 셋팅
*Smartblock에 따라 최대 속도는 다름
*’0’인 경우 mixing 작업 없음

‘�me’버튼 → 화살표를 이용하여
설정 값 셋팅
*15s 이하 도는 99:30h 이상으로
화살표를 누르면 con�nuous
작동 가능

‘Temp’버튼 → 화살표를
이용하여 설정 값 셋팅
*설정 온도로 도달해야 �me
또는 speed 작동 시작

‘start’ 버튼 → 작동시작
*작동 중 일때
아이콘 깜빡
거림
*2초간 누르면 일시정지. 다시
눌러주면 동일 조건으로 작동
시작

3) 프로그램키 사용 : 5개의 키에 pre-programing된 조건이 있으나, 자주 사용하는 조건으로 덮어쓰기 가능

사용하고자 하는
속도/시간/온도 설정

프로그램 키를 2초간 꾹 눌러 설정값 저장
*프로그램이 저장되면, 파란색 램프 켜짐 (빨간 화살표)
*저장한 프로그램 로딩 시, 버튼을 1번만 가볍게
눌러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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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pendorf ThermoMixer C 사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유지관리 방법?
→ 부식성 세제 또는 aggressive한 화학물질(강산/강염기, 아세톤 등)로 장비를 세척 금지
→ UV 조사는 장비 표면의 부식을 유발할수 있으니 사용 금지
2. 설정 온도로 도달하지 않을 때
→ ThermoMixer C의 설정 가능 온도 범위는 상온 -15℃ ~ 100℃
→ 상온에서 -15℃보다 더 낮은 온도를 설정한 경우
3. ThermoTop이 장비에 맞지 않는 경우
→ Smartblock 위에 lid가 있는 경우. Lid를 제거하고 ThermoTop 장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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