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8/5418R Quick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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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45-18-11

5418

5418R

* 제품 외관 및 제어 버튼 설명

1.원심분리기 Lid

2. 모니터링 글라스 :
로터가 멈추었는지 육안 확인
또는 strobescope를 사용해 속
도 컨트롤 시 사용

4. 컨트롤 패널 :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과 키
패드로 구성

5. 응급시 Lid 열개 :
전원이 나갈 경우 응급으로 lid 6. 네임 플레이트
오픈

7. 메인 스위치 : (I)은 전원이 8. 전원 연결 소켓
켜진 상태, (0)은 꺼진 상태
10. 물받이 트레이 : 냉장 모
델의 경우 수분이 응축되어
모아지는 트레이

3. 화면 (Display) :
원심분리 변수 들 및 세팅된
내용 확인

9. 퓨즈 홀더

* 사용 전 유의사항
① 수평이고 안전한 공간에 원심분리기를 설치한다
②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③ 후 방 10cm정도, 좌우 측 15㎝정도의 공간은 항상 청결해 야 한다.
④ 원심분리기 사방 30㎝정도의 안전거리를 둔다.
⑤ 전원을 연결한 후 스위치를 켠다.
⑥ 전원이 켜지면 액정화면에 숫자들이 보여 작동 준비가 된다.
⑦ 로터를 삽입하고 로터키를 이용하여 단단하게 조인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 로터가 올바르게 장착이 되었는지 체크한다.

* 기능 및 조작 방법
기능

조작 순서
1.5/2.0mL 이상의 마이크로 테스트 튜브를 18 홀 로터 (FA-45-18-11)에 로딩한다. 동일한 양의 테스트 튜브를 반대

로터 로딩

편에 위치시켜 대칭성을 이룬다. 시료 무게를 체크해 기기 손상과 소음을 줄인다. 시료 불균형 차가 3.75 g이상일
경우 로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1.5/2.0 ml tube는 FA-45-30-11에 30개 까지 장착 가능하다. 0.2 ml PCR tubes, 0.4 ml micro test tubes, 0.5 ml micro tes

로터

t tube, 0.6 ml Microtainer 사용시엔 어댑터를 장착하고
최대 속도는 16,220 rpm, 25,000 ⅹg 이다.
이외 필요에 따라 PCR strip rotor, Spin column rotor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장착할 수 있다.
각 키들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TIME : 실행 시간 변경 (10분까지는 30초씩 시간 변경, 그 이후 1분씩 변경, 9시간 59분 설정 가능)
SPEED : 속도 변경 (500rpm 또는 rcf 단계로 변경 가능)
START : 실행 시작. 로터가 돌아갈 경우 ■ 이 화면에 나타남.
STOP : 실행 멈춤

원심분리시 시간설정

작동하는 동안 남아있는 시간이 화면에 나타난다. 마지막 남은 분(minute)은 초(second)로 카운트 된다. 로터 속도
가 rpm 또는 rcf로 화면에 나타난다. 시간을 설정하면 속도 및 rpm/rcf 값이 조정될 수 있다. Open과 short 버튼을
누르면 작동이 멈춘다. Start/stop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작동 시간이 끝나기 전에 멈춘다.
설정한 시간이 완료되면 원심분리가 자동으로 멈춘다. 멈추는 과정동안 타이머가 깜빡이며 경과된 시간을 나타
낸다. 로터가 멈추면 신호음이 울리고 lid가 자동으로 열린다. 화면에

표시가 나타난다. 원심분리 진행 중 시간

과 속도를 재 설정할 수 있다.
목적 :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미리 설정한 회전속도 또는 최대 속도로 원심분리를 하기 위해 사용한다.
뚜껑이 열렸을 때 Short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옵션이 가능함
Short-spin 기능

13 t : 최대 속도(14,000 rpm/16,873 ⅹg)에서 Short-spin 원심분리
1 – 13 t : 선택된 속도에서 Short-spin 원심분리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2초 이상 키를 누르고 있을 때 원심분리는 서로 다른 모드로 바뀐다.

연속 기능(∞)

rcf, rpm변환

전원이 나갔을 경우
뚜껑 열기

TIME 키를 사용, 30분 이상이거나 0.5분 이하로 돌려 놓으면 ∞값이 화면에 나타난다.
연속 기능을 해제하려면 STOP 키를 누른다.
Speed 키를 눌러주면 rcf와 rpm 값이 번갈아 나타난다.
플러그를 빼고 로터가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약 5분 소요)
Emergency lid release 는 기기 바닥에 있는 코드를 밀어냄으로써 실행시킬 수 있다. 기기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하얀 플라스틱 버튼을 밀어내고 코드를 수직으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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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패널 기능 안내

1. RCF/RPM 변환 키

2. 화면 (Display)

3. Lid Open 버튼

4. Time 설정 버튼

5. Speed 설정 버튼

6. Temperature 설정 버튼

7. FAST TEMP 설정 버튼

8. Short Spin 원심분리

9. 시작/멈춤 버튼

* 화면(Display) 안내

2. 현재 원심분리 단위
rcf : g-force
rpm : speed

3. 원심분리 상태 확인
Lid 뚜껑 열림
Lid 잠김
원심분리 중

4. AT SET RPM 상태 확인
세팅 속도 도달 후 시간 카운트
바로 시간 카운팅

5. 온도 확인

6. 매개변수 LOCK 유무
LOCK 상태
UNLICK 상태

7. RCF/RPM 값 확인

8. 소리 상태 확인
소리 켜짐
No symbol: 소리 끔

1. 원심분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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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조작 방법
기능

조작 순서
menu/enter 버튼을 눌러 메뉴를 활성화한다.

At set rpm 기능

커서를 눌러 ATSET을 선택한다.
하위 범주에서 ON을 선택하면 입력된 속도에 도달한 뒤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화면에
OFF 선택하면 지정 속도에 도달하는 동안에도 시간을 계산하고 화면에

가 나타난다.

가 나타난다.

menu/enter 버튼을 눌러 메뉴를 활성화한다.
매개변수 영구 지정

커서를 눌러 LOCK를 선택한다.
하위 범주에서 ON을 선택하면 지정된 시간, 속도 등이 변하지 않고 화면에
다시 자유롭게 입력 가능하고 화면에

스탠바이 모드

표시가 나타난다. OFF를 누르면

표시가 나타난다.

기기를 15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된다. “EP”로고가 나타난다.
5427R의 퓨즈 홀더는 메인 스위치 사이에 있음
> 퓨즈 교체 방법

기기 퓨즈

1) 전원 플러그를 본체에서 뽑아 낸다.
2)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스프링의 위/아래 끝부분을 누른뒤 앞쪽으로 당겨 뺀다.
3) 기존 퓨즈를 빼 내고 새 퓨즈로 교체하고, 올바른 위치에 올린다.

*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기 외부와 로터 챔버는 한 달에 한번 중성 세제로 닦아낸다.
기기 뚜껑을 열고 플러그를 뺀 후 로터를 분리한 뒤에 개별적으로 닦아낸다.
로터 챔버는 젖은 천으로만 닦아야 한다.
세척과 오염물 제거에는 중성세제(Extran neutral, RBS neutral, 70% ethanol /water mixture 등) 만 사용한다.
모터 축 바깥 틈으로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로터 bore에 잔여물이나 부식이 없는지 점검한다.
습기는 부드러운 천으로 잘 닦아낸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청소 후 로터는 다시 장착하여 조인다.
로터의 자기장 링은 로터를 인식하고 속도를 감지하는 부분이므로 손상시에는 즉시 기술담당자에게
의뢰하여 교환 한다.
⑩ 모든 로터는 오토클레이브 가능하다 (121, 20min)
11 사용 후에는 원심분리기 전원을 끄고 뚜껑은 열어놓은 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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