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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화면 

메인 화면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상태, 실제값과 진행 표시기 

설정값 입력 영역 

원심분리기 제어, 메뉴 및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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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심분리기 제어, 메뉴 및 도움말 

메인 화면의 상단 부분은 상태, 실제값과 원심 분리의 진행 상태를 보여줍니다.  

 

 

 

 

 

 

 

1- 상태 및 남은 시간 

정지될 때까지의 남은 시간을 원심분리 동안 표시합니다. 연속 모드에서는 경과된 

시간이 표시됩니다. 원심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표시될 수 있는 상태 메시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태 의미 

준비됨 원심분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어 열기 원심분리기의 도어가 열려 있습니다. 

오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정지됨 원심분리가 수동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준비 원심분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사전 템퍼링 완료 사전 템퍼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로터가 없음 원심분리기에 로터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도어 동작 중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힙니다. 

 

  

3. 현재 온도 

2. 진행 상태 

1. 상태 및 남은 시간 

4. 현재 속도 



메인 화면 

6 / 75 

 

2- 진행 상태 

세 영역으로 나누어 실행의 현재 단계가 표시됩니다. 가속, 원심분리 및 감속. 

 

 

 

 

 

 

 

 

 

3- 현재 온도  

현재 챔버 온도가 표시됩니다. 

4- 현재 속도 

로터의 현재 회전속도가 표시됩니다. 

1.2 설정값 입력 

필요한 사용자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이 영역에서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값에 대한 입력창이 열립니다. 현재 선택된 설정값은 키에 

표시됩니다. 입력창에서 나가려면 표시된 버튼 또는 창 외부 영역을 누르십시오. 20초 동안 

사용자가 아무런 입력을 하지 않으면 창은 닫힙니다. 

원심분리 중에 값을 변경하는 경우, 이 값은 바로 적용됩니다.  

각 버튼의 사용과 의미는 다음 장에서 설명합니다. 

가속 

원심분리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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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시간 

실행 시간은 실행 시간 버튼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 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초단위 입력은 설정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실행 시간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1- 시간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만료되면, 원심분리 실행이 중지됩니다. 설정 

시간이 원심 분리기가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것인지() 가속 단계가 완료되었을 때 

시작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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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 모드 

연속 모드에서는 시간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원심분리 실행이 수동으로 중지될 때까지 

프로세스가 계속됩니다. 

 

3- 누적원심효과(ACE) 

X, Y * 10z로 입력 

X: 소수점 앞자리 

Y: 소수점 뒷자리 

Z: 10의 지수 

1.2.2 회전속도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RPM) 또는 상대원심력(RCF)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속은 

사용 로터의 최대 속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3 온도 

온도는 섭씨°C로 표시됩니다. 온도는 -20 °C ~ 40 °C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값이 

변경되면, 곧바로 원심분리기가 로터 챔버를 설정 온도로 냉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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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가속 및 감속 프로파일  

가속 프로파일은 원심분리기가 얼마나 빠르게 설정된 회전 속도에 도달하거나 정지하는지 

보여줍니다. 

 

 

 

가속 프로파일 값은 1 ~ 10까지 보여줍니다. 다른 프로파일 세트가 설정에서 활성 상태인 

경우, 사용 가능한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값은 최소 가속 또는 감속을 나타내고; 

가장 큰 값은 최대 가속 또는 감속을 나타냅니다. 

 

일부 프로파일 세트의 경우 감속 프로파일에 감속차단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활성 상태인 경우, 회전 속도는 rpm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원심분리기가 감속 단계에서 이 

회전속도에 도달하면, 구동장치 전원이 차단됩니다. 제동되지도 않고 감속 단계가 모터에 

의해 연장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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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이 선택되면, 화면의 상단의 진행 표시기에 표시됩니다. 

 

예: 

최소 가속도는 가속 프로파일로 선택되고, 최대 감속도는 감속 프로파일로 선택됩니다. 

 

 

 

 

 

 

 

 

설정에서 여러 다른 장치 유형(프로파일 세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프로파일 세트장 참조). 

일부 유형에서는 가속 및 감속 프로파일에 대한 부가적인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제, Slow start  옵션은 가속 프로파일에서, Slow Stop 옵션은 감속 프로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선택 영역은 비활성 상태입니다. 두 가지 옵션 중 하나가 활성화되면, 

해당 프로파일 선택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 옵션이 비활성 상태인 경우, 각각의 가장 빠른 

프로파일이 활성화됩니다. 

  

최대 감속도 최대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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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프로그램 

현재 선택된 프로그램 이름 또는 프로그램 선택 버튼이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목록이 나타납니다(프로그램 장 참조). 

 

 

 

 

 

 

 

 

1.2.6 로터 

현재 장착된 로터 이름이 표시되거나 로터 장착하기 버튼이 표시됩니다. 

 

 

 

로터 장착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로터를 장착하면 로터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장착된 로터를 인식할 수 없을 때는 먼저 로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USB 

가져오기/내보내기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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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시리얼 번호 

설정에서 시리얼번호 입력 옵션이 활성 상태인 경우, 로터와 버킷에 대한 시리얼번호를 로터 

창에 입력하거나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번호를 할당하면 특정 로터와 

버킷의 사이클 검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는 데 사용할 버킷 유형()을 선택합니다.  

 

  

ID 설정  버튼으로 시리얼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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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사용해 로터와 여러 개별 버킷을 교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시리얼번호가 바코드 스캐너에 의해 판독되면, 화면은 스캔할 수 다음 요소로 점프합니다. 

현재 선택된 요소는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할당된 시리얼번호가 없는 요소는 회색으로 

표시되고 시리얼번호를 가진 요소는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각각의 시리얼번호는 한 번만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할당된 시리얼번호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버킷에 할당되는 경우, 사이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할당된 시리얼번호가 다른 

유형의 버킷에 할당되는 경우, 원래의 할당 및 사이클은 삭제됩니다. 

 

로터 데이터 창에서 다른 버킷을 선택하면, 창을 연 후 변경된 모든 사항이 손실됩니다. 로터 

데이터 창에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창 외부 

영역을 누르면, 창이 닫히고 변경 사항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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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착된 로터 및 버킷 유형에 시리얼번호가 할당된 경우, ID 정보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 정보 버튼을 누르면, 로터 및 버킷 시리얼번호가 나타나고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개 요소의 사이클 수가 표시됩니다. 로터의 각 원심분리 실행이 1 사이클입니다. 

로터나 버킷이 장착되면, 바로 이전에 사용한 로터나 버킷 유형의 시리얼번호가 다시 

표시됩니다.  

시리얼번호가 실행 로그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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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심분리기 제어 

메인 화면의 하단 영역은 원심분리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심분리기 제어 영역에서는 다양한 버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원심분리기 도어가 닫혀 있고 로터가 장착된 경우, 녹색 Start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설정값으로 원심분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심분리기 도어가 열려 있으면, 시작 시 자동으로 도어가 닫힙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했을 때 타이머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었다면 

이 버튼이 녹색 시작 버튼을 대신합니다(타이머 시작 단원 참조). 

 

빨간색 Stop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원심분리를 정지합니다. 진행 

표시기가 감속 단계로 이동합니다. 

Timed Start가 예정되었는데 시작 시각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경우, Stop 버튼을 누르면 Timed Start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심분리기의 도어가 열립니다. 

 

도어 컨트롤러. 

 

도어 콘트롤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원심분리기가 켜진 경우, 이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도어 

콘트롤러가 재작동할 수 있도록 도어를 수동으로 닫아야 합니다. 

구성 문맥 감지형 도움말 
사용자 로그인 

원심분리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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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메뉴 

메뉴를 불러올 때  기호를 사용합니다. 메뉴를 사용하여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사용자 로그인 

하단 영역에 사용자 PIN에 의한 보호 설정에 따라 여러가지 항목이 표시됩니다. 

 

 열쇠 기호  

사용자 PIN에 의한 보호 옵션이 설정에서 비활성 상태인 경우, 열쇠 기호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원심분리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자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원심분리기가 어느 사용자 레벨(사용자 장 참조)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용자 레벨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이러한 설정은 마스터 패스코드가 필요합니다(설정 장 참조).  

 

 로그인  

사용자 PIN에 의한 보호옵션이 설정에서 활성 상태인 경우, 로그인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사용자는 로그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원심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PIN 코드 입력창이 

활성화됩니다. 등록된 사용자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PIN-Code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6 문맥 감지형 도움말 

 버튼을 사용하여 문맥 감지형 도움말을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이 활성 상태인 경우에는 

버튼의 색상과 기호가 변경됩니다 .  

이 모드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요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버튼의 기능을 

설명하는 짧은 정보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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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온도 버튼: 

 

 

이 기능은  버튼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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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대 모드 

30초 동안 메인 화면에 아무 입력을 하지 않으면 등대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상태, 실제값 그리고 진행 표시기가 크게 표시됩니다. 

 

 

   

 

 

 

설정값 입력창이 사라지고 진행 표시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시간 표시가 확대되므로 

원심분리 상태가 먼 거리에서도 잘 보입니다. 원심분리기를 정지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화면 아무 데나 누르면 이 등대 모드가 종료됩니다. 

  

등대 모드 정상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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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B 가져오기/내보내기 

실행 로그, 로터 로그, 프로그램 및 사용자는 USB 스틱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사용자는 가져올수 있습니다. 동일한 언어 설정과 동일한 프로파일 세트를 

사용하여 내보낸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위한 파일 형식은 CSV입니다. 데이터는 Microsoft Excel™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편집 할 수 있습니다. 실행 로그는 또한 PDF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에 사용되는 USB 스틱은 FAT32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원심분리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실행 로그는 또한 원심분리기의 IP 주소와 "801" 

포트로 http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분리기에 할당된 IP 

주소가 "192.168.0.1"일 경우, 다운로드 주소는 "http://192.168.0.1:801"입니다.  

 

알 수 없는 로터가 원심분리기에 장착되었을 때, 사용자는 해당 로터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USB 스틱이 로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원심분리기에 로터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이 스틱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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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더넷 전원 장치(Power over Ethernet, PoE) 

원심분리기가 네트워크 내의 PoE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심분리기가 꺼진 경우에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원심분리기 화면은 전력이 

공급됩니다. 원심분리 실행은 이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원심분리기가 다시 켜지면, 

원심분리기는 PoE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빨리 준비 상태에 도달합니다. 

 

원심분리기가 꺼져 있고 네트워크 PoE 장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화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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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MP 모드 

GMP 모드를 설정에서 활성화하는 경우, 사용자는 워크플로우를 통해 안내됩니다. 이 경우, 

바코드 스캐너는 사용자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백의 

시리얼번호를 수동 또는 바코드 스캐너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5.1 GMP Workflow 

GMP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사용자 로그인 

로그인하려면, 사용자에게 할당된 바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이전에 사용자 관리에서 바코드가 할당된 사용자만이 바코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장 참조).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GMP 워크플로우를 중단하고 설정을 하기 

위해 로그인하려면, 관리자 로그인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다시 로그아웃할 때, GMP 워크플로우는 다시 활성화됩니다.  

 

2. 프로그램 선택 

사용자가 로그인한 후에, 선택한 프로그램의 바코드가 스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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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사용자 관리에서 바코드가 할당된 프로그램만이 바코드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 장 참조).  

 

3. 제품 식별 

프로그램이 선택되면, 선택한 혈액백의 시리얼번호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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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미리 정의된 "END" 바코드를 스캔하여 입력 모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도어를 닫고 원심분리 시작 

모든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도어를 닫고 원심분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 식별 

원심분리가 완료되고 원심분리기 도어가 열리면 사용자 바코드를 다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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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원심분리기에서 혈액백을 제거하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단계 후, 워크플로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워크플로우는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과정대로 진행됩니다.  

 

단계 건너뛰기 

설정에서 건너뛰기 가능 옵션이 활성 상태인 경우, 다른 모든 단계는 각 단계에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원심분리기의 

실행결과 

사용자 ID 

엔드-바코드 

혈액백 ID 

프로그램 ID 

사용자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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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리 정의된 바코드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해서 제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두 개의 미리 정의된 바코드가 

제공됩니다. 

 

 End 

혈액백 시리얼번호의 스캔이 완료되면, 이 바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취소 

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현재 단계가 GMP-Workflow에서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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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뉴 

메뉴는 도움말, 실행, 구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영역은 하위 메뉴의 또 다른 레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끝내고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메뉴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화면 위쪽에 

있는  기호 또는 왼쪽에 있는 제목 영역을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한 경우, 관련 화면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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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도움말 

6.1.1 기본 조작 

하위 메뉴 교육 비디오에는 원심분리기의 다양한 테마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동영상 리스트 

동영상 

이전 

동영상 

다음 

동영상 

재생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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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기능 

하위 메뉴 사용설명서에는 원심분리기 사용에 대한 설명 텍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형태의 테마 

주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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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계산기 

계산기는 서로 다른 로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산기는 로터 1의 회전속도와 시간의 설정값과 비교하여 로터 2가 현재 설정된 

회전속도로 샘플에 로터 1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로터 선택에서는 로터와 로터용 버킷이 있으면 버킷 유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터 정보 영역은 선택된 로터에 대한 값을 표시합니다. 

값 변환 영역에서는 양쪽에 각각 4 개의 다른 값이 있습니다. 

1. 회전 속도(RPM) 

이 필드는 현재 선택된 로터의 최대 회전속도가 표시됩니다. 값은 양쪽 로터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간 

로터 1의 실행 시간을 여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로터 2에서는 실행 시간이 로터 1과 

로터 2의 회전속도 그리고 로터 1의 실행 시간을 가지고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3. 상대 원심력(RCF) 

4. K-Factor 

설정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회전속도와 실행시간이 현재 설정값으로 지정됩니다. 설정이 

로드되면, 메인 화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값 변환 

로터 2의 계산된 값을 

설정값으로 불러오기 

로터 정보 

로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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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Runs 

6.2.1 프로그램 

하위 메뉴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는 프로그램으로 설정값의 조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로드될 때, 저장된 값은 현재 설정값으로 지정됩니다. 

 

 

 

이 하위 메뉴에는 항상 2개의 미리 정의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사전 템퍼링 

 QC RUN 

또한, 사용자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호는 프로그램이 현재 

로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기호는 시간이 지연된 시작을 활성화합니다. 기본 제공 

프로그램에서는 기호가 이름 뒤에 나옵니다.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에서는 상세 보기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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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보기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의 이름을 누르면 상세보기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선택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현재 사용 

중이면 이름 옆에  기호가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이 

지연된 시작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된 시작 

이 모드에서는 원심분리기가 선택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Start 버튼  대신에  버튼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로드되면 원심 

분리기 제어 영역에 타이머 시작 버튼  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 지정된 시간에 도달하면, 

원심분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Stop 버튼을 누르면 Timed Start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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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들기/편집 

이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프로그램 편집기가 열립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설정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 편집기 장 참조).  

기존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필요한 권한이 있는 경우는 

편집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프로그램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불러오기 

선택한 프로그램을 불러오려면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불러오기가 끝나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프로그램 값은 설정값으로 지정됩니다. 

가져오기/내보내기 

프로그램은 USB 스틱을 사용하여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편집기 

메인 화면에서와 유사하게, 여기에서 나중에 사용될 수 있는 설정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메인 화면에서 설정하는 바와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설정값 입력 장 참조).  

 

 

누르면  

00:00:00으로 설정 

현재 시각으로 

설정 

현재 시각 

예정된 시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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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편집기에서 설정값 입력창 아래에 2 개의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 입력  및 

로터 선택 .  

 

 

이름 입력  버튼을 누르면, 화상 키보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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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아래에서 프로그램에 바코드와 색상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바코드는 바코드 

스캐너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 GMP 모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색상은 

프로그램 개요 및 상세보기에 나타납니다. 색상을 할당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며 프로그램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가능한 색상의 목록은 사전 설정되어 있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로터 선택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로터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로터와, 

만약 프로그램을 위해 버킷이 제공된다면 이 버킷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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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runs 

Stepruns는 여러 단계로 구성된 원심분리의 실행입니다. 각 단계에 대한 상이한 설정값이 

지정될 수 있으며, 단계들은 순차적으로 수행됩니다. Steprun을 만들려면, 프로그램 

편집기에서 Steprun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Steprun 생성  버튼을 누르면 추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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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는 시간과 속도에 대한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단계가 다음 단계보다 더 

낮은 회전속도를 갖는 경우, 가속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가 다음 단계보다 

더 높은 회전속도를 갖는 경우, 감속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값들은 각 단계를 지정할 수 없고 다만 첫 번째 단계를 편집할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도 

 회전속도의 단위 

 시간의 단위 

 시간이 가속 시에 시작하는지 아니면 설정된 속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시작하는지 

여부를 지정.  

 

한 Steprun에서 최대 30 단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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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표시기에 표시된 곡선은 각 단계에서 선택된 회전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곡선이 

높을수록 회전속도가 높습니다. 

 

  

  

현재 단계가 강조 표시됩니다.  

각 단계는 눌러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추가 단계 이전 단계 

현재 단계 삭제 현재 단계 / 총 단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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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템퍼링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온도에 의한 샘플의 손상을 막기 위해, 사전 템퍼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로터 챔버를 설정값에서 지정된 온도로 조절해 줍니다. 여기서는 설정값 

입력 시 온도 값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값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QC Run 

이 사전 정의된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이때 해당 로터가 할당된 해당 프로그램만 실행됩니다. 연속 모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온도가 내림차순으로 회전속도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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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un을 실행하는 동안, 각 프로그램의 설정값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때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잠재적인 오작동을 감지합니다. 

 

 

한 프로그램 또는 한 단계의 종료 시에 Steprun에서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또는 단계가 반복됩니다. 한 프로그램 또는 한 단계의 종료 시에 Steprun에서 필요한 

회전속도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QC Run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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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후에 설정값에 도달하는 경우, QC Run은 다음 유효한 프로그램을 계속합니다. 

오류가 발생할 때까지 또는 모든 유효한 프로그램이 다 실행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QC Run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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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Run Log 

실행 로그는 시간 순서로 나열된 모든 실행을 보여줍니다. 최대 120 실행까지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수를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등록 항목부터 삭제됩니다. 

 

 

 

 

 

 

  

  
프로그램 

이름 

실행 종료 

상태 

실행 종료 

날짜와 시간 

이 실행을 

수행한 

사용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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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표시된 실행의 상세보기가 나타납니다. 또한 기록된 혈액백의 

시리얼번호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행 중에 설정값이 변경되면  기호가 로터 이름 옆에 나옵니다. 

리스트 내보내기 ➀ 버튼을 사용하여 로터 로그를 기기에 연결된 USB 스틱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위해 가능한 파일 형식은 CSV 및 PDF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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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Rotor Log 

사용할 로터와 버킷에 대한 정보가 로터 로그에 저장됩니다. 

현재 삽입된 로터 옆에  기호가 나옵니다. 로터 데이터 이외에도 이 원심 분리기의 해당 

로터를 사용해 이전에 실시된 실행 횟수가 표시됩니다. 

리스트 내보내기 버튼 ➀ 을 사용해 로터 프로토콜을 장치에 연결된 USB 스틱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위한 파일 형식은 CSV입니다. 

 

 

  

로터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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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구성 

6.3.1 사용자 

원심분리기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사용자 

PIN에 의한 보호 또는 사용자 ID 로깅이 필수 사용자 로깅 또는 옵션 사용자 로깅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접근 레벨 

접근 레벨은 운영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접근 레벨이 할당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없을 때 소유자는 원심분리기에 대한 

접근 레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된 접근 레벨은 이 원심분리기의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접근 레벨 A는 가장 제한된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접근 레벨이 높을수록,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접근 레벨은 항상 그 아래 레벨보다 더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evel A 

이 사용자는 가장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심분리 실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 또는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Level B 

이 사용자는 사전에 설정된 프로그램들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Level C 

이 사용자는 구성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용자를 편집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PIN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Level D 

사용자는 운영 프로그램의 다른 사용자를 관리할 수있다.  

사용자 관리 

사용자 PIN에 의한 보호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이 메뉴의 옵션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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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만들기 

새 사용자 만들기 

a. 사용자 PIN에 의한 보호 비활성 상태 

사용자 이름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 사용자 PIN에 의한 보호활성 상태 

사용자 이름, PIN 코드, 바코드 및 사용자 레벨을 모두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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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개별 사용자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PIN 코드를 입력하면 선택한 사용자는 로그인됩니다. 이 버튼은 사용자 PIN에 의한 

보호가 활성 상태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져오기/내보내기 

사용자 데이터는 USB 스틱으로 내보내거나 이 스틱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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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설정 

설정에서 원심분리기 및 운영 프로그램 동작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마스터 패스코드를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공장 출하 시 초기 설정된 마스터 패스코드는 

12345입니다. 다른 변경은 현재 메뉴가 종료될 때까지 마스터 패스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제어 

1. 사용자 PIN에 의한 보호 

이 옵션이 활성 상태인 경우, 사용자는 원심분리기를 시작하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옵션이 비활성 상태인 경우, 사용자는 원심분리기를 시작하기 위해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옵션이 활성 상태인 경우에만, 2, 3, 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비활성 상태인 경우에만, 5, 6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PIN 변경 가능 

이 옵션이 활성 상태인 경우, 현재 로그인 한 사용자는 자신의 PIN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후에 잠그기 

원심분리의 실행이 시작되면, 조작 컨트롤은 차단됩니다. 설정값을 변경하는 일이나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일은 먼저 로그인한 사용자의 PIN 코드를 입력하여 잠금 해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사용자 로그아웃 

이 옵션의 3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 사용 안 함 

사용자는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지 않습니다.  

b. 실행 후 

사용자는 현재 실행 완료 시 로그아웃됩니다.  

c. 실행 후 5분 후 

사용자가 실행 후 5분 동안 아무 동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5. 기기 접근 레벨 

여기서 원심분리기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접근 레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레벨이 변경될 때까지 각각의 사용자는 현재 활성화된 사용자 레벨에서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 ID 로깅 

이 세 가지 옵션에서는 사용자가 실행 로그에 기록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로깅 없음 

사용자 이름이 실행 로그에 입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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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션 사용자 로깅 

원심분리가 시작되기 전에, 사용자 이름이 로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3. 필수 사용자 로깅 

원심분리 시작 시에 사용자는 로그에 기록되어야 할 사용자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자 PIN 코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7. Master Passcode 

원심분리기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터 패스코드가 여기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이 패스코드를 두 번 입력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환경 설정 

여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Green mode 

2. Balanced mode 

3. 최대 가용성 

냉각 시스템  

냉각 예약 옵션이 활성 상태인 경우, 냉각 시작 버튼을 사용하여 개시 시간을, 그리고 냉각 

정지 버튼을 사용하여 종료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심분리기의 냉각 시스템은 지정된 

시간 범위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이 옵션이 비활성 상태인 경우, 냉각 시스템은 항상 활성 상태입니다.  

원심분리의 실행이 시작되면, 냉각 시스템은 항상 활성화됩니다.  

로터 + 버킷 

활성화 시 로터와 버킷에 식별용 바코드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GMP 트래킹 모드 

여기서 GMP 문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GMP 문서 장 참조).  

건너뛰기 사용 가능이 활성 상태인 경우, GMP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세트 

프로파일 세트는 원심분리기의 다른 유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 시 모든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과 실행 로그가 삭제됩니다. 이때 선택 옵션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가속 및 감속 

프로파일).  

프로파일 세트를 변경하려면, 프로파일 세트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보안 질문에 대한 답을 

입력한 후에 프로파일 세트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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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 시간 

실행시간에 대한 설정값의 초 단위 입력 기능을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메시지 

여기서 유지보수 시의 주의사항 표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언어 

여기서 사용하실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언어:  

1. Български 

2. 中文 

3. Dansk 

4. Deutsch 

5. English 

6. Eesti 

7. Suomi 

8. Français 

9. Ελληνικά 

10. Italiano 

11. 日本語 

12. 한국어 

13. Hrvatski 

14. Latviešu 

15. Lietuvių 

16. Nederlands 

17. Norsk 

18. Polski 

19. Português 

20. Română 

21. Русский 

22. Svenska 

23. Slovenský 

24. Slovenščina 

25. Español 

26. Čeština 

27. Türkçe 

28. Magyar 

29. Српски 

데이터를 가져올 때, 동일한 언어로 설정되어 내보낸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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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날짜 변경. 형식은 선택한 언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 

시간 변경. 형식은 선택한 언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밝기 조절 

화면 밝기는 이 조절기를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 종료 신호음 

실행 종료 신호음은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 

스마트폰 등의 외부 장치를 통해 원심분리기에 대한 접근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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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기 

여기서 기기의 정보 및 네트워크 설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려면 마스터 패스코드가 필요합니다 (설정 장 참조).  

  

기기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사용자의 기기명과 기기 위치 

IP 주소는 DHCP를 통해 받거나 

수동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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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연락 

여기서 연락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 영역의 필드에서 이름,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변경하려면 마스터 패스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이 기계에서만 표시됩니다. 오류 발생 

시, 여기에 표시된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연락처 

소유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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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rmo Scientific Centri-Vue 애플리케이션 

7.1 요구 조건 

 Thermo Scientific Centri-Touch User Interface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Thermo Scientific 

원심 분리기 

 Thermo Scientific™ Centri-Vue™ 애플리케이션 

 LAN(근거리 통신망) 

7.2 퀵 가이드 

이 퀵 가이드에는 원심 분리기를 Centri-Vue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1. 원심 분리기에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2. 원심 분리기 원격 제어를 사용하려면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몇 가지 

옵션을 변경해야 합니다. 원격 제어 접속을 활성화하려면 설정(단계 1-3)을 선택한 

후 "REMOTE CONTROL"(단계 4)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Centri-Vue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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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과 원심 분리기가 같은 IP 범위의 같은 LAN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5. Centri-Vue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6. Discovery 화면을 선택합니다. 

 

  
 

7. Discovery 메뉴에서 New discovered devices 목록을 열고 네트워크에서 새 원심 

분리기를 검색합니다(단계 1, 2). 

 

 
 

8. 같은 LAN에서 Connectivity Plug-In이 설치된 원심 분리기가 자동으로 발견됩니다(단계 3). 

9. 발견된 원심 분리기를 선택합니다. 

10. Add Device()를 선택해 원심 분리기를 Overview 메뉴의 장치 목록에 추가합니다. 

옵션: 원심 분리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nformation 입력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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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애플리케이션이 Overview 메뉴로 전환되고 이전에 추가한 원심 분리기 항목이 정보 

블록에 표시됩니다(이름, 정보, 상태). 

 

 

 

12. 추가된 원심 분리기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보기로 전환됩니다. 

13. 원격 제어를 하려면 상세 보기에서 Request Remot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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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새 원격 ID를 만듭니다. 설정 화면에서 새 ID 생성()을 선택합니다. 

 

 

 

15. Centri-Vue 애플리케이션의 원격 접속 요청 화면에서 수동으로 또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ID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6. Verify()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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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원심 분리기에 대한 원격 접속이 이루어지면 Start 버튼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7.3 Connectivity Plug-In(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7.3.1 원격 설정 

원격 제어 기능(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중지)을 사용하려면 아래와 같이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원심 분리기 상태를 확인하기만 하려면(읽기 전용 접속)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원격 접근 활성화"를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격 제어 기능에 대한 설정은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 메뉴 마지막 페이지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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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1. REMOTE CONTROL: 일반적인 원격 제어 허용/거부에 대한 확인란입니다. (마스터 

패스코드가 필요함) 

2. 인증: 새 ID 생성을 선택하면 원격 세션에 대한 새 코드(ID)가 생성됩니다. 설정에 따라 

사용자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QR CODE: 생성된 ID가 QR 코드로 표시됩니다. 

4. 숫자 코드: 생성된 ID가 텍스트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7.3.2 접속 제어 설정 

원심 분리기에는 원격 제어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사용자 모드가 있습니다. 

1. 닫힌 원심 분리기: "Access Control"을 선택하면 로그인 없이 원심 분리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원격 ID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열린 원심 분리기: "Access Control"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로그인 없이 원심 분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 ID 로그인을 위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 사용자 로깅 없음 

b. 옵션 사용자 로깅 

c. 필수 사용자 로깅 

선택에 따라 원격 제어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원심 분리기를 원격으로 시작할 수 있고 원심 분리기가 로깅 작업을 

위해 사용자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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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Centri-Vue 애플리케이션 

Centri-Vue 애플리케이션은 LAN에서 사용 가능한 원심 분리기를 발견하고 옵션인 추가 

사용자 정보와 함께 로컬 원심 분리기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로컬 원심 분리기 

항목에 위치 정보를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7.4.1 Overview 메뉴 

1. New를 선택해 수동으로 새 원심 분리기를 추가합니다. 

2. 목록 보기: 다음과 같은 정보와 함께 추가된 원심 분리기 목록을 보여줍니다. 

a. 원심 분리기 이름(원심 분리기에 대한 이름이 입력되지 않았다면 원심 분리기 

IP 주소가 대신 표시됨) 

b. 옵션 정보(예를 들어 위치 정보) 

c. 원심 분리기 상태 

원심 분리기 항목을 선택해 원심 분리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엽니다. 

3. Overview를 선택해 Overview 메뉴로 전환합니다. 

4. Discovery를 선택해 Discovery 메뉴로 전환합니다. 

 

 

 

로컬에서 저장된 원심 분리기를 편집하거나 삭제하려면 목록 항목을 선택한 후 길게 

누릅니다. 이 화면에 대한 세부 정보가 아래에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Thermo Scientific Centri-Vue 애플리케이션 

61 / 75 

 

원심 분리기 상태 

원심 분리기가 다음과 같이 상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DOOR OPEN" (도어가 열렸음) 

 "READY" (원심 분리기를 시작할 수 있음) 

 "ACCELERATING" (원심 분리기가 가속하고 있음) 

 "RUNNING"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고 있음) 

 "STOPPING" (원심 분리기가 감속하고 있음) 

 "COMPLETE" (실행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 

 "STOPPED" (실행 작업이 취소되었음) 

 "POWER DOWN" (원심 분리기가 꺼졌음) 

참고 이 메시지는 원심 분리기가 PoE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DISCONNECTED" (네트워크가 시간 초과됨) 

원심 분리기 오류가 발생하면 빨간색 취소선이 표시됩니다. 

7.4.2 Discovery 메뉴 

1. New discovered devices: 새 발견을 시작하려면 항목 목록을 엽니다. 

2. 목록 보기: 네트워크에서 발견된 모든 원심 분리기가 표시됩니다. 각 원심 분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a. 원심 분리기 이름 

b. 원심 분리기 IP 주소 

3. Overview를 선택해 Overview 메뉴로 전환합니다. 

4. Discovery를 선택해 Discovery 메뉴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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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상세 보기 

로컬에서 저장된 원심 분리기의 상세 보기에 들어가려면 원심 분리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상세 보기는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의 기본 화면과 매우 비슷하며 원심 분리기의 현재 수치를 표시합니다(1초마다 새로 

고침). 모든 매개 변수는 읽기 전용이고 원심 분리기에 직접 접속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옵션): 원심 분리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하다면 사용자 이름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2. 원심 분리기 이름: 원심 분리기 이름을 표시합니다. 원심 분리기 이름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원심 분리기 IP 주소가 표시됩니다. 

3. 시간 표시: 프로그램 선택에 따라 처리 시간 또는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4. 상태 표시: 원심 분리기 진행 상태를 그래픽으로 표시합니다. 

5. 현재 속도: 원심 분리기 현재 속도를 표시합니다. 

6. 현재 온도: 원심 분리기 현재 온도를 표시합니다. 

7. ACCEL: 원심 분리기 가속을 지정합니다. 

8. TIME: 원심 분리기 작동 지속 시간을 지정합니다. 

9. DECEL: 원심 분리기 감속을 지정합니다. 

10. SPEED: 원심 분리기 목표 속도를 지정합니다. 

11. TEMPERATURE: 원심 분리기 온도를 지정합니다. 

12. 프로그램 표시: 기본 제공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표시됩니다. 

13. 로터 표시: 설치된 로터 이름을 표시합니다. 

14. Request Remote: 이 버튼을 누르면 "Request Remote Access" 메뉴로 전환됩니다. 

15. Overview: 이 버튼을 누르면 "Overview" 메뉴로 전환됩니다. 

16. Discovery: 이 버튼을 누르면 "Discovery" 메뉴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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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중 상세 보기 

원심 분리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상세 보기에서 메시지 팝업창이 나옵니다.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상세 보기로 전환할 때마다 메시지가 열립니다. 상세 보기에서 커다란 빨간색 X 

표시를 선택하면 수동으로 메시지를 열 수 있습니다. 

 

 

7.4.4 원심 분리기 추가 

네트워크에서 검색 

원심 분리기 IP 주소를 모른다면 발견 기능을 사용해 원심 분리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 Discovery 메뉴로 전환합니다. 

2. New Discovered Devices 목록을 엽니다. 

3. 발견된 원심 분리기가 이름과 IP 주소 목록에 표시됩니다. 

참고: 원심 분리기 이름이 입력되지 않았다면 이름 입력란이 빈칸으로 남습니다. 

4. 원하는 원심 분리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Add New Device" 메뉴가 열립니다. 

1. Cancel: 저장하지 않고 "Add New Device" 메뉴를 닫습니다. 

2. Name: 원심 분리기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름은 자동으로 감지되고 편집할 수 

없습니다. 이름을 검색할 수 없다면 "Device name Example"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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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Address: IP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나중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4. Information: 원심 분리기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나중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Add Device: 이 버튼을 선택하면 원심 분리기가 Overview 메뉴에 추가됩니다. 

성공적으로 저장되면 애플리케이션이 Overview 메뉴로 전환되고 추가 원심 분리기가 

표시됩니다. 

 

 

수동으로 추가 

원심 분리기 IP 주소를 알고 있다면(발견된 장치를 선택한 후에) 다음과 같이 Overview 

메뉴에서 원심 분리기를 수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Overview 메뉴에서 New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 Add New Device 메뉴가 나옵니다. 

1. Cancel: 저장하지 않고 "Add New Device" 메뉴를 닫습니다. 

2. IP-Address: IP 주소가 있다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Information: 나중에 원심 분리기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Add Device: 이 버튼을 선택하면 원심 분리기가 Overview 메뉴에 추가됩니다. 

성공적으로 저장되면 애플리케이션이 Overview 메뉴로 전환되고 추가 원심 분리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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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분리기 추가 오류 

원심 분리기를 Overview 메뉴에 추가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같은 IP 주소의 원심 분리기가 이미 로컬 목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팝업창 메시지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2. IP 주소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 IP 주소는 (x.x.x.x) 형식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숫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를 잘못된 형식으로 입력하면 윤곽선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Add Device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7.4.5 원심 분리기 항목 편집 

Overview 메뉴에서 원심 분리기 항목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원심 분리기 항목을 

편집하려면 항목을 선택하고 길게(약 3초 동안)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으로 구성된 편집 

메뉴가 열립니다. 

1. Edit 를 누르면 원심 분리기 편집 메뉴가 열립니다. 

2. Delete 를 누르면 원심 분리기 항목이 삭제됩니다. 그 다음 질문에서 Yes를 선택하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3. Cancel 을 선택하면 다시 Overview 메뉴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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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를 선택하면 "Edit Device" 메뉴가 열립니다. 

1. Cancel 을 누르면 Overview 메뉴로 돌아옵니다. 

2. Name: 원심 분리기 이름은 원심 분리기에서만 직접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3. IP-Address: 저장된 IP 주소를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Information: 정보 입력란을 여기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5. Save: 변경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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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원격 제어 

전제 조건: 원심 분리기 원격 접속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Request Remote Access 메뉴 

상세 보기에서 Request remote access 를 선택하면 "Request remote access" 메뉴가 열립니다. 

1. Cancel을 누르면 Overview 메뉴로 돌아옵니다. 

2. ID: 원심 분리기 원격 ID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Scan QR Code: 일체형 QR Scanner를 엽니다. 

4. Verify: 입력했거나 스캔한 코드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스마트폰에 대해 새 세션을 만듭니다. 

수동으로 입력 

1. 원심 분리기에서 새 ID를 만듭니다. 

2. "Request remote access" 메뉴의 "ID" 입력란을 누릅니다.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3. 숫자 ID를 스마트폰 입력란에 입력합니다. Verify()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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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로 입력 

1. 원심 분리기에서 새 원격 ID를 만듭니다. "Request Remote Access" 메뉴에서 Scan QR 

Code를 선택합니다. 

2. 일체형 QR 스캐너가 열립니다. 

3. QR 스캐너로 원심 분리기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4. QR 코드가 성공적으로 스캔되면 애플리케이션이 "Request Remote Access" 메뉴로 

돌아갑니다. 

5. 원격 ID가 QR 코드에서 디코딩되고 ID 입력란에 표시됩니다. ID를 원심 분리기의 숫자 

코드와 비교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Verify를 선택합니다. 성공적으로 확인되면 애플리케이션이 "Detail view" 메뉴로 돌아갑니다. 

 

원격 연결 오류 

Verify를 선택했을 때 원심 분리기에 대해 원격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Request Error"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가능한 오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격 ID가 원심 분리기에서 올바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벌써 이 원격 ID로 원격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원심 분리기/스마트폰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지 않습니다. 

스캐너가 QR 코드를 인식하지 못함 

1. QR 코드를 빠르고 올바르게 스캔하려면 스마트폰을 QR 코드 위에 수직으로 두어야 합니다. 

2. 전체 QR 코드가 스캐너의 밝은 부분에 놓여야 합니다. 

3. QR 코드 초점을 맞추는 데 문제가 있다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작동하는지, 카메라 렌즈를 

닦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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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세션 닫기 

원격 세션은 수동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격 세션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원심 분리기에 새 원격 ID가 생성되었습니다. 

 사용자 로그인 없는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기 도어가 열렸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원심 분리기에서 5분 동안 상호 작용이 없었습니다. 

 사용자 로그인 있는 원심 분리기: 현재 사용자가 로그아웃했습니다(구성 메뉴의 

확인란 선택에 따라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세션 관리는 원심 분리기 사용자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원심 분리기에서 로그아웃하면 스마트폰 세션이 비활성화됩니다.

PoE를 사용한 네트워크 연결  

원심 분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PoE를 사용하는 장치입니다.1 PoE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하면 원심 분리기 주전원 스위치를 끄더라도 작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원심 분리기와 Centri-Vue 애플리케이션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주전원 스위치를 켜면 원심 분리기가 정상적인 작동 상태로 돌아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활성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피하려면 사용하는 네트워크 포트에서 PoE를 비활성화합니다.2 

                                                

1 PoE(Power over Ethernet)는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구성품이 일찍 고장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PoE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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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EST-Webserver 

REST-Webserver 포트: 800 (TCP). 정의된 JSON 개체를 통해 데이터가 교환됩니다. 

8.1 리소스 개요 

아래 표에는 REST-인터페이스 방법이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8.2 리소스에 대한 상세 설명: 

GET <device ip>:<port>/getall 

원심 분리기 현재 상태를 질의하고 목표값과 실제값을 제공합니다. 

요청: 

데이터 없음 

반응: 

{ 

"actualValues": { 

"ace": <ace value in x.xxExx>, 

"powerDown": <true orfalse> 

"rcf": <rcf value in xg>, 

"rpm": <rotation speed in rpm>, 

"state": <state identifier>, 

"temperature": <temperature in °C>, 

"time": <time format hh::mm::ss> 

}, 

"error": <error object>, 

"name": <centrifuge name> 

"program": <program name>, 

"rotorName": <rotor name> 

"setValues": { 

"accelerationProfile": <profile number>, 

URL 허용되는 방법  설명 

<device ip>:<port>/getall GET 원심 분리기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device ip>:<port>/getstate GET 원심 분리기 이름과 상태만 나온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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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ace value in x.xxExx >, 

"decelerationProfile": <profile number>, 

"rcf": <rcf value in xg>, 

"rpm": <rotation speed in rpm>, 

"temperature": <temperature in °C>, 

"time": <time in hh::mm::ss> 

}, 

"user": <user name> 

} 

<error object>: 

{ 

"code": <error code>, 

"description": <error description in gui language> 

"title": <error title / type of error> 

"time": <error occurrence time in year/month/day hh:mm:ss> 

} 

값을 구할 수 없으면 0으로 설정됩니다. 이것을 사용해 다음과 같은 작동 모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RPM 모드의 원심 분리기: rpm 설정, rcf에 값 zero 포함 

• RCF 모드의 원심 분리기: rpm에 값 zero 포함, rcf 설정 

작동 모드 Time, Hold, ACE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Time 모드: time 설정, ace 값 zero 

• ACE 모드: time zero, ace 설정 

• Hold 모드: Time 모드와 같지만 setValues의 time도 zero 

예 

Time-RPM 모드 원심 분리기에서 다음과 같이 오류 발생: 

{ 

"actualValues": { 

"ace": null, 

"powerDown": false 

"rcf": null, 

"rpm": 0, 

"state": "EREADY", 

"temperature": 0, 

"time": "00:02:00" 

}, 

"error": { 

"code": 3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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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Error Text", 

"title": "Centrigue Error", 

"time": "2015/03/23 03:32:37 PM" 

}, 

"name": "My Centrifuge", 

"program": "", 

"rotorName": "F10-4x1000 LEX", 

"setValues": { 

"accelerationProfile": 9, 

"ace": null, 

"decelerationProfile": 9, 

"rcf": null, 

"rpm": 500, 

"temperature": 0, 

"time": "00:02:00" 

}, 

"user": "Centrifuge User" 

} 

Hold-RCF 모드의 원심 분리기: 

{ 

"actualValues": { 

"ace": null, 

"powerDown": false 

"rcf": 0, 

"rpm": null, 

"state": "STOPPED", 

"temperature": 0, 

"time": "00:00:38" 

}, 

"error": null, 

"name": "My Centrifuge ", 

"program": "", 

"rotorName": "F10-4x1000 LEX", 

"setValues": { 

"accelerationProfile": 9, 

"ace": null, 

"decelerationProfile": 9, 

"rcf": 1000, 

"rpm": null, 

"temperature": 0, 

"time":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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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 

} 

 

ACE-RPM 모드의 원심 분리기: 

{ 

"actualValues": { 

"ace": "0.00E00", 

"powerDown“ : false 

"rcf": null, 

"rpm": 0, 

"state": "STOPPED", 

"temperature": 0, 

"time": null 

}, 

"error": null, 

"name": "My Centrifuge", 

"program": "", 

"rotorName": "F10-4x1000 LEX", 

"setValues": { 

"accelerationProfile": 9, 

"ace": "2.22E02", 

"decelerationProfile": 9, 

"rcf": null, 

"rpm": 500, 

"temperature": 0, 

"time": null 

}, 

"us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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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device ip>:<port>/getstate 

질의 상태와 원심 분리기 이름. 

요청: 

데이터 없음 

반응: 

{ 

"name": <centrifuge name>, 

"powerDown" : <true or false> 

"state": <state identifier> 

} 

예 

{ 

"name": "My Centrifuge ", 

"powerDown" : false 

"state": "STOPP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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