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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본 매뉴얼은 구입하신 제품의 성능 및 사용법 그리고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품 사용 전에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기는 평평한 곳에 수평을 맞춰 설치하여 주십시오.

2. 작동 중에 기기를 이동하지 마십시오.

3.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사용할 전압을 확인하십시오. 잘못된 전압을 연결하여 사용할 시,

    기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전원은 반드시 기기의 정격전압을 확인 후 이와 맞게 연결하여 주십시오

5. 액세서리 등 부속품은 한일과학에서 제공 혹은 인증한 제품만을 사용하십시오. 

6.         챔버 내부에 전용 용기, 샘플 이외의 다른 물건을 넣지 마십시오.

7.    가연성 또는 방사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피하여 주십시오.

8. 기기 내부에 휘발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9. 기기 내 CO2의 공급은 한일과학에서 권장하는 가스조절기, 0.9 kgf/㎠ (13 PSI)이하의 압력으로 사용

    하되 한일과학에서 지정한 제품을 권장합니다. 가스 공급관의 연결이 바르지 않을 경우 CO2가 누출

    되거나 설정농도가 유지되지 않고 허용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10. 이상한 냄새나 연기 등이 발생하면 즉시 주전원을 차단하고 한일과학 기술지원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11. 기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장시간 문을 열어두지 마십시오.

12. 기기에 다른 물건을 올려두거나 기대지 마십시오.

13.  제품세척 시 신나 등의 유기용매는 피하고 중성세제를 사용해주십시오.

14.  기기 세척 시 전원코드를 분리하여 전원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15.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습팬의 물을 제거한 후 전원 플러그를 분리 해주십시오.

16. 사용설명서에 언급 혹은 언급 되지 않은 모든 수리/보수 사항들은 반드시 본사에서 제품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1-1.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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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리 및 보수 요청 시 사용자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18. 멀티콘센트 사용시 다수의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19.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나 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20.  제품에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21. 제품/수리 문의는 한일과학(주)으로 연락 주십시오.

위험 및 경고를 나타내는 주의 표시 감전 위험 주의 표시

1-3. 전기 안전 정보

1. 본체 구매 시 제공되는 전원 케이블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2.  전원 케이블은 접지식 콘센트에 꽂아 주십시오. 

  - 콘센트가 접지식인지 확인할 경우에는 전기 전문 기사 또는 한일과학 기술지원팀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3. 전원 케이블이 밟히지 않도록 기기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4. 전원 케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 놓지 말아 주십시오.

5.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기기의 전원을 즉시 끄고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케이블을 뽑은 후

    한일과학 기술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기에서 이상한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 전원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마모된 경우

     - 기기에 액체를 쏟은 경우

     - 기기에 물이 들어간 경우

     - 기기의 일부가 손상된 경우

1-2. 안전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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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구성과 정보

2-1. 외형 정보

외부기기 연결구

터치식 LCD
컨트롤패드

USB port

전원 케이블 연결구

CO2 공급 연결구

전원 스위치

내문 잠금장치

내부 도어 잠금장치

fight
사각형


fight
사각형


fight
사각형


fight
사각형


fight
사각형


fight
사각형


fight
사각형


fight
사각형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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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품 구성

1. 구입 후 포장된 상자를 열고 구성품 항목 리스트를 확인 후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 하십시오.

· 제품이 도착하면 제품 박스에 손상이 있는 지 세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제품 포장에 훼손이 있다면 즉시 구입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는 사용자 설명서 하단과 제품 겉면에 부착된 라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량

1

1

1

1

내용

제품 본체

사용 설명서

AC 전원코드(180 mm)

가습팬

선반 지지대

측면 지지대

선반

CO2 공급관

[구성품 항목 리스트]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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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품 정보 (Technical Specifications)

항목 내용

모델명 ARA 

제품 크기(W x D x H)   x  mm

챔버 크기(W x D x H)   x  mm

선반 크기 (W x  x x 25 mm

제품 중량  kg

가용내부용적  L

캐비닛 재질 강판

챔버 재질 스테인레스강

내문 재질 안전강화유리

선반 재질 스테인레스강

LCD 크기 (해상도) 7 inch (WVGA, 800 x 480)

가열 방식

가습 방식 가습팬 자연증발

온도제어
 온도센서 (PT100)를 이용한 마이크로프로세서PID 제어

(해상도: 0.1℃)

CO2 농도 제어
비분산 방식 이중빔 적외선 (NDIR) 센서를 이용한 마이크로프로세서PID 제어

(해상도: 0.1%)

설정값 표시 디지털 표시

챔버 내 공기 순환 팬 없는 자연대류

경고알림 (알람)
온도        

CO2농도      

CO2 주입 연결튜브 외경  

CO2 주입 압력 0.9 (13 PSI)이하

CO2 채집구 내경 8 mm

   

액세서리
AC 전원코드 (1개), 가습팬 (1개), 선반 (3개), 선반지지대 

     

정격전압 (주파수) 220 V (50/60)

최대소비전력

P170

726 x651 935

560 x470 650

D x H) 536 461

170

직접 가열

7-채널

12 mm

멸균

(2개),

CO2 공급관(3m)

1.1k W

9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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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온도 제어 범위 실온 +5 ~ 50 ℃

온도 안정성 ±0.2℃ (설정온도 37℃기준)

온도 균일도 ±0.3 ℃

온도 회복시간       

CO2 제어 범위 0~20 %

CO2 안정성 ±0.1% (설정농도 5% 기준)

CO2 균일도 ±0.1%

CO2 회복 시간      

챔버 내 습도범위

사용 가능 환경 (온도)  

사용 가능 환경 (상대습도) ~80 %

선반 최대적재중량 15 kg

선반 적정 적재비율 ~50 %

95%

9

10분 이내(내문 30초 개방 후 37℃ 회복시간)

10분 이내(내문 30초 개방 후 5% 회복시간)

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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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설치

3-1. 제품 설치 시 주의사항

3-2.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

· 제품 설치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기기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기를 이동하여 재설치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한일과학 기술지원팀으로 연락 주십시오. 

바닥이 단단하고 진동이 없으며 수평인 곳에 설치하십시오.

기기설치 시 제품과 벽면 간격은 후면 15 ㎝, 그리고 측면10 ㎝ 이상을 유지하십시오.

기기 후면에 부착된 AC 전원코드를 접지된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220V, 50/60 Hz).

인화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기기 옆에 두지 마십시오.

가연성 또는 부식성 기체가 없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장소나 냉난방장치 앞 또는 고온다습한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공기 중 미생물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이 유발될 수 있으니, 이러한 곳에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배양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균실에 설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습하거나 물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누전나 감전될 수 있습니다.

실내온도가 14~30℃, 상대습도 80% 이하인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허용온도 외 환경에서 사용시, 기기 오작동 또는 챔버 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문 및 내문을 자주 여닫지 마십시오.

도어를 자주 개폐할 시 내부온도 및 CO2 농도가 설정값 이하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제품 내부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배양용기를 넣지 마십시오. 장착된 선반의 면적 기준 최대 50% 

까지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부공기 순환을 방해하여 온도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품사용시 1~2시간 예비가동 후 세포를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도중 전원플러그를 뽑지 마십시오.

내부 상태 및 선반, 가습팬 위치를 확인한 후 각 액세서리를 고정하여 주십시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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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세제를 사용하여 모든 부속품을 세척한 후 증류수로 깨끗이 씻어내어 주십시오.

살균을 위해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에 에탄올 70% 을 묻혀 부속물 및 챔버 내부를 닦은 후, 마른 

천으로 닦아내십시오.

금속 표면에 부식을 유발하는 염소산나트륨 또는 할로겐류 용액과 같은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기 표면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거친 표면의 세척도구 사용을 금합니다.

3-3. 사용 전 챔버 및 액서사리 살균

3-4.  지지대 

· 기기 최초 작동 전 챔버 및 액세서리를 다음과 같이 세척/살균 하여 주십시오.

1. 측면 지지대를 챔버 하단의

   두 돌출부 사이에 위치하게 합니다.

2. 해당 부분을 눌러

    두 돌출부 사이에 

    끼워 고정시킵니다.

       

· 세척 등의 이유로 챔버에서 분리 후 재설치할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주십시오.    

        

선반 장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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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6. 선반 설치

1.사용하고자 하는 측면지지대 앞과 뒤의 동일 선상에 있는 홈에 끼워 조립합니다.

   (사용자 원하는 높이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1.선반 아래 부분에 있는 걸쇠를 선반지지대 아래에 위치하게 하고 선반을 챔버 안쪽으로 밀어주십시오.

가습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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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공급관 연결 및 CO2 공급

· CO2 공급 튜브를 연결 혹은 제거 할 때 CO2 탱크 밸브를 잠궈주십시오.

· 사용 전 사용할 정격전압 (220V, 50/60 Hz)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CO2 연결] 

외경 6 mm 튜브를 후면 우측 튜브

연결구에 밀어 넣어 고정시켜 주십시오.

[CO2 분리]  

튜브 분리 시 연결구 입구를 누르면서

튜브를 당기면 분리됩니다.

   

 전원 연결

[전원 켜기]

1. AC 전원코드를 본체 후면 좌측에 위치한 전원소켓에 연결한 후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2. 본체   위치한 전원스위치 [ I / O ]의 [ I ]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 끄기]   

1. 전원스위치의 [ O ]을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12mm 튜브 연결구

옆면 우측상단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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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기기 연결구 사용

추가센서와 같은 외부기기를 배양기 챔버 내부에 설치하거나, 챔버 내부 혹은 외부로 케이블을 연결할 경우 외부기기

연결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연결 후 실리콘 마개를 최대한 밀폐시켜 주십시오.  연결구를 개방하여 사용하는 동안에는 주위에 국소적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기기 연결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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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표시부

외측문의

개방 상태 표시

상태 표시부

현재 작동 상태 및 

오류 메시지 표시

CO2 표시부

CO2 농도 설정값과 현재 농도 표시
‘CO2 Lv’을 터치하여 CO2 농도를 설정

하며, 현재 농도가 4% 이하로 2분 이상
지속될 경우, 알람과 함께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온도 표시부

설정온도와 현재 온도 표시 
‘Temp.’를 터치하여 온도를 설정하며,                         

현재온도가 36℃ 이하로 2분 이상
지속될 경우, 알람과 함께 알림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알람 표시부

알람 소리 ON/OFF 설정

메뉴

기기 조작 내용 확인, 

날짜 및 시간 설정

멸균기 표시부

멸균기

연결 상태 표시

시간 표시부

현재 시간 표시

그래프 표시부

설정 온도,

현재 온도(℃),

설정 CO2 농도,

현재 CO2 농도 (%)가

그래프에

실시간 표시

4. 사용방법

4-1. Display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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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태 표시창

[온도 확인]

시간 경과에 따른 온도변화가 보라색 선으로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 온도표시 0~50℃

[All View - 누적 온도/농도 확인]

'그래프 표시부' - 'All View'를 차례로 터치하면 240시간 동안의 온도 및 농도 변화를 그래프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2 농도 확인]

시간 경과에 따른 CO   농도 변화가 파란색 선으로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 CO2 농도(%) 표시: 0~20%

16



A/S Inquiry : 02-3452-8966 / techsupport@ihanil.com im-ara.com

USER MANUAL CO2 INCUBATOR

[Export - 데이터 추출]

'그래프 표시부' - 'Export'를 차례대로 터치하면 240시간 동안의 온도 및 CO2 농도 변화 데이터를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Clear - 데이터 삭제]

'그래프 표시부' - 'Clear'를 차례대로 터치하면 240시간 동안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 및 초기화 할 수 있

습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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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온도 설정

4-4. CO2 농도 설정

1. 메인화면의 'Temp.'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2. 설정하고자 하는 온도를 입력하고 

    ‘Enter’를 터치해 주십시오.

    설정가능한 온도는 0~50℃이며, 상한

    온도인 50℃를 초과하는 온도값을 입력

    할 경우 50℃로 설정됩니다. 

1. CO2 LV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2. 설정하고자 하는 CO2 농도를 입력하고

     ‘Enter’를 터치해 주십시오.

     설정가능한 농도는 0~20%이며,상한 

    농도인 20%를 초과하는농도값을 입력

    할 경우 20%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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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History 확인

1. 메인화면에서 'Menu'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2. History view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3. 해당 화면에서는 기기의 조작내용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Export’ 터치 시 기록을 사용자의 USB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저장된 내용은 시간과 관계없이 40줄까지만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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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시간 설정

1. 메인화면에서 'Menu'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2. Clock Setting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3. Year/Month/Day/Hour/Min/Sec 각 항목 밑 숫자 부분을 터치하여 년월일시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 터치후 우측 설정바를 위아래로 조작하여 세부값을 설정한 후 Save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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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화면에서 'Menu'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2.  

3. Year/Month/Day/Hour/Min/Sec 각 항목 밑 숫자 부분을 터치하여 년월일시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 터치후 우측 설정바를 위아래로 조작하여 세부값을 설정한 후 Save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Sterilization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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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화면에서 'Menu'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2.  

3. Year/Month/Day/Hour/Min/Sec 각 항목 밑 숫자 부분을 터치하여 년월일시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 터치후 우측 설정바를 위아래로 조작하여 세부값을 설정한 후 Save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Sterilization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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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화면에서 'Menu'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2.  

3. Year/Month/Day/Hour/Min/Sec 각 항목 밑 숫자 부분을 터치하여 년월일시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 터치후 우측 설정바를 위아래로 조작하여 세부값을 설정한 후 Save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Sterilization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3

fight
사각형


fight



fight
텍스트박스
4-6. 멸균

fight
사각형


fight



fight
사각형


fight



fight
사각형


fight
사각형


fight
사각형


fight



fight





A/S Inquiry : 02-3452-8966 / techsupport@ihanil.com im-ara.com

USER MANUAL CO2 INCUBATOR

5. 관리

5-1. 챔버 내부

5-2. 기기 외관

1. 챔버 내부가 오염되었을 경우 전원을 차단한 후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아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2. 챔버 내부의 세척 시,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에 에탄올 70%을 묻혀 챔버 내부를 닦은 후  마른 천으로 

    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3. 벤젠, 벤졸, 신나 등의 화학약품은제품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사용설명서 [3-2. 챔버와 부속 액세서리의 살균]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 세척 또는 이동 시 제품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제품 표면 세척시 부드러운 천에 중성세제를 묻혀 사용하여 닦은 후, 다시 마른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 챔버 및 외부 세척 전 전원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 챔버 내부 세척 시 가습팬을 밖으로 꺼내어 주십시오. 

· 챔버 내부 청소 시 CO2 sensor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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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장 문의 전 확인 사항

6-2. 에러 메시지

6. 문제 해결

기기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아래사항을 먼저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래와 같은 에러메시지가 발생할 경우 기기 측면의 라벨에 제조번호 (Serial Number)를 확인한 후

매뉴얼 하단에 기입된 연락처(한일과학 기술지원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증상 확인 사항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원코드 삽입구를 확인하여 전원코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스위치의 ON/OFF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챔버 내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원하는 온도로 설정되어 있는 지 메인 화면에서 설정값을 확인하십시오.

기기가 설치된 장소의 온도보다 설정온도가 5℃ 이상 높은지 확인하십시오.

내문이 닫혀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외문이 닫혀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기기 주위에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기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챔버 내 습도가 낮습니다.

가습팬 내 증류수의 양을 확인하십시오.

물의 양이 부족할 경우 살균처리된 증류수를가 습팬 용량의 1/2 혹은 2/3 수준으로 보충

하십시오.

CO2 소모량이큽니다.

내문을 자주 여닫을 경우,  챔버 내 CO2 공급이 잦아지므로 소모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문의 실리콘 패킹이 완벽히 밀봉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CO2 튜브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튜브에 구멍이 없는 지 확인하십시오.

외부기기 연결포트가 빈틈없이 닫혀 있는 지 확인 하십시오.

CO2  농도가 설정값에

도달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원하는 CO2 농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메인 화면에서 설정값을 확인하십시오.

CO2 탱크 내 CO2가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십시오.

CO2 튜브가 잘 연결되어 있는 지,  튜브에 구멍이 없는 지 확인하십시오.

CO2 튜브에 연결된 HEPA 필터가 막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CO2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

니, 한일과학 기술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러 메시지 증상

E4 열선의 온도가 이상 온도 (50℃ 이상)에 도달하였을 경우

ES1~ES7 온도센서의 연결상태 또는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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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서

1. 제품 보증 기간 이내 제품 결함이 아닌 소비자 요청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면 유상 처리에

    해당되므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예: 풍수해, 화재, 가스, 지진, 낙뢰, 전쟁, 테러 등)

1. 무상 서비스

2. 유상 서비스

본 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제품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제품의 결함은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피해 유형

보증 기준

보증 기간 내
보증기간 후 

(부품 보유기간 2년)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 교환  -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 문제로   

 >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유상 수리 

 >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 환급 정액 감가상각 후 

환급 또는 기종 교체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  > 구입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 발생한 경우 유상 수리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발생한 경우 -

유형 보증 기준

사용하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장 (먼지 또는 이물질 등으로 인한 기기 손상) 

유상 처리
고객의 실수로 이물질 등이 제품으로 들어가 제품의 분해가 필요한 경우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파손으로 고객이 직접 분해하였을 때 

제조사가 지정하는 수리 요원 이외의 사람이 제품의 장치를 분해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유형 보증 기준

간단한 조치 또는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쉽게 처리 가능한 경우
1회만 무상 처리, 2회부터 유상 처리

사용자 미숙으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위 보증사항은 대한민국에서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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