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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기능소개
LiFlus GX제품은 미생물, 식물세포, 동물세포 등 각종에 물질의 배양에 쓸수 있고 회분식, 유가식,
연속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효할수 있게 만든 다기능 제품입니다. 본 콘트롤 시스템은 pH, 온도와
교반속도를 PID방식으로 제어하고 DO를 Cascade방식으로 제어하고 있으며 Cascade방식은 교반
속도, 혼합기체 등을 쓸수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선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pH와 DO,
Glucose, 시간에 따른 유가식 배양을 진행할수 있게 했으며 연속Feeding할수 있게 하여 연속배양도
실현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래프로 데이터를 실시간 표시할수 있고 기록할수 있으며 컴퓨
터, Flash 메모리, 레코더, 프린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데이터를 출력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리고 사용자가 발효시스템의 하드웨어에 대한 부동한 요구에 따라 시스템 구성을 선택할수 있게 하
였습니다.
1.2 터치 모니터
본 시스템은 Touch Screen으로 일체 데이터를 나타내고 조작을 할수 있게 되어있으며 사용자는 화
면에 나타나는 버튼을 터치하여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설정 프로세스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1.3 화면 구성
일체 화면은 Title Bar, Working Area, Operating Key로 조성되었으며 Title Bar는 화면의 명칭을
나타냅니다. 일체 실험데이터는 Working Area에서 표시되고 또한 사용자가 항목선택, 파라미터 설
정 등 원하는 동작을 실행할수 있습니다.
1.4 숫자 입력
숫자를 입력하여 설정을 변경할 때 숫자 입력 키패드가 뜹니다.
화면설명:
입력값표시란: 입력된 설정값을 나타냅니다.
:key pad 창에서 밖으로 나가는 기능입니다.
:설정값이 잘못 되었을시 뒤에서부터
하나씩 지우는 기능입니다.
:설정값을 전체적으로 지우는 기능입니다.
설정값을 정하여 enter키를 누르면 설정값이 자
동적으로 셋팅이 되면서 초기화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Numerical Input Key P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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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화면
전원을 켜면 아래의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DO

◀ Main Screen
화면설명:
Title Bar:
[Hanil]:제품개발회사명을표시되며.이키를터치하면제품관련정보를볼수있습니다.
[Main]:화면이름을표시.
[Date & Time]:현재의시간을표시되며.이키을터치하여날짜와시간을변경할수있습니다.
Working Area:
[Mode]: 메인화면에 나타내는 데이터들이며. pH, DO, Temp, RPM, ACID, BASE, FEED,
FOAM,FOAM Sensitivity등 데이터들을 메인화면에 나타납니다.
[S/V]: 현재 설정값을 나타냅니다.
[P/V]: 현재 측정값 혹은 작동값을 나타냅니다.
[Foam sensitive]: 폼 센서의 민감도를 표시하며. 숫자가 클수록 더 민감합니다. (0~5)
[Start time]: 이 키을 터치하면 시스템에서 발효시간을 기록하기 시작됩니다.
[Cumulative time]: 이 키을 터치하면 발효시간을 기록하는것을 정지합니다.
메뉴바:
[Calibration]: 이 메뉴를 선택하여 보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etup]: 이 메뉴를 선택하여 셋업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ontrol]: 이 메뉴를 선택하여 콘트롤화면으로 이동합니다.
[Data log]: 이 메뉴를 선택하여 Data Log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ystem]: 이메뉴를 선택하여 System Configuration and Diagnosis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작동키:
[Run/Stop]: [Run]일때 이 키을 터치하면 발효기가 동작하기 시작하고 [Run]이 [Stop] 으로 변합
니다. 이때 다시 터치하면 발효기가 정지하며 [Stop]이 [Run]으로 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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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화면
2.1 제품정보
메인화면에서 [Hanil]버튼을터치하면다음과같은정보창이뜹니
다.
화면설명:
화면에 제품명칭, 버전, 개발회사명칭과 웹사이트 등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Product Information ▶
2.2 날짜와 시간
메인화면에서 [Date & Time]버튼을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화면설명:
현재시간표시창: 기존의 시간이 년, 월, 일, 시, 분,
초의 순서로 표시됩니다.
[Year]~[Second]: 이 키들을 터치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할수 있습니다.
[Close]: 이 버튼을 터치하여 현재창을 닫고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동작설명:
변경하려는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때 숫자입력
키패드가 뜹니다.
키패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Enter]키를
터치하여 입력을 완료하고 <Date & Time Set>화면으로
돌아갑니다.
[Close]버튼을 터치하여 설정을 끝내고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Date and Time Set

2.3 설정값 입력
메인화면에서 직접 데이터의 설정값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Working Area에서 [S/V]에 해당한 부분을 터치하면 숫자입력창이 뜹니다.
키패드를 이용하여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Enter]키를 터치하여 입력을 완료하고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메인화면에서 변경된 값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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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화면
2.4 보정
메인화면에서 [mode]에 해당한 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아이템의 보정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pH, DO, 온도, 산펌프, 염기펌프, feeding 펌프, 폼 펌프의 보정을 할수 있으며 pH와 DO일 경우
최근에 보정한 관련정보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과정에 pH의 재보정을 할수 있으며 아래는 DO보정을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메인화면에서 [DO]키를 터치하면 우측의 선택창이 뜹니다.
[DO Calibration]을 선택하면 DO보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DO Menu
[Cal Status]을 선택하면 최근에 진행한 DO보정관련정보를 나타내는 창이 열립니다.

▲ DO calibration status

6

2. 메인 화면
2.5 발효경과시간
본 시스템은 발효경과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가 시작될 때와 완료될 때 사용자가 반
드시 기능키를 눌러줘야 합니다.
발효시작시간은 일반적으로 접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발효가 시작될 때 메인화면의 [Start time]키를 터치하면 시스템은 발효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며
[Cumulative time]란에 발효경과시간을 나타냅니다.
* 발효가 정지될 때 [Start time]을 터치하면 시간기록은 다시 초기화로 시간을 나타냅니다.
2.6 발효기 작동
메인 화면에서 [Run]키를 터치하면 발효기는 동작하기 시작하고 [Run] 키는 [Stop]으로 자동으로 변합니다.
이때 [Stop]키를 터치하면 발효기는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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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 정
메인화면의 메뉴바에서 [Calibration]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선택창이 뜹니다.
좌측의 화면에서 보정하려는 아이템에 해당한 키를 터치하면
센 서나 펌프 의 보정을 진 행할수 있 습니다 . (Gas Cal ,
Pressure Cal 사용할수 없습니다.)

◀ Calibration Menu
3.1 pH보정
<Calibration Menu>화면에서 [pH Calibration]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 사용자는 일반보정, 재보정과 최근보정정보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일반보정은 베셀를 멸균하기전에 2가지 또는 그 이상의 pH보정용액으로
pH센서를 보정하는 과정입니다. 본 발효시스템에서 사용자는 pH7, pH4,
pH10 3가지 버퍼용액중에서 2가지 또는 3가지를 선택하여 보정할수
있고 그 순위는 임의로 할수 있습니다.
재보정은 발효과정에 측정값의 오차가 클 때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 pH Calibration
3.1.1 pH일반보정
pH보정메뉴화면에서 [pH Calibration]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pH보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pH]~[mV]: 현재 측정값을 표시. 측정된 pH값, 온도값, 볼
트값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4.00]~[10.00]: 각 해당되는 보정용액에 담그면 자동적으
로 보정이 실행됩니다.
[pH]~[Temp]: 매 보정용액을 보정한 후의 pH값, 온도값을
표시합니다.
Progress Bar: 보정 중에 보정의 진행상태를 표시합니다.
[OK]: 이 키를 터치하여 pH보정을 완료합니다.
[Cancel]: 보정 중 이 키를 터치하여 pH보정을 취소됩니다.

▲ pH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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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 정
동작설명:
pH보정은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합니다.

①. 보정을 시작하기전에 만약 발효기가 작동중이라면 메인화면에서 [Stop]키를 터치하여 발효기의 동작을
멈춥니다. 케이블로 센서와 콘트롤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두가지 또는 그 이상의 보정용액과 비커를 준비하
고 흡수지(휴지,거즈) 약간을 준비합니다.
②. pH전극과 온도센서를 임의의 pH보정용액(예를 들면 pH 7)에 담금니다. 이 때 pH란, 온도란과 mV란에
현재 측정값이 나타납니다. 화면에서 현재 버퍼에 해당한 키(예를 들면 [7.00]키)을 터치하여 보정을 시작합
니다.
③. 시스템은 자동으로 보정을 진행하며 Progress Bar로 보정의 진행상태를 표시합니다.
④. 용액에서 센서를 꺼내 증류수로 세척하고 흡수지로 센서외벽에 있는 물기를 제거합니다. 센서를 다른 한
보정용액에 담궈야 합니다.
⑤. 보정과정은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⑥. 보정이 끝난 후 [OK] 키를 터치하여 pH보정을 완료합니다.
⑦. 센서를 깨끗이 세척한 후 베셀에 장착합니다.
⑧. 보정중 pH보정을 취소하려면 [Cancel]키를 터치합니다.
3.1.2 pH 재보정
pH보정메뉴화면에서 [pH ReCalibration]키을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pH재보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Process Value>: 현재 측정값을 표시합니다.
<ReCal Set Value>: 란을 터치하면 pH표준값을 입력할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사용자가 원하는 pH값을 설정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Close]: 이 키를 터치하여 pH재보정을 완료합니다.
동작설명:
pH재보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재보정을 하려면 우선 발효기외의 pH측정의기가 있어야 합니다.
샘플링포트를 이용하여 베셀내에서 적당한 양의 발효액을
꺼냅니다.
외부의 pH Meter로 발효액의 pH값을 측정합니다.
<ReCal Set Value>란에 pH표준값을 입력합니다.
보정이 끝나면 <Process Value>란에는 입력한 값이 나타냅니다.
[Close]키를 터치하여 보정을 완료합니다.

▲ pH Re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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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 정
3.1.3 최근보정정보
pH보정메뉴화면에서 [Cal Status]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 최근에 pH보정을 본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pH Calibration Status ▶
3. 2 DO보정
<Calibration Menu>화면에서 [DO Calibration]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DO보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DO]~[mV]: 현재 측정값을 표시되며 측정된DO값,
온도값, mV값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Zero]~[Sat]: 보정시작버튼입니다. 이 버튼들을 터치하면
해당된 보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0~100%)
[DO]~[Temp]: 매 보정을 완료한 후의 DO보정값, 온도값을
표시합니다.
[OK]: 이 키를 터치하여 DO보정을 완료합니다.
[Cancel]: 보정중 이 키를 터치하여 DO보정을 취소합니다.

▲ DO Calibration

동작설명:
DO보정은 베셀을 멸균한 후, 발효하기 전에 진행합니다. DO보정에서Zero보정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
습니다. 예를 들면 베셀에 질소기체를 통과시키거나 또는 센서케이블을 분리하는 등입니다. Sat보정은 발효조
건하에서 용존산소가 포화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①. DO보정을 시작하기 전에 발효기의 동작을 멈추고 교반속도를 발효할 때의 값으로 설정합니다(4.4 참조).
그리고 Zero보정을 위한 질소기체를 준비하고 Sat보정을 위한 공기도 베셀에 연결합니다.
②. 베셀에 질소기체를 충분히 통과시킵니다. (또는 상기의 다른 방법들을 사용할수 있다. )측정값이 안정화되
었음을 확인한 후 [Zero]키를 터치하여 Zero보정을 시작합니다. 본 시스템에서 Zero보정은 자동으로 진행됩
니다.
③. 보정화면의 보정값표시란에 “0”이 나타나며 Zero보정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합니다. => Zero 보정은 DO
Cable을 분리하여 DO값을 “0”로 한뒤 그런다음 DO Cable을 연결하여 진행합니다.
④. 베설내에 공기를 충분히 통과시킵니다. 이때 교반속도는 설정값까지 자동으로 도달됩니다. 측정값이 안정
화되었음을 확인한 후 [Stat] 키를 터치하여 Stat보정을 시작합니다.
⑤. 시스템은 자동으로 보정을 진행합니다. 화면의 보정값표시란에 보정값을 나타내면 보정이 완료되였음을
표시합니다.
⑥. [OK]키를 터치하여 DO보정을 끝내고 보정화면에서 나옵니다.
⑦. DO보정중 보정을 취소하려면 [Cancel] 키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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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 정
3. 3 온도보정
<Calibration Menu>화면에서 [Temp Calibration]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온도보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P/V>: 현재 온도측정값을 표시합니다.
[Set Temperature Input]: 이 키를 터치하여 온도표준값을 입력합니다.
[OK ]: 이 키를 터치하여 보정을 완료합니다.
[Cancel]: 이 키를 터치하여 보정을 취소합니다.
동작설명:
• 온도센서를 용액(혹은공기)에 넣으면 <P/V>란에 현재측정값을
나타냅니다.
• 다른 표준센서로 용액(혹은 공기)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Set Temperature Input]키를 터치하여 외부센서로 측정한 값을
입력합니다.
<P/V>란에 입력한 온도값을 나타냅니다.
•[OK]키를 터치하여 온도보정을 끝냅니다.
• 온도보정을 취소하려면 [Cancel]키를 터치합니다.

▲Temperature Calibration

3. 4 펌프보정
<Calibration Menu>에서 [Pump Calibration]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보정하려는 펌프를 선택하면 해당한 보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개펌프의 보정과정은 같습니다.
<System Configuration>에서 설정한 펌프의 종류에 따라 두가지
보정화면이 나타날수 있으며 고정속도 펌프일 경우
다음과 같은 펌프보정화면이 뜹니다.
▲ Pump Calibration Menu

화면설명:
[Active Time Input]: 보정 중 펌프가 동작하는 시간입니다.
[Volume]: 펌프가 동작하면서 이동한 액체의 양입니다.
[Pump On Start]: 이 키를 터치하면 펌프가 동작하기 시작합니
다.
[OK ]: 이 키를 터치하여 펌프의 보정을 완료합니다.
[Cancel]: 이 키를 터치하여 펌프의 보정을 취소합니다.

▲ constant speed Pump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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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 정
동작설명:
고정속도 펌프의 보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효중에 쓰는것과 사이즈가 같은 실리콘 튜브(3mm 기준)를 펌프에 끼워넣습니다. 튜브의 한쪽 끝을 물 (혹
은 발효에 쓰는 배지를 쓸수 있습니다.)이 담겨져 있는 용기속에 넣고 다른 한쪽 끝은 빈 용기속에 넣습니다.
• 펌프의 스위치를 [Manual]에 놓아 튜브에 액체가 가득차게 합니다.
그 다음 펌프의 스위치를 [Auto]에 놓습니다. 빈 용기속에 넣었던 튜브끝을 빈 메스실린더에 넣습니다.
• 보정화면에서 [Active Time Input]란에 동작시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Pump On Start]키를 터치하여 보정을
시작합니다.
• 펌프는 입력한 시간만큼 동작한 후 자동으로 멈춥니다.
• 메스실린더에 들어간 액체량을 [Volume]란에 입력합니다.
• 시스템은 자동으로 펌프의 유속을 계산한 후 화면에 표시합니다.
• [OK]를 터치하여 펌프의 보정을 완료합니다.
• 보정중 펌프의 보정을 취소하려면 [Cancel]키를 터치하면 됩니다.
주의점:
튜브를 끼워넣을 때 절대 펌프를 강제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강제로 돌리면 펌프가 고장날수 있습니다. 튜브
를 펌프에 끼워넣을 때 먼저 튜브를 펌프의 한 집게로 집습니다. 그 다음 펌프의 스위치를 [Manual]에 놓습니다.
이 때 펌프가 돌면서 튜브가 끼워들어갑니다. 그 다음 펌프의 스위치를 [Auto]에 놓고 튜브를 펌프의 다른 한 집
게로 집고 펌프의 덮개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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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 정
메인화면에서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설정메뉴화면이 뜹니다.
해당버튼을 터치하면 원하는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etup Menu
4.1 pH설정
<Setup Menu>화면에서 [pH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pH설정창이 뜹니다.
화면설명:
[pH S/V]: 이 키를 터치하여 pH설정값을 입력합니다.
[On]: 이 키를 터치하여 산 또는 염기펌프의 동작시간을
입력합니다. 단위는 sec(초)입니다.
[Off]: 이 키를 터치하여 산 또는 염기펌프의 정지시간을 입력한다.
단위는 sec(초)입니다.
[Close]: 이 키를 터치하여 pH설정을 완료한다.
동작설명:
본 시스템에서 pH는 정량펌프로 산과 염기를 첨가하는것으로
조절됩니다.
[pH S/V]키를 터치하여 원하는 pH설정값을 입력합니다.
ACID펌프와 BASE펌프의 On/Off시간을 입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Close]키를 터치하여 설정화면에서 나옵니다.
▲ pH setup
4. 2 DO설정
<Setup Menu>화면에서 [DO Setup]키를 터치하면 숫자입력 키패드가 뜨며 사용자는 원하는 DO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3 교반속도설정
<Setup Menu>화면에서 [RPM Setup]키를 터치하면 숫자입력 키패드가 뜬다. 사용자는 원하는 RPM값을 설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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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 정
4.4 폼설정
<Setup Menu>화면에서 [Foam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폼 설정창이 뜹니다.
화면설명:
[Foam S/V]: 이 키를 터치하여 폼설정값을 입력합니다.
[On]: 이 키를 터치하여 폼펌프의 동작시간을 입력한다.
단위는 초(sec)입니다.
[Off]: 이 키를 터치하여 폼펌프의 정지시간을 입력한다.
단위는 초(sec)입니다.
[Close]: 이 키를 터치하여 폼설정을 완료합니다.
동작설명:
폼은 교반축에 장착된 Foam Breaker로 기계적방법으로
제거되는 외에 정량펌프로 소포제를 첨가하는것으로 제거
됩니다.
[Foam S/V]키를 터치하여 원하는 폼설정값을 입력합니다.
폼펌프의 On/Off 동작시간을 입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Close]키를 터치하여 설정화면에서
나옵니다.
▲ Foam Setup
4.5 Feed 설정
<Setup Menu>화면에서 [Feed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Feed설정창이 뜹니다.

화면설명:
[On]: 이 키를 터치하여 Feed펌프의 동작시간을 입력합니다.
(단위:sec)
[Off]: 이 키를 터치하여 Feed펌프의 정지시간을 입력합니다.
(단위: sec)
[Close]: 이 키를 터치하여 Feed펌프의 설정을 완료합니다.
동작설명:
Feed펌프의 On/Off 동작시간을 입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Close]키를 터치하여 설정화면에서 나옵니다.

▲ Feed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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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 정
4.6 경보설정
<Setup Menu>화면에서 [Alarm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경보설정창이 뜹니다.
화면설명:
[pH Alarm]~ [Pressure Alarm]: 경보를 설정할수
있는 항목들이다. 본 시스템에서 pH, DO, 온도,
교반속도, 산펌프, 염기펌프, Feed 펌프, 폼펌프 및
압력 경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ow]: 각 데이터들의 하한값이며 현재값이 이 값보다
낮으면 경보가 생깁니다.
[High]: 각 데이터들의 상한값이며 현재값이 이 값보다
높으면 경보가 생깁니다.
[ml]: 각 펌프의 누적양 상한값이며 현재값이 이 값보다
높으면 경보가 생깁니다.
[Screen]: 이 항목을 선정하면 경보가 발생할 때
경보메시지가 뜹니다.
[BUZ]: 이 항목을 선정하면 경보가 발생할 때
경고음이 울립니다.
[LAMP]: 이 항목을 선정하면 경보가 발생할 때
램프가 켜집니다.(option)
[Close]: 이 키를 터치하여 경보설정을 완료합니다.

▲ Alarm setup

동작설명:
경보를 설정하려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데이터의 경보조건을 설정합니다.
경보의 주는 방식을 선택하며 설정이 완료되면 [Close]키를 터치하여 설정화면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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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어
메인화면의 메뉴바에서 [Control]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해당버튼을 터치하면 원하는 설정화면으로 이동한다. [Close]키를
클릭하면 창이 닫기고 제어모드설정화면에서 나옵니다.

Control Menu ▶
5. 1 Fed-Batch 설정
<Control Menu>화면에서 [Fed Batch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Fed-Batch Setup>화면에는 [pH stat], [DO stat],
[Continuous culture], [User Feeding], [Not use],
[Glucose] 모두 6개 선정항목이 있으며 원하는 모드를
선정한후 [Setup]키를 터치하여 해당모드의 설정창으로 이동합니다.
Fed Batch Setup ▶
5.1.1 pH stat
<Fed-Batch Setup>화면에서 [pH stat]를 선정하고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화면설명:
[Set Point]: pH설정값입니다.
[Active Level]: HI일 경우 pH현재값이 설정값보다 높으면
Feed 펌프가 동작하며 LO일 경우 pH현재값이 설정값보다
낮으면 Feed펌프가 동작합니다.
[Delay Time]: 펌프가 동작할 때 지연시간을 두어 과량으로
Feeding하는것을 막습니다.
[Feed Pump]: Feed펌프의 On/Off 동작시간을 표시합니다.
[pH Control USE]: 이 키를 선택하면 pH stat방식으로
유가배양을 하는 동시에 산, 염기펌프로 pH를 제어합니다.
[Close]: 이 키를 터치하여 pH stat설정을 완료합니다.
동작설명:
[Set Point]란에 pH설정값을 입력합니다.
[Active Level]에서 [HI]또는 [LO]를 선택합니다.
▲ Fed Batch Setup pH Stat
[Delay Time]란에 지연시간을 입력합니다.
[Feed Pump]의 On/Off 동작시간을 입력합니다. [pH Control USE]은 사용자가 수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Close]키를 터치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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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DO stat
<Fed-Batch Setup>화면에서 [DO stat]를 선정하고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화면설명:
[Set Point]: DO설정값입니다.
[Active Level]: HI일 경우 DO현재값이 설정값보다 높으면
Feed 펌프가 동작하며 LO일 경우 DO현재값이 설정값보다
낮으면 Feed펌프가 동작합니다.
[Delay Time]: 펌프가 동작할 때 지연시간을 두어 과량으로
Feeding하는것을 막습니다.
[Feed Pump]: Feed펌프의 On/Off 동작시간을 표시합니다.
[DO Control USE]: 이 키를 선택하면 DO stat방식으로 유가
배양을 하는 동시에 Cascade방식으로 DO를 제어합니다.
[Close]: 이 키를 터치하여 DO stat설정을 완료합니다.
동작설명:
[Set Point]란에 DO설정값을 입력합니다.
[Active Level]에서 [HI]또는 [LO]를 선택합니다.
[Delay Time]란에 지연시간을 입력합니다.
[Feed Pump]의 On/Off 동작시간을 입력합니다.
[DO Control USE]은 사용자가 수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Close]키를 터치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 Fed Batch Setup DO 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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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User feeding
<Fed-Batch Setup>화면에서 [User Feeding]을 선정하고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
동한다.
화면설명:
[Current Step(state)]: 현재 실행하고 있는 스텝번호를
표시합니다.
[Step]: 스텝번호를 표시한다. 최대로 16개 스텝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Time(min)]: 각 스텝에서 펌프가 동작하는 시간입니다.
[S/V(ml)]: 각 스텝에서 펌프로 첨가하는 배지양입니다.
[Start]: 이 키를 터치하면 Feeding이 시작됩니다.
[Pause]: 이 키를 터치하여 Feeding하는것을 잠시 멈추며
[Start]키를 터치하면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Stop]: 실행중에 이 키를 터치하여 Feeding을 정지시킵니다.
이 때 [Start]키를 터치하면 Step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Close]: 이 키를 클릭하여 User Feeding설정을 완료합니다.

▲ User Feeding Pump Control

동작설명:
[Time(min)]과 [S/V(ml)]란에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Start]키를 터치하여 Feeding을 시작합니다. 이 때 [Current Step(state)]란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텝번호
가 나타납니다.
[Close]키를 터치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실행중에 잠시 멈추려고 할 때 [Pause]키를 터치합니다.
실행중에 Feeding을 끝내려고 할 때 [Stop]키를 터치합니다.
5.1.4 Not Use
<Fed-Batch Setup>화면에서 [Not Use]을 선정하면 Feed펌프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 모드는 회분식배양
을 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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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DO Cascade제어
<Control Menu>화면에서 [DO Control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화면설명:
[RPM Control Setup]: 이 키를 터치하면 교반속도
제어모드의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Gas Control Setup]: 이 키를 터치하면 기체제어모드의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ir Flow Control, Press Control, Control Sequence
mode 는 현재 사용할수 없습니다.
동작설명:
필요되는 제어모드를 선택합니다.
각 제어모드의 설정키를 클릭하여 해당 데이터의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lose]키를 터치하여 DO제어모드 설정을 완료합니다.

▲ DO Control Mode (Cascade Select)

5.2.1교반속도 제어모드 설정
<DO Control Mode>화면에서 [RPM Control Setup]을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화면설명:
[Action Delay Time]:
[Maximum RPM]: 모터가 작동하는 최대 RPM값을
표시합니다.
[Increase Step]: 모터가 작동하는 최대 RPM값을
Step별로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1~15setp으로 설정 합니다.)
[Increase Time]: 모터가 작동하는 최대 RPM값을
스텝별로 나눈 상태에서 각 해당 Step별로 도달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Stable RPM Return]: RPM값이 최대로 동작하여 설정된
DO값이 도달되면RPM값은 다시 최소값으로 Return됩니다.
▲ DO Control-RPM Setup
만약 stable RPM Return을 선택하지 않을시에는 설정된
DO값에 의해 모타RPM값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RPM After Gas Insert]: RPM값이 최대로 동작하여 설정된 DO값이 도달되면 Gas (N2, CO2) 가 동작하고
반면에 모타RPM값은 최소RPM 으로 Return 됩니다. (Option)
[Close]: DO제어모드 설정을 완료합니다.
동작설명:
[Maximum RPM]: 70~800 rpm
[Increase Step]: 1~15 step
[Increase Time]: 1~100sec
[Stable RPM Return]: use or not use (사용자 선택항목)
[RPM After Gas Insert]: option
[Close]: 완료 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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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어
5.2.2 혼합기체 제어모드 설정(option)
<DO Control Mode>화면에서 [Gas Control Setup]을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화면설명:
[USE]: 산소나 질소를 사용할것인지를 선택합니다.
[On]: 밸브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Off]: 밸브가 닫기는 시간입니다.
[Close]: 설정을 완료합니다.
동작설명:
[USE]로 사용할 기체를 선택합니다.
밸브의 On/Off 동작시간을 입력합니다.
[Close]를 터치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 DO Control-Gas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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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기록과 저장
메인화면의 메뉴바에서 [Data Log]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화면설명:
[Data Log Setup]: 이 키를 터치하면 데이터 기록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Report View]: 이 키를 터치하면 데이터보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추후기능)
[Graph Trend]: 이 키를 터치하면 실험데이터가 그래프로
나타냅니다.(추후기능)
[Close]: 현재화면에서 나와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Data Log Menu

6. 1 데이터 기록 설정
<Data Log Menu>화면에서 [Data Log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설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Data Log Destination]: 데이터를 출력할 장비를 표시하며 PC, Flash Memory, Recorder, Printer네가지중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Data Log Item Select]: 출력할 항목을 선택하며 pH, DO, 온도, 교반속도, 압력, 산, 염기, Feed, 폼, 폼 감지
여부, 설정값, 각 항목의 데이터들의 번호,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추후보완기능입니다.)
[Data Log Time Interval]: 데이터를 출력하는 시간간격을 설정합니다.
[User Name or Description]: 사용자의 이름이나 기타 설명을 입력합니다.
[OK]: 설정을 완료합니다.
동작설명:
[Data Log Destination]에서 데이터를
출력할 장비를 선택합니다.
[Data Log Item Select]에서 출력하려는
항목들을 선택합니다.(추후보완기능)
[Data Log Time Interval]키를 터치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시간간격을 입력합니다.
[User Name or Description]키를 터치
하여 사용자 이름 혹은 기타 필요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OK]키를 터치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 Data Log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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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stem
메인화면의 메뉴바에서 [System]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먼저 [Lock Warning]화면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
한다. ※(Default 값으로 ID : BIOTRON / Pass : 1945 이다.)
※ 주의 – System 메뉴는 GX 기기의 전체적인 설정을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진입 금지.

화면설명:
[Diagnostic]: 이 키를 터치하면 각 모듈 진단 테스트 화면으로
이동한다.
[System Configuration]: 이 키를 터치하면 시스템 구성설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Advanced User Configuration]: 이 키를 터치하면 고급 사용자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Close]: 현재화면에서 나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System

7. 1 Diagnostics Menu
<System>화면에서 [Diagnostic]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Diagnostics Menu]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통신테스트(Protocol Test]: 센서보드의 각 모듈 데이터 송수신 보고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온도테스트]: 초당 설정한 값이 그래프로 확인 가능하며. P, I, D 및 Heater, Cooler 설정, 온도 제어 설정을
하는 화면이다. [펌프테스트(가변/정속)]: 데이터를 출력하는 시간간격을 설정합니다.
[H/W Port 테스트]: 펌프, 통신Test, 통신방식등의 하드웨어를 테스트한다.
[Motor Test(Inverter/PWM)]: 사용자가 설정한 인버터의 속도 및 주파수를 테스트 한다.
[Flash Test]:Flash 메모리의 상태를 테스트 한다.
[Close]: 화면을 닫고 메인으로 돌아간다.
동작설명:
테스트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항목을 터치하면 해당되는
내용의 화면이 뜬다.

▲ Diagnostics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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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stem
7. 1.1 통신(Protocol)테스트 화면.
<Diagnostic Menu>화면에서 [통신(Protocol)테스트 화면]키를 터치하면 CPU, Sensor Board 간의 통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GX/Double/Multi/PC]: 라디오 선택 버튼으로 제품명을 선택한다. 여기선 GX를 선택한다.
[1패킷 송신/1패킷 수신]: 데이터를 1패킷 단위로 송/수신한다.
[ACK Code/NACK Code)]: 패킷을 전송한 후 ACK/NACK Code 문자를 받는다.
[자동송수신]:각 모듈간의 통신을 자동으로 송/수신 한다.
Sensor B/D에서 읽는 값을 mV 값으로 나타내게 되며 읽는 도중 자동송수신을 다시 누르면 읽는 값을 나타내
는 것을 중지한다.만약 센서가 읽혀지지 않을 경우 확인하는 부분으로 센서 mV값이 변동하면서 출력된다면
시스템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Remote On]: 원격데이타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한다.
[ID]:멀티 발효기 제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통신채널을 변경할 수 있다.
[Close]: 창을 닫는다.
동작설명:
수신창의 내용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에 따라 설정값 및 측정값이 화면에 나타나며 상태표시란에는
해당 항목의 통신(Protocol) 상태가 표시된다.

▲ 통신(Protocol)테스트 화면

23

7. System
7. 1.2 온도테스트
<Diagnostic Menu>화면에서 [온도테스트]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ID제어를 위해서 P비례, I적분, D미분 상수를 찾아서 현재 환경에 맞는 제어 상수를 찾는다. 대부분의 경우
한번 상수를 찾아서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초당 설정한 값이 그래프로 확인 가능하며. P, I, D 및 Heater, Cooler 설정, 온도 제어 설정을 하는 화면이다.
<사용방법>
1. Kp상수: P(비례)상수 입력한다. 온도제어 속도를 증가 시킨다.
2. Ki상수: I(적분)상수 입력한다. 온도제어 속도를 증가 시킨다.
3. Kd상수: D(미분)상수 입력한다. 제어온도를 안정권에 들게 만든다.
4. 위의 상수에 따라서 연산결과 값을 P, I, D창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Temp P/V창으로 온도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다.
5. 온도를 측정하는 시간을 설정한다. Sampling Time창에 입력한다.
6. Temp S/V 목표 온도를 설정한다.
7. 위의 설정에 따라 연산한 결과가 Heater, Cooler On/Off으로 표시된다.
8. 온도 테스트 시작/정지 버튼이다.
[Start]를 터치하면 테스트 시작시간, 누적시간, 샘플링시간이 표시되며, 측정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테스트의 상태를 그래프로 확인 할 수 있다.
9. 온도 테스트 팝 업을 닫는다.

▲ 온도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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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stem
7. 1.3 H/W Test
<Diagnostic Menu>화면에서 [H/W Port 테스트]
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PU에서 최종 동작 까지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테스트 하는 항목이다. 품질 관리
체크항목으로 제품 조립 후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해당 버튼을 눌러서 확인한다.

<화면설명>
[Valve]-16개의 각 벨브 상태를 테스트 한다.
[Pump]-각 Pump 상태를 테스트 한다.
[Temp]-Heater. Cooler신호를 테스트 한다.
[Motor]- Motor 상태를 확인한다. 설정값과
실제로 읽는 값을 확인할 수 있다.
▲ H/W Port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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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stem
7. 2 System Configuration
System Configuration메뉴에 있는 구성화면들은
현재 구현화 되지 않음
<System>화면에서 [System Configuration]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시스템 구성을 설정하는 화면으로 각 센서 및
H/W의 시스템 구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옵션 기능으로 외부
장비를 연결할 경우 프로그램 작성될 부분이다.
간혹 타사의 장비들을 연결해서 자사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된다.

System Config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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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stem
7. 3 Advanced User Configuration
<System>화면에서 [Advanced User Configuration]키를 터치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이 화면은 각 구성요소의 고급 설정화면이다. 각 메뉴를 터치하면
해당하는 고급설정화면으로 이동한다.

7. 3.1 pH Configuration
<Advanced User Configuration>화면에서
[pH Configuration]키를 터치하면 pH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Advanced User Configuration

<화면설명>
이 화면은 pH 고급 설정화면이다.
[Offset] – pH 제어의 오차범위로 pH 값에 의해 제어
되지 않는 범위 값을 입력한다.
[Calibration Automatic Range] – pH 자동보정
범위를 나타낸다. 보정 시 해당 버퍼용액의 범위에
들었을 경우 자동 보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측정값이 안정화 되면 이때의 값을 자동으로
저장한다
[Calibration Temp Compensation] – 온도 보상작용의
보정여부를 결정한다.
[Buffer 1] ~ [Buffer 3] – pH 보정볼 때, 사용할 pH 용액의
pH 값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4.0”, “7.0”, “11.0”)
▲ pH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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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stem
7. 3.2 DO Configuration
<Advanced User Configuration>화면에서
[DO Configuration]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이 화면은 DO 고급 설정화면이다.
[Display Mode] – [DO], [O2], [pO2], [Air] 중에서
display 할 항목을 선택한다.
[Calibration Temp Compensation] – 온도 보상작용의
보정여부를 결정한다.
[Offset] – DO값에 의해 제어할 경우 +,-오차값을 설정한다.
[Altitude] – 고도에 따른 DO연산에 필요한 값을 입력한다.
[Salinity] – 염도에 따른 DO연산에 필요한 값을 입력한다.
▲ DO Configuration
7. 3.3 Temp Configuration
<Advanced User Configuration>화면에서
[Temp Configuration]키를 터치하면
Temp 에 대한 설정을 변경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Temp Control] – 온도제어 방법을 선택한다.
LiFlus GX-PID : 온도를 PID로 제어한다.
LiFlus GX-OnOff : 온도를 사용자가 설정한
OnOff 테이블에 맞추어서 제어한다.
WaterBath : RS232 통신으로 Water Bath와
연결해서, WaterBath를 통해 제어한다.
Proportional Const: 온도 제어를 위한 비례 값을
설정한다. 온도 제어 속도를 조절한다. 비례 값이
높으면 상승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오차를 없애지는 못한다.(범위: 0.00~100.00)
▲ Temp Control & Sensor Configuration
Integrate Const: 온도 제어를 위한 적분 값을 설정한다.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과도응답으로 특성을 좋지 않게 만든다. 과도응답으로 오버
슈트를 발생 시킨다. (범위: 0.00~100.00)
Derivative Const: 온도 제어를 위한 미분 값을 설정한다.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오버슈트
를 줄이고, 과도 응답을 제거한다. (범위: 0.00~100.00)
Error : 온도 설정값과의 Error(차이)를 입력한다.(단위 ℃, 범위: 0.00~100.00)
OnTime : 해당 에러 수치 이상이 된 경우, Heating이나 Cooling에서 한 Cycle내의 OnTime을 입력한다.
(단위: 초, 범위: 0.00~100.00)
OffTime : 해당 에러 수치 이상이 된 경우, Heating이나 Cooling에서 한 Cycle내의 OffTime을 입력한다.
(단위: 초, 범위: 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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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stem
7. 4 Other
<Advanced User Configuration>화면에서
[Other]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Variable-Default: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초기화
시킨다.
ID&Password: Screen Lock, System 접근 제한을
위해서 ID와 Password를 설정한다.
Agitation Setup: 모터종류, 하드웨어에 따른 제어
방식을 설정한다.
User Login: Screen Lock을 사용할 경우
설정한다.
Vorvertrag Work: 예약작동을 사용할 경우
설정한다.
Remote Control: PC, 더블, 멀티, 다채널로 사용할
경우 설정한다.

▲ Advanced User Configuration Other

7. 4.1 ID & Password
<Advanced User Configuration Other>화면에서
[ID & Password]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1~9 중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숫자를 아이디로
입력을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저장/삭제를 하면
된다.
ID 중복체크를 막기 위해 아이디 입력 후 [Check ID]를
터치하여 중복을 피할 수 있다.
ID & Passw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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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stem
7. 4.2 Agitation Setup
<Advanced User Configuration Other>화면에서
[Agitation Setup]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Maximum RPM] – 최대 모터 속도를 입력한다.
[Minimum RPM] – 최소 모터 속도를 입력한다.
[Increase Setup] – 모터 증가 스텝을 입력한다.
[Step Increase Time] – 모터 증가 스텝의 시간을
입력한다. 제어의 상승속도를 설정한다.
[Motor Select] – Gear DC는 저속 모터로 낮은
RPM속도로 제어할 경우 Gear모터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DC는 일반 1:1모터이다.
[Gear Rate] – 기어 비율을 설정한다.
[Start PWM] – 초기 모터 주파수 값을 설정한다.
하드웨어에 따라서 모터제어가 늦은 것들이 있다.
이때 초기값을 변동해서 늦게 제어되는 것을 방지한다.
▲ Advanced User Configuration Agitation
7. 4.3 User Login
<Advanced User Configuration Other>화면에서
[User Login]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Screen Lock의 사용유무를 결정한다. 설정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해당 버튼이 표시된다.

▲ Screen Lock Display

7. 4.4 Vorvertrag Work
<Advanced User Configuration Other>화면에서
[Vorvertrag Work]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예약 작업 사용유무를 결정한다. 설정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해당 버튼이 표시된다.
▲ Vorvertrag Work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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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stem
7. 4.5 Remote Control
<Advanced User Configuration Other>화면에서
[Remote Control]키를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ID NO]-ID번호를 설정한다.
[Control]-리모트 제어 설정 유/무를 설정한다.
설정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해당 버튼이 표시된다.

▲ Remote Contro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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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Water Bath 연동 기능 설명
1.시스템

초기화 시, GX-Water Bath 연동방법

GX와 Water Bath사이에 RS232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후, 초기 화면에서
<System> -> <Advanced User Configuration> -> [Temp Configuration]키를 터치하면
Temp 에 대한 설정을 변경 할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설명>
-우측의 Temp 설정 화면에서 <Water Bath>키를 터치
하면 GX와 Water Bath간의 연동설정이 완료됩니다.
-연동설정 완료 후 Water Bath의 전원스위치를 ON
하시면 됩니다.

-Temp Calibration후에 Water Bath 가동 시,
30분 가량 경과해도 초기화면에서 Temp SV값과 PV값이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우측의 Temp 설정 화면에서 <Off Temp>를
터치 후 차이 값 만큼의 수치를 입력하시면 온도 보정이
완료됩니다.
▲ Temp Control & Sensor Configuration
ex>시간 경과 후 Temp SV값이 38℃, PV값이 37℃인 경우,
<Off Temp>에 1℃ 입력 시 온도보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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