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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 사용 전 로터 내외관에 흠집이나 균열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 로터는 강산, 강염기 등의 세척액 혹은 세슘, 은,염 과 접촉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부식이 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Appendix 4. 알루미늄의 화학내구성표]를 참조하십시오.
• 튜브 삽입 시 반드시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같은 양, 같은 밀도의 샘플을 담은 튜브를 
  3개 혹은 2의 배수로 개수를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2.2 샘플 장착] 및 [3.3 버켓/어댑터/샘플 삽입]을 
  참조하십시오.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증기를 생성 할 수있는 샘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Appendix3. 플라스틱의 화학 내구성]을 참조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샘플을 피해주십시오
• 로터별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로터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로터의 최고 속도는 장착되는 기기 혹은 함께 사용 되는 어댑터, 튜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터에 따른 Max. Speed는 [1.8 앵글로터 Technical Specifications]과 [1.10 스윙로터 Technical-    
   Specifications] 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로터 삽입 전 모터축에 휘어짐 현상이 없는지, 이물질이 묻지 않았는 지 확인하십시오.
• 로터를 모터축에 삽입할 때 너무 강한 힘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로터 삽입 후 로터가 완전히 체결되었는 지 확인 하십시오.
• 원심분리가 끝난 후 로터를 기기에서 꺼내어 보관하여 주십시오.
• 기기 이동 시, 로터를 챔버에서 분리한 후 이동하여 주십시오. 
• 각 로터 아랫면에 로터 ID를 인식하는 ID 인식 디스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일부 로터 제외)
  보관시 이 ID 인식 디스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끓는 물에 로터를 담궈 멸균하지 마십시오. 이는 로터 강도 약화의 원인이 됩니다.
• 한일과학에서 생산된 로터 부속품과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로터 내/외관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 각 로터별 최고 속도에 따른 샘플의 최대 밀도는 1.2g/mL 입니다. 

잠깐! 

원심분리기 로터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시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유의사항을 읽으신 후 이를 준수하여 로터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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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터 종류

앵글로터는 튜브를 항상 일정한 각도로 유지하며 원심분리하는 로터입니다.
통형구조의 앵글로터는 마찰력이 적어 고속의 높은 중력을 견딜 수 있으나, 개방형 구조의 앵글로터는 
마찰력이 커 저속에서만 사용됩니다. 
주로 Pellet을 얻을 때 사용하며 RNA, DNA 및 단백질과 같은 macromolecules 분리에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스윙로터는 항상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앵글로터와 달리, 버켓을 로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로터입니다. 
버켓은 평상시에 모터 축과 평행을 이루고 있지만 작동중에는 90° 로 전환되어 수평으로 원심분리를 하게 
됩니다.  저속으로 다량의 샘플을 분리하는데 효율적이며 밀도 차이를 이용한 원심 분리에도 이용됩니다.

1.1 앵글로터 Fixed Angle Rotor

1.2 스윙로터 Swing-out Rotor

Supernatant

Pellet

Pellet Centrifugal Field

Fixed Angle Rotor

Swing-out Rotor

Differential Centrifugation 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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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드 핸들 : 로터 본체를 모터축에 삽입 후 리드 핸들을 돌려 로터와 모터축을 체결합니다.
② 로터 리드 : 로터홀에 삽입된 튜브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③ 로터 홀 : 샘플을 담은 튜브를 홀에 삽입합니다.
④ 로터 본체 : 로터 내부의 튜브 및 샘플을 보호합니다.
⑤ ID 인식 디스크 : 각 로터의 고유 ID를 판별하여, 최고 속도 이하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드라이브 홀 : 모터 축과 맞물려지는 부위입니다.

① 

② 

⑤ 

⑥ 

③

④ 

1. 로터 정보

1.3 앵글로터 구조 (for Supra, Combi series - 통형구조/고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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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터 정보

1.3 앵글로터 구조 (for Fleta4 - 개방형 구조/저속용)

① 

④ 

② 

③ 

① 로터 볼트 : 로터 삽입 후 T렌치를 이용해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모터축과 체결합니다.
② 로터 홀 : 홀 안에 원심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③ 드라이브 홀 : 모터 축과 맞물려지는 부위입니다.
④ 원심관: 튜브 및 샘플을 보호하는 관(sleev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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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봇 : 버켓을 끼울 수 있는 로터의 돌출부위 입니다. 
② 로터 볼트 : 로터 삽입 후 T렌치를 이용해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모터축과 체결합니다.
③ 드라이브 홀 : 모터축과 맞물려지는 부위입니다.
④ ID 인식 디스크 : 각 로터의 고유 ID를 판별하여, 최고 속도 이하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1. 로터 정보

1.4 Pivot형 스윙로터 구조 (for Combi series)

1.5 걸쇠형 스윙로터 구조 (for Fleta5)

① 로터 걸쇠 : 버켓의 돌출 부위를 끼울 수 있는 걸쇠 입니다.
② 로터 볼트 : 로터 삽입 후 T렌치를 이용해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모터축과 체결합니다.
③ 드라이브 홀 : 모터축과 맞물려지는 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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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1. 로터 정보

1.6 일체형 마이크로 플레이트 로터 구조 (for Fleta5)

① Plate 버켓:  Plate를 장착할 수 있는 버켓 입니다. 
② 로터 볼트 : 로터 삽입 후 T렌치를 이용해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모터축과 체결합니다.
③ 드라이브 홀 : 모터축과 맞물려지는 부위입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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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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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앵글로터 차트(RPM an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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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터 정보

1.8 앵글로터 차트(Technical Specifications)

-Ultra 용 로터-

A13.5U-8

A13.5U-12

A38.5U-6

Rotor Shape

Cat. No. A2.0U-24 A10U-12 A13.5U-8 A13.5U-12 A38.5U-6 A50U-8 A94U-6 A250U-6

Hole angle ∠40° ∠26° ∠26° ∠26° ∠29° ∠30° ∠25° ∠25°

Max. Capacity 24 x 1.5/2.0 
mL 12 x 10 mL 8 x 13.5 mL 12 x 13.5 mL 6 x 38.5 mL 8 x 50 mL 6 x 94 mL 6 x 250 mL

Size (Ø x H, mm) 180 x 88 180 x 90 165.5 x 91.3 189 x 90.5 198 x 112 213 x 110 219.7 x 119 280 x 130 
Rotor hole bore Ø x L 
(mm) 11 x 37.5 mm 17 x 70 mm 16.3 X 83 mm 16.3 X 83.4 25.6 x 92 29 x 100.5 38.5 x 105 60 x 101

Radius* (mm) 82 85 73 87 91 98 99.4 129

Max. height for 
tube fit (mm) 47.1 71.5 84.4 83.4 mm 98.9 mm 107.3 mm 110.7 mm 126.9 mm

Rotor Hole 
Bottom type Conical Round Round Round Round Round Round Flat

Tube capacity
Bottom type

1.5/2.0 mL
Conical

10 mL
Round

13.5 mL
Round

13.5 mL
Round

38.5 mL
Round

50 mL
Round

94 mL
Round

250 mL
Flat

K-factor 71 102 113 81 127 193 215 540

Ultra 5.0 Max. RPM(rpm)
Max. RCF(xg)

40,000
146,680

45,000
192,430

50,000
204,030

50,000
243,160

50,000
254,340

30,000
98,784

35,000
136,377

20,000
5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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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는 로터입니다.
   어댑터를 사용할 시 Max. RPM/RCF 수치가 변동됩니다. 각 로터별 사용가능한 어댑터는 [4.2 앵글로터 어댑터의 종류]를 
   참조하십시오. 

1. 로터 정보

1.8 앵글로터 차트(Technical Specifications)

-For Supra/Combi Series-

Rotor Shape

Cat. No. A0.2-48 A2.0-24* A2.0-36* A10-12 A15S-12 A15c-12 A50-6* A50c-6

Hole angle ∠45° ∠40° ∠30° ∠36° ∠25° ∠25° ∠30° ∠23°

Max. Capacity 48 x 0.2 mL 24 x 1.5/2.0 mL 36 x 1.5/2.0mL 12 x 10mL 12 x 15 mL 12 x 15 mL 
conical 6 x 50 mL 6 x 50 mL

conical
Size (Ø x H, mm) 200 x 56 202 x 79 240 x 64 179.9 x 82 205 x 109 215  x 121 200 x 109 205.7 x 119
Rotor hole bore Ø x L 
(mm) 6.5 x 17 11.5 x 38 11 x 37.5 mm 16.3 x 74.5 19 x 96 17 x 115 29 x 100 30 x 108.6

Radius (mm) 88.9 85 115.7 85.1 96.1 99.4 96.1 91

Max. height for 
tube fit (mm) - 46 49.5 87.1 120.8 123.2 122.7 110.7 

Rotor Hole 
Bottom type Conical Conical Conical Round Round Conical Round Conical

K-factor 304 535 206 279 704 367 986

Supra R30

Max. RPM(rpm)
Max. RCF(xg)

- - 20,000
51,741

30,000
85,628

30,000
96,696

17,000
32,116

30,000
96,696

17,000
29,402

Supra R22 - - 18,000
41,910

22,000
46,049

22,000
52,001

17,000
32,116

22,000
52,001

17,000
29,402

Supra R17 - - 15,000
29,104

17,000
27,496

17,000
31,050

15,000
25,004

17,000
31,050

15,000
22,891

Supra R12 - - - - - - - -

Combi R515 12,500
15,530

15,000
20,325

14,000
25,353

15,000
21,407

15,000
26,664

15,000
25,004

15,000
24,174

15,000
22,891

Combi 508 8,000
6,361

8,000
5,781

8,000
8,279

8,000
6,089

8,000
7,585

8,000
7,105

8,000
6,876

8,000
6,511

-For Fleta4-

Rotor Shape

Cat. No. AL15-12 AL15-24

Max. Capacity 12 x 15 mL 24 x 15 mL
Size (Ø x H, mm) 164.6 x 42.8 180 x 90 
Rotor hole bore Ø x L 
(mm) 18 x 104.5 17 x 70 mm

Radius (mm) 133.9 147.3

Max. height for 
tube fit (mm) 143.3 71.5 

Fleta4 Max. RPM(rpm)
Max. RCF(xg)

4,000
2,635

4,000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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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는 로터입니다.
   어댑터를 사용할 시 Max. RPM/RCF 수치가 변동됩니다. 각 로터별 사용가능한 어댑터는 [4.2 앵글로터 어댑터의 종류]를 
   참조하십시오. 

1. 로터 정보

1.8 앵글로터 차트(Technical Specifications)

Rotor Shape

Cat. No. A50-8* A85-6* A250-6 A500-6 A1000-4 A1000-6

Hole angle ∠30° ∠25° ∠25° ∠25° ∠25° ∠25°
Max. Capacity 8 x 50 mL 6 x 85 mL 6 x 250 mL 6 x 500 mL 4 x 1,000  mL 6 x 1,000 mL
Size (Ø x H, mm) 213 x 110.7 209.1 x 112 295.6 x 147.8 336 x 179 350 x 196 408 x 188
Rotor hole bore Ø x L 
(mm) 29 x 100 38.3 x 95 62 x 103 70 x 141 98 x 144 98 x 144

Radius (mm) 98.9 97.6 138.3 158.7 169.9 200.1

Max. height for 
tube fit (mm) 110.7 115.4 132 168.5 184.8 176.5

Rotor Hole 
Bottom type Round Round Flat Flat Flat Flat

K-factor 345 491 3,079 5,504 9,804 6,629

Supra R30

Max. RPM(rpm)
Max. RCF(xg)

30,000
99,513

25,000
68,198

10,000
15,462

8,000
11,355

7,000
9,307 -

Supra R22 20,000
44,228

20,000
43,647

12,000
22,265

9,000
14,372

8,000
12,157 -

Supra R17 15,000
24,878

15,000
24,551

10,000
15,462 - - -

Supra R12 - - 12,000
22,265

10,000
17,743

8,000
12,157

7,000
10,962

Combi R515 15,000
24,878

15,000
24,551

8,000
9,896 - - -

Combi 508 8,000
7,077

8,000
6,983 - - - -

-For Supra/Combi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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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터 정보

1.9 스윙로터 차트(RPM an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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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터 정보

1.10 스윙로터 (Techinical Specifications)

※ 스윙로터의 경우 함께 사용 되는 버켓/어댑터에 따라 Max. RPM/RCF 가 변경됩니다. 
     해당 수치는 한일과학 홈페이지 혹은 각 기기별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Rotor Shape

Cat. No. HSR-4S S50-6 S85-4 HSM-2

Swing angle ∠90° ∠90° ∠90° ∠90°

Max. Capacity 2 x 50 mL 6 x 50 mL 4 x 85mL
2
(MTP/ Cell
Culture/DWP)

Size (Ø x H, mm)* 262 x 55 230 x 36 230 x 36 174 x 212 x 20
(w x d x h)

Radius* (mm) 181.3 172.6 181.3 139

Fleta 5
Max. RPM
Max. RCF

5,500
6,230 - - 2,000

622

Fleta 4 - 4,000
3,243

4,000
3,087 -

Rotor Shape

Cat. No. WS750-6 WS1000-6 WS2400-6

Swing angle ∠90° ∠90° ∠90°
Max. Capacity 6 x750 mL 6 x 1,000mL 12 x 500mL blood bag
Size (Ø x H, mm)* 262 x 65 384 x 99 494 x 118

Radius* (mm) 225 259.8 286.7

Component R12

Max. RPM
Max. RCF

- - 4,500
6,491

Component R6 - 5,000
7,261 -

Component wR 4,500
5,096 - -

Rotor Shape

Cat. No. S500-4 S750-4

Swing angle ∠90° ∠90°
Max. Capacity 4 x 500 mL 4 x 750 mL
Size (Ø x H, mm)* 262 x 55 277 x 55
Radius* (mm) 194 196.5

Combi R515
Max. RPM
Max. RCF

4,500
4,392 4,000

3,515
Combi 508 4,000

3,435

-Combi Series 로터-

-Fleta Series 로터-

-Component Series 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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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앵글로터 준비 및 사용

2.1 앵글로터 및 어댑터 육안검사

2.2 샘플 장착

1. 로터 내외관, 튜브, 액세서리에 이물질이 있는 지 확인 하십시오.
2. 로터 내외관, 튜브, 액세서리에 흠집이나 마모의 흔적이 있는 지 확인 하십시오.
    [6.1 앵글로터 확인사항]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3. 챔버 내 모터축이 휘어지지 않았는 지 확인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4. 로터 삽입 후 수평자를 이용하여 밸런스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5. 튜브가 [5.1 앵글로터별 권장 튜브]에 기재된 제품인지 확인 하십시오.
6. [Appendix3. 플라스틱 재질 화학 내구성]을 참조하여 원심분리에도 문제가 없는 샘플인지 확인 하십시오.

튜브는 반드시 3개 혹은 2의 배수로 개수를 맞춰 로터에 삽입하여 주십시오.
튜브 안의 샘플은 같은 양, 같은 밀도여야 하며 반드시 무게 대칭 배열로 삽입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5.3 튜브 사용시 주의사항]을 참조 하십시오.

[올바른 튜브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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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로터 삽입 및 로터 리드 체결

1. 모터축에 이물질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로터 본체를 들어 챔버 내 모터축에 조심스럽게 
    삽입합니다.
3. 로터 리드를 로터 본체 위에 얹은 후 리드 핸들을 
    시계방향으로 끝까지 돌려 리드를 체결시켜 주십시오.
4. 이후 작동을 위한 상세사항은 각 기기별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 하십시오.

로터 리드를 닫지 않거나, 완전히 체결하지 않으면 튜브 혹은 리드가 튕겨져 나가면서 
챔버 내부, 모터 축, 로터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주의! 

2. 앵글로터 준비 및 사용

2.4 로터 및 튜브 제거
1. 한 손으로 로터 본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리드 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리드를 제거해 
    주십시오.
2. 튜브를 꺼내어 주십시오. 
3. 로터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챔버에서 꺼내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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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윙로터 준비 및 사용

3.1 스윙로터 및 액세서리 육안검사

3.2 로터 삽입 및 체결

1. 사용하려는 로터,버켓,어댑터 내외관에 이물질이 있는 지 확인 하십시오.
2. 사용하려는 로터,버켓,어댑터 내외관에 흠집이나 마모의 흔적이 있는 지 확인 하십시오.
    [6.2 스윙로터 확인사항]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3. 튜브가 [5.2 스윙로터별 권장 튜브]에 기재된 제품인지 확인 하십시오.
4. 원심분리에도 문제가 없는 샘플인지 확인 하십시오.

1. 모터축에 이물질이 묻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로터 본체를 들어 챔버 내 모터축에 조심스럽게 삽입합니다.
3. 로터 볼트를 로터 중앙 홀에 삽입한 후 T렌치를 이용하여 시계방향으로 끝까지 조여주십시오.
4. 로터 삽입 후 수평자를 이용하여 로터가 수평인 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5. 이후 작동을 위한 상세사항은 각 기기별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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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윙로터 준비 및 사용

3.4 로터 및 튜브 제거

1. 버켓을 꺼내어 주십시오 
2. 버켓에서 튜브와 어댑터를 꺼내어 주십시오. 
3. T렌치를 이용하여 로터 볼트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풀어주십시오.
4. 로터를 수직으로 들어올려 챔버에서 꺼내어 주십시오.

3.3 버켓/어댑터/샘플 삽입

1. 모든 피봇에 버켓을 장착한 후 원심분리하여 주십시오.
    이때 마주보는 버켓은 반드시 같은 종류, 같은 무게여야 합니다.
2. 버켓을 90도로 회전시켜 스윙이 부드러운지 확인 하십시오.
    

3. 튜브 안의 샘플은 같은 양, 같은 밀도여야 하며 반드시 무게 대칭 배열로 어댑터 혹은 버켓에 삽입 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튜브 배열]

[올바른 버켓 배열]

1. 2.

1. 대칭되는 피봇에 버켓,Microplate를 장착한 모습
2. 대칭되는 피봇에 무게를 맞춰 샘플을 삽입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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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켓 및 어댑터 정보

4.1 앵글로터 어댑터

4.2 앵글로터 어댑터의 종류

로터 홀에 삽입이 가능하더라도, 타사에서 제조한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이용하여 한 로터에 다양한 용량의 튜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Bore(∅)

height

Rotor Cat. No. Max. Capacity Adaptor 
Cat. No.

Adaptor
Tube Capacity

Adaptor
Bottom Shape

Adaptor Hole 
Dimension
(∅ x h,mm)

Adaptor 
Material

A2.0-24
A2.0-36

24 x 2.0 mL
36 x 2.0 mL

TR0.5 0.5 mL Flat 8 x 37
Acetal

TR0.2 0.2 mL Flat 6 x 21

A50-6
A50-8

6 x 50 mL
8 x 50 mL

TR15(50) 15 mL Round 17 x 94

Polyamide

TR15c(50) 15 mL conical Conical 17 x 105 

A85-6 6 x 85 mL

TR50(85) 50 mL Round 29 x 95 

TR50c(85) 50 mL conical Conical 29.5 x 100

TR15(85) 15 mL Round 17 x 94 
TR15c(85) 15 mL conical Conical 17 x 100 

AL15-12
AL15-24

12 x 50 mL
24 x 50 mL

TR5(15) 3.5-7 mL
blood tube Round 13.5 x 85 Acetal

TR3(15) 2-4.5 mL
blood tube Round 13.5 x 61 Acetal

TR5c(15) 5 mL conical Conical 14 x 20 Ac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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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앵글로터 어댑터 사용

4. 버켓 및 어댑터 정보

같은 용량의 앵글로터 어댑터인 경우 외관이 비슷하여 라운드용/코니칼용 어댑터를 
혼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은 어댑터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댑터 종류를 확인하시어 
올바른 사용을 하여 주십시오.

사용 전 확인사항

사용 후 확인사항

어댑터 사용

어댑터 보관

1. 어댑터 내/외관에 흠집이나 균열이 없는것을 확인 하십시오.
2. 어댑터 안쪽에 이물질이 있는 지 혹은 물기가 있는지 확인 후 필요시 이를 제거 하십시오.

1. 어댑터를 꺼내어 주십시오.
2. 어댑터에 샘플이 누수되지 않았는 지 확인 후, 필요시 바로 세척하여 주십시오.

1. 로터를 모터축에 삽입하여 주십시오.
2. 어댑터를 로터 홀에 넣어 주십시오.
3. 샘플이 삽입된 튜브를 어댑터에 넣어주십시오.

1. 서늘한 곳에 어댑터를 단독으로 보관하여 주십시오. 
2. 히터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이는 어댑터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댑터 안은 항상 비워두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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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켓 및 어댑터 정보

4.4 스윙로터 버켓

한일과학에서 제공하는 버켓만 사용하십시오.

앵글로터와는 달리 스윙로터 본체에는 튜브를 삽입할 수 있는 홀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윙로터는 버켓에 어댑터 및 튜브를 적재하여 스윙로터 본체에 걸어 사용합니다. 
정지 시에 버켓은 모터축과 평행을 이루고 있지만, 원심분리시에는 원심력에 의해 90° 로 회전하게 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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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켓 및 어댑터 정보

4.5 스윙로터 버켓의 종류

Rotor S500-4 S750-4  / WS750-6 WS1000-6 WS2400-6

Bucket

B500              B750S                       B750
     (Lid Available)

B1000
(Lid Available)

B1000 B2400

Bucket
Max. Capacity 500 mL 750 mL 1,000 mL 2,400 mL

Bucket
Max. RPM 4,500rpm (S750-4)

4,000rpm
(WS750-4)
4,500rpm 5,000rpm 4,500rpm

Bucket 
Material Aluminium 

Bucket bore
(∅ x h, mm) 80 x 111 99 x 103 98.5 x 143 176.9 x 150.8

Rotor S85-4 S50-4 HRS-4S

Bucket

B50 B85 HBT50-1 HBT50-2 HBT50c-1 HBT15-8 HBT15c-4

Bucket
Max. Capacity 50 mL 85 mL 50 mL 50 mL 50mL 

conical 15 mL 15 mL
conical

Bucket
Max. RPM 4,000rpm 4,000rpm 5,500rpm 4,500rpm 5,500rpm 4,000rpm 4,000rpm

Bucket
Material Aluminium Aluminium SUS SUS SUS SUS SUS

Bucket bore
(∅ x h, mm) 30.3 x 93.5 38.5 x 88.5 30 x 99 30 x 99 31.5 x 116 18 x 89.5 18 x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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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스윙로터 버켓 사용

4. 버켓 및 어댑터 정보

사용 전 확인사항

사용 후 확인사항

버켓 사용

버켓 보관

1. 버켓 내외관에 이물질이 없는 지 확인 하십시오.
특히 로터 피봇과 접촉하는 버켓 홈부분의 경우 로터와의 잦은 탈부착으로 인해 이물질이 쉽게 묻어날 수 
있으니 유의 깊게 살펴주십시오. 
2. 버켓 내외관에 흠집이나 마모가 없는 지 확인하십시오.
3. 버켓을 로터에 건 후 스윙이 원활히 이뤄지는 지 손으로 버켓을 회전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1. 버켓을 로터에서 분리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2. 버켓 내부에 샘플이 누수 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필요시 바로 세척하여 주십시오.

1. 리드가 있는 버켓의 경우 리드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2. 평평한 곳에 버켓을 뒤집은 채로 보관하여 주십시오.
3. 버켓 안은 항상 비워 두십시오.

1. 스윙로터를 모터축에 체결하여 주십시오.
2. 버켓을 로터 피봇에 걸어 주십시오.
3. 어댑터와 튜브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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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켓 및 어댑터 정보

4.7 스윙로터 어댑터

4.8 스윙로터 어댑터의 종류

한일과학에서 제공하는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스윙로터 어댑터는 버켓에 튜브를 삽입할 수 있도록 튜브를 적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어댑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용량, 다수의 튜브를 원심분리 할 수 있습니다.

주의! 

Bucket
/ Bucket Capacity Available Adaptor

Adaptor 
Max.Capacity                                                                                                                                          

                           
/Bottom Type

Adaptor Bore
(∅ x h,mm) Adaptor Material

B500
/ 500 mL

TR500(500) 1 x 500mL / Flat 73 x 125

ABS

TR250(500) 1 x 250mL / Flat 62 x 100

TR100(500)
1x 100mL(85mL) 

/Round
38.5 x 84.5

TR50-4 4 x 50mL / Round 29.5 x 85.5

TR50c-3 3 x 50 mL / Conical 30 x 90

TR15-9 9 x 15 mL / Round 16.5 x 85
TR15c-7 7 x 15 mL / Conical 17 x 95.5
TR10-9 9 x 10 mL / Round 17 x 64
TR5-9 9 x 5 mL / Round 13 x 64

B750, B750S
/ 750 mL

TR500(750) 1 x 500 mL / Flat 75.5 x 98.7 Polypropylene

TR500c(750) 1 x 500 mL / Conical 99 x 58

Polyamide

TR250(750) 1 x 250 mL / Flat 62.3 x 87
TR225c(750) 1 x 225 mL / Conical 60.5 x 124.4

TR50-7 7 x 50 mL / Round 29.2 x 97
TR50c-5 5 x 50 mL / Conical 29 x 91
TR15-19 19 x 15 mL / Round 17.2 x 87
TR15c-14 14 x 15 mL / Conical 17 x 89

TR10-21 21 x 10 mL / Round 16 x 87

TR5-24 24 x 3 or 5 mL / Round
13.2 x 60 (3 mL)
13.2 x 87 (5 mL)

B1000 / 1000 mL TRB480 1 x 480mL Blood bag 65.5 x 135 ABS

B2400 / 2400 mL
TRB500-2 2 x 500mL Blood bag

- ABSTRB450-2 2 x 450mL Blood bag
TRB250-2 2 x 250mL Blood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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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et
/ Bucket Capacity Available Adaptor

Adaptor 
Max.Capacity                                                                                                                                          

                           
/Bottom Type

Adaptor Bore
(∅ x h,mm) Adaptor Material

B80
/ 80 mL

TR50(85) 1 x 50mL / Round 29 x 95

Polyamide

TR50c(85) 1 x 50 mL / Conical 29.5 x 95

TR15(85) 1 x 15 mL / Round 17 x 94

TR15c(85) 1 x 15 mL / Conical 17 x 100

B50
/ 50 mL

TR50c(50) 1 x 50 mL / Conical 30

TR25(50) 1 x 25 mL / Round 20 x 87

TR15(50) 1 x 15 mL / Round 18 x 87

HBTM

TR15-8 8 x 15 mL / Round 18 x 55

ABS
TR10-12 12 x 10 mL / Round 13 x 55
TR5-14 14 x 5 mL / Round 11 x 55
TR3-20 20 x 3 mL /Round 10 x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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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스윙로터의 어댑터 사용 

4. 버켓 및 어댑터 정보

사용 전 확인사항

사용 후 확인사항

어댑터 사용

어댑터 보관

1. 어댑터 내외관에 이물질이 없는 지 확인 하십시오.
2. 어댑터 내외관에 흠집이나 균열이 없는 지 확인 하십시오
3. 3단 어댑터의 경우 조립선을 맞춰 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조립하여 사용할 시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4. 3단 어댑터의 경우 손잡이를 홈에 꽉 끼워 주십시오.
5. 라운드 튜브용 혹은 코니칼 튜브용 어댑터는 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홀 규격이 다소 다릅니다.
    따라서 튜브 종류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1. 어댑터를 버켓에서 꺼내어 주십시오.
2. 어댑터 내부에 샘플이 누수 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필요시 바로 세척하여 주십시오.

1. 서늘한 곳에 어댑터를 단독으로 보관하여 주십시오.
2. 히터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이는 어댑터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댑터 안은 항상 비워두십시오.

1. 스윙로터를 모터축에 체결하여 주십시오.
2. 버켓을 로터 피봇에 걸어주십시오.
3. 어댑터와 튜브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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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튜브

5.1 앵글로터별 권장 튜브 (For Supra/Combi Series)

Rotor Adaptor Bore 
(Ø x L, mm) Tube Capacity  Tube Tube 

Material Max. g-force(xg) Tube dimension 
O.D. x h, mm

A10-12 - 16.3 x 74.5 10 mL Nalgene 3119-0010 PPCO 50,000 xg 16.1 x 80.5
A15S-12 - 19 x 96 15-16 mL Nalgene 3110-0160 ① PPCO 50,000 xg 17.8 x 98.6

A15c-12
- 17 x 115 15 mL conical FALCON 352096

Eppendorf 0030122151 PP 12,000 xg
19,500 xg

17 x 120
17 x 121

TR5c(15) 14 x 20 5 mL conical Eppendorf 0030119380
Biosigma CL50.002.0100 PP 25,000 xg

21,000 xg 17 x 56

A50-6
A50-8

- 29 x 100 50 mL Nalgene 3118-0050 ②
Nalgene 3119-0050 ②

PC
PPCO

50,000 xg
100,605 xg

28.8 x 106.4
28.8 x 105.9

TR15(50) 17 x 94 15 mL Nalgene 3110-0150 ① PPCO 50,000 xg 15.8 x 112.8

TR15c(50) 17 x 105 15 mL conical
FALCON 352096

Eppendorf 0030122151
Corning 430052

PP
12,000 xg
19,500 xg
12,000 xg

17 x 120
17 x 121

17 x 118.5
A50c-6 - 30 x 108.6 50 mL conical FALCON 352070 PP 16,000 xg 30 x 115

A85-6

- 38.3 x 95 81 mL Nalgene 3118-0085 PC 50,000 xg 38.2 x 105.2

TR50(85) 29 x 95 50 mL Nalgene 3118-0050 ②
                3119-0050 ②

PC
PPCO

50,000 xg
100,605 xg

28.8 x 106.4 
28.8 x 105.9 

TR50c(85) 29.5 x 100 50 mL conical
Orange 4440100N
FALCON 352070

SPL   50050   

PP
PP
PP

12,000 xg
16,000 xg
14,000 xg

30 x 114
30 x 115
30 x 115

TR15(85) 17 x 94 15 mL Nalgene 3110-0150 ① PPCO 50,000 xg 15.8 x 112.8
TR15c(85) 17 x 100 15 mL conical FALCON 352096 PP 12,000 xg 17 x 120

A250-6 - 62 x 103

250 mL Nalgene 3120-0250 ③ PPCO 13,200 xg 61.8 x 125.2
250 mL Nalgene 3122-0250 ③ PC 27,500 xg 61.8 x 125.2

250 mL Autofil 1801-RLS ④
 Autofil 1803-RLS ⑤ PP 8,250 xg

27,500 xg 61 x 127

250 mL Autofil 1802-RLS ④
Autofil 1804-RLS ⑤ PC 8,250 xg

31,700 xg 61 x 127

A500-6 - 70 x 141

500 mL Autofil 1805-RLS ④
 Autofil 1807-RLS ⑤ PP 8,250 xg

13,500 xg 69 x 165 

500 mL Autofil 1806-RLS ④
 Autofil 1808-RLS ⑤ PC 8,250 xg

13,850 xg 69 x 165

500 mL Nalgene 3120-9500
               3122-0500

PPCO
PC 13,700 xg 69.5 x 158.9

500 mL Hanil  HI_TB-500 PP 14,300 xg 68.5 x 163 
A1000-4
A1000-6 - 98 x 144 1,000 mL Nalgene 3120-1000 ⑥ PPCO 7,100 xg 97.5 x 174.2

①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11-series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② 10,000 xg 이상 원심분리 할 시, DS3131-0024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③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31-0038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④ Low speed용 스크류 캡이 장착된 bottle 입니다.
⑤ High speed 용 실링캡이 장착된 bottle 입니다.
⑥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32-0063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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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튜브

5.1 앵글로터별 권장 튜브(For Fleta4)

▶ 마이크로 튜브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 Microplate 정보는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튜브 정보는 튜브 제조사가 제공하는 자료 기준 입니다. (2017년 12월기준). 

Tube 재질
PPCO : Polypropylene copolymer
PP : Polypropylene
PC : Polycarbonate

①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11-series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Rotor Sleeve Adaptor Bore 
(Ø x L, mm)

Tube 
Capacity  Tube Tube 

Material Max. g-force(xg) Tube dimension 
O.D. x h, mm

AL15-24
AL15-12 TR15(15)

- 18 x 94.5 15 mL Nalgene 3110-0150 ① PPCO 50,000 xg 17.8 x 98.6

- 18 x 94.5 15 mL 
conical

FALCON 352096
Eppendorf 0030122151

Corning 430052
PP

12,000 xg
19,500 xg
12,000 xg

17 x 120
17 x 121

17 x 118.5

TR5c(15) 14 x 20 5 mL 
conical

Eppendorf 0030119380
Biosigma CL50.002.0100 PP 25,000 xg

21,000 xg 17 x 56

- 18 x 94.5 10 mL
blood tube

BD Vacutainer
Vacuette - - 16 x 100

TR5(15) 13.2 x 58 3.5-7 mL
blood tube

BD Vacutainer
Vacuette - - 13 x 100

TR3(15) 13.2 x 82 2.0-4.5 mL
blood tube

BD Vacutainer
Vacuette - - 13 x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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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튜브

5.1 앵글로터별 권장 튜브 (For Ultra5.0)

Rotor Hole Bore 
(Ø x L, mm)

Tube 
Capacity  Tube Tube Material Max. g-force(xg) Tube dimension 

O.D. x h, mm

A2.0U-24 11 x 37.5 1.3 mL Hitachi  84710901 Polyallomer 145,966 xg 11 x 37.5

A10U-12 16.3 x 70 8 mL 
/ 10 mL Beckman  344621 / 344622 Polyallomer 402,000 xg 16 x 67

A13.5U-8 16.3 x 83 9 mL Hitachi  S303922A Polycarbonate 390,000 xg 16 x 82

A13.5U-12 16.3 x 83.4 8mL Hitachi  325952A Polycarbonate 260,000 xg 16 x 82

A38.5U-6 26 x 92
35.5 mL Beckman  363073 Polypropylene 504,000 xg 25.3 x 92

26 mL Hitachi  S308132A / S303926A Polyallomer 303,000 xg 26 x 97

A50U-8 29 x 100.5 50 mL Beckman  357001 Stainless Steel 235,000 xg 29 x 100.5

A94U-6 38.3 x 105 94 mL Beckman  303380 / 345775 / 
345777

Stainless Steel 
/ Polypropylene 
/Ultra-Clear™"

235,000 xg 38 x 102

A250U-6 62 x 101 250 mL
Beckman  334205 / 355627 Polypropylene 53,900 xg 60 x 120

Nalgene  3120-0250 
                 3122-0250 Polypropylene 13,200 xg / 

27,000 xg 61.8 x 125.2

▶ 마이크로 튜브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 Microplate 정보는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튜브 정보는 튜브 제조사가 제공하는 자료 기준 입니다. (2017년 12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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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튜브

5.2 스윙로터별 권장 튜브

Tube 재질
PPCO : Polypropylene copolymer
PP : Polypropylene
PC : Polycarbonate

S750-4 / WS750-6

▶ 마이크로 튜브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 Microplate 정보는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튜브 정보는 튜브 제조사가 제공하는 자료 기준 입니다. (2017년 12월기준). 

Bucket Adaptor Bore 
(Ø x L, mm)

Tube 
Capacity  Tube Tube 

Material Max. g-force(xg) Tube dimension 
O.D. x h, mm

B750
B750S

- 99 x 103(B750) 750 mL Thermo 75003699 PP - 98 x 133
TR500(750) 75.5 x 98.7 500 mL Hanil  HI_TB-w500 PP 4,300 xg 73.7 x 143
TR500c(750) 95.6 x 58 500 mL Corning 431123 PP 6,000 xg 95.5 x 148.6

TR250(750) 62.3 x 87 250 mL 

Nalgene 3120-0250 ①
Nalgene 3122-0250 ①

Autofil 1801-RLS ② 
Autofil1803-RLS ③
Autofil 1802-RLS ② 
Autofil 1804-RLS ③

PPCO
PC
PP
PP
PC
PC

13,200 xg
27,500xg
8,250xg
27,500xg
8,250xg
31,700xg

61.8 x 125.2
61.8 x 125.2

61 x 127
61 x 127
61 x 127
61 x 127

TR225c(750) 60.5 x 124.4 225 mL
conical Falcon 352075 PP 16,000 xg 30 x 115

TR50-7 29.2 x 97 50 mL Nalgene 3118-0050 ④
Nalgene 3119-0050 ④

PC
PPCO

50,000xg
100,605xg

28.8 x 106.4 
28.8 x 105.9 

TR50c-5 29 x 91 50 mL 
conical

Orange 4440100N
Falcon 352070

Eppendorf 0030122178
PP

12,000 xg
16,000 xg
19,500 xg

30 x 114
30 x 115

30 x 116.2 
TR15-19 17.2 x 87 15 mL Nalgene 3110-0150 ⑤ PPCO 50,000 xg 15.8 x 112.8

T15c-14 17 x 89 15 mL 
conical

FALCON 352096
Eppendorf 0030122151

Corning 430052
PP

12,000 xg
19,500 xg
12,000 xg

17 x 120
17 x 121

17.5 x 118.5

T10-21 16 x 87
10 mL BD vacutainer - - 16 x 100
9 mL Vacuette - - 16 x 100

T5-24

13.2 x 58 
(3 mL)

2 ~ 4.5 mL
2 ~ 4 mL

BD Vacutainer
Vacuette - - 13 x 75

13.2 x 85 
(5 mL)

3.5 ~ 7 mL
5 ~ 6 mL 

BD Vacutainer
Vacuette - - 13 x 100

①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31-0038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② Low speed용 스크류 캡이 장착된 bottle 입니다.
③ High speed 용 실링캡이 장착된 bottle 입니다.
④ 10,000 xg 이상 원심분리 할 시, DS3131-0024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⑤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11-series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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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튜브

5.2 스윙로터별 권장 튜브

S500-4 

Bucket Adaptor Bore 
(Ø x L, mm) Tube Capacity  Tube Tube Material Max. g-force(xg) Tube dimension 

O.D. x h, mm

B500

TR500(500) 73 x 125 500 mL Hanil  HI_TB-w500 PP 4,300 xg 73.7 x 143

TR250(500) 62 x 100 250 mL 

Nalgene 3120-0250 ①
Nalgene 3122-0250 ①
Autofil 1801-RLS  ②
 Autofil1803-RLS ③ 
Autofil 1802-RLS  ②
Autofil 1804-RLS ③ 

PPCO
PC
PP
PP
PC
PC

13,200 xg
27,500xg
8,250xg
27,500xg
8,250xg
31,700xg

61.8 x 125.2
61.8 x 125.2

61 x 127
61 x 127
61 x 127
61 x 127

TR100(500) 38.5 x 84.5 81 mL Nalgene 3118-0085 PC 50,000 xg 38.2 x 105.2

TR50-4 29.5 x 85.5 50 mL Nalgene 3118-0050 ④
Nalgene 3119-0050 ④

PC
PPCO

50,000xg
100,605xg

28.8 x 106.4
28.8 x 105.9  

TR50c-3 30 x 90 50 mL 
conical

Orange 4440100N
Falcon 352070

Eppendorf 0030122178
PP

12,000 xg
16,000 xg
19,500 xg

30 x 114
30 x 115

30 x 116.2 
TR15-19 16.5 x 85 15 mL Nalgene 3110-0150 ⑤ PPCO 50,000 xg 15.8 x 112.8

T15c-7 17 x 95.5 15 mL conical
FALCON 352096

Eppendorf 0030122151
Corning 430052

PP
12,000 xg
19,500 xg
12,000 xg

17 x 120
17 x 121

17.5 x 118.5

T10-9 17 x 64
10 mL BD vacutainer - - 16 x 100
9 mL Vacuette - - 16 x 100

TR5-9 13 x 64

2 ~ 4.5 mL BD Vacutainer - - 13 x 75
2 ~ 4 mL Vacuette - - 13 x 75

3.5 ~ 7 mL BD Vacutainer - - 13 x 100
5 ~ 6 mL Vacuette - - 13 x 100

S50-6
Bucket Adaptor Bore 

(Ø x L, mm) Tube Capacity  Tube Tube Material Max. g-force(xg) Tube dimension 
O.D. x h, mm

B50

- 30.3 x 93.5
(Bucket) 50 mL Nalgene 3118-0050 

Nalgene 3119-0050
PC

PPCO
50,000 xg
100,605 xg

28.8 x 106.4 
28.8 x 105.9 

TR50c(50) 29.5 x 17.5 50 mL 
conical

Orange 4440100N
Falcon 352070

Eppendorf 0030122178
PP

12,000 xg
16,000 xg
19,500 xg

30 x 114
30 x 115

30 x 116.2 

TR15(50) 17 x 94 15 mL Nalgene 3110-0150 ⑤ PPCO 50,000 xg 17 x 120

- 17 x 86.5
(Bucket) 15 mL conical

FALCON 352096
Eppendorf 0030122151

Corning 430052
PP

12,000 xg
19,500 xg
12,000 xg

17 x 120
17 x 121

17.5 x 118.5

①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31-0038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② 10,000 xg 이상 원심분리 할 시, DS3131-0024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③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31-0038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④ 10,000 xg 이상 원심분리 할 시, DS3131-0024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⑤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11-series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①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11-series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② 10,000 xg 이상 원심분리 할 시, DS3131-0024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③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31-0038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④ Low speed용 스크류 캡이 장착된 bottle 입니다.
⑤ High speed 용 실링캡이 장착된 bottle 입니다.
⑥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32-0063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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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튜브 정보

5.2 스윙로터별 권장 튜브

Tube 재질
PPCO : Polypropylene copolymer
PP : Polypropylene
PC : Polycarbonate

▶ 마이크로 튜브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 Microplate 정보는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튜브 정보는 튜브 제조사가 제공하는 자료 기준 입니다. (2017년 12월기준). 

S85-4

HSR-4S

Bucket Adaptor Adaptor Bore 
(Ø x L, mm)

Tube 
Capacity  Tube Tube 

Material Max. g-force(xg) Tube dimension 
O.D. x h, mm

B85

- 38.5 x 88.5
(Bucket) 81 mL Nalgene 3118-0085 PP 16,000 xg 28.8 x 106.4

TR50(85) 29 x 95 50 mL Nalgene 3118-0050  ① PC 50,000 xg 28.8 x 106.4

TR50c(85) 29.5 x 100 50 mL 
conical

Orange 4440100N
Falcon 352070

Eppendorf 0030122178
PP

12,000 xg
16,000 xg
19,500 xg

30 x 114
30 x 115

30 x 116.2 
TR15(85) 17 x 94 15 mL Nalgene 3110-0150 ② PPCO 50,000 xg 15.8 x 112.8

TR15c(85) 17 x 100 15 mL 
conical

FALCON 352096
Eppendorf 0030122151

Corning 430052
PP

12,000 xg
19,500 xg
12,000 xg

17 x 120
17 x 121

17.5 x 118.5

Bucket Adaptor Bore 
(Ø x L, mm)

Tube 
Capacity  Tube Tube 

Material Max. g-force(xg) Tube dimension 
O.D. x h, mm

HBT50-1 - 30 x 99 50 mL Nalgene 3118-0050  ① PC 50,000 xg 28.8 x 106.4

HBT50-2 - 30 x 99 50 mL Nalgene 3118-0050  ① PC 50,000 xg 28.8 x 106.4

HBT50c-1 - 31.5 x 115.9 50 mL 
conical

Orange 4440100N
Falcon 352070

Eppendorf 0030122178
PP

12,000 xg
16,000 xg
19,500 xg

30 x 114
30 x 115

30 x 116.2 

HBT15-8

- 18 x 89.5
(Bucket) 15 mL Nalgene 3110-0150 ② PPCO 50,000 xg 15.8 x 112.8

- 18 x 89.5
(Bucket)

10 mL
9 mL

BD vacutainer
Vacuette - - 16 x 100

TR3(15) 13.5 x 61 2 ~ 4.5 mL
2 ~ 4 mL

BD Vacutainer
Vacuette - - 13 x 75

TR5(15) 13.5 x 85 3.5 ~ 7 mL
5 ~ 6 mL 

BD Vacutainer
Vacuette - - 13 x 100

TR5c(15) 14 x 20 5 mL 
conical

Eppendorf 0030119380
Biosigma CL50.002.0100 PP 25,000 xg

21,000 xg 17 x 56

① 10,000 xg 이상 원심분리 할 시, DS3131-0024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② High speed centrifugation을 할 시, DS3111-series 캡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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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튜브 

5.3 튜브 사용 시 주의사항

튜브에 담긴 샘플의 양 혹은 밀도가 모두 같지 않으면 밸런스 이상으로 기기 소음과 진동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숙지 후 튜브에 샘플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 한 로터/어댑터에 같은 종류의 튜브만 사용해 주십시오.
2. 같은 무게, 같은 밀도의 샘플을 넣어 주십시오. 샘플의 무게가 같아도 밀도가 다를 경우 이는 임밸런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3개 혹은 2의 배수로 튜브 갯수를 정하여 로터에 삽입 하십시오.
5. 튜브는 항상 무게 대칭 배열로 로터/어댑터에 삽입하십시오.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튜브 삽입 전 양팔 저울 등을 이용하여 
튜브 밸런싱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주의! 

튜브 밸런싱 

앵글로터: 튜브 배열의 올바른 예

스윙로터: 튜브 배열의 올바른 예 스윙로터: 튜브 배열의 올바르지 못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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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에 담긴 샘플의 양 혹은 밀도가 모두 같지 않으면 밸런스 이상으로 기기 소음과 진동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숙지 후 튜브에 샘플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 튜브

5.4 튜브 Volume

5.5 튜브 멸균

- 튜브 사용 시 샘플의 최소/최대량은 튜브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튜브 용량에 비해 샘플량이 너무 적을 경우 튜브 파손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샘플량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튜브와 그에 맞는 로터 및 액세서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되는 튜브의 멸균 가능 여부와 방법은 각 튜브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따릅니다. 

튜브 사용의 올바르지 않은 예

Different Caps Different DensityDifferent Volume Different 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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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 관리 

6.1 앵글로터 확인 사항 

(*1) 원심분리 후 로터홀에 샘플이 누수되었을 경우 발견 즉시 세척하여 주십시오.(‘6.7 앵글로터/스
윙로터 세척’ 참조)
(*2) 로터 ID 인식 디스크가 빠져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경우 ID인식 오류가 발생됩니다.

매 사용전 혹은 사용 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1. 로터 리드 안쪽 및 본체 나사산이 
    마모 되지 않았는 지 확인하십시오.

3. 로터 내/외관에 흠집이나 균열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5. 로터 ID 인식 디스크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2)

2. 로터 홀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1)

4. Drive hole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6. 모터축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고속으로 회전하는 로터의 특성 상 조그마한 흠집과 마모라 하더라도 
원심분리시 큰 균열로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아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고,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단한 후 한일과학에 연락하여 주십시오.주의! 

② 
③ 

④

⑥

①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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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 관리 

6.2 스윙로터 확인 사항 

6.3 버켓  확인 사항 

2. 나사산의 마모여부를 확인하십시오.

1. 버켓안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3. 로터에 흠집이나 균열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3. 이물질이 없는 지 확인 하시고 
    주기적으로 그리스를 발라주십시오.

5. 로터 ID 인식  디스크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1. 피봇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2. 버켓 나사산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B750S)

4. Drive hole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4. 버켓 내외관에 흠집이나 균열이 있지 
않은 지 확인하십시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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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 관리 

6.4 어댑터 확인 사항 

1. 어댑터 내부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1. 어댑터 내부에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3. 사용하려는 튜브에 맞는 어댑터인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용량의 코니칼용, 
    라운드용 어댑터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3. (3단 어댑터의 경우) 조립선을 맞춰서 
    조립이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3단 어댑터의 경우) 손잡이가 홈 부위에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어댑터 내외부에 흠집이나 균열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2. 어댑터 내외부에 흠집이나 균열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①

①

②

②

③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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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 관리 

6.5 앵글로터 보관

6.6 스윙로터 보관

1.  리드를 분리 한 후 뒤집은 채로 평평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2.  이때 로터 본체 및 로터 ID 인식 디스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3.  세척 후 혹은 주기적으로 앵글로터 나사산에 윤활제(그리스)를 얇게 펴발라 부드러운 코팅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작업이 생략될 시 이는 나사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로터를 평평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2. 보관시 로터 본체 및 로터 ID 인식 디스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3.  세척 후 혹은 주기적으로 피봇 부분에 윤활제(그리스)를 얇게 펴발라 부드러운 코팅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작업이 생략될 시 작동 중 버켓이 90도로 회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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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 관리 

6.7 앵글로터/스윙로터 세척

부식성 샘플을 사용한 경우 혹은 샘플이 누수됐을 경우, 즉시 아래 방법대로 로터를 세척하여 주십시오.

로터에 이물질이 눌러 붙어있는 경우 아래 방법대로 로터를 세척하여 주십시오.

1.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여 주십시오.
2. 증류수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헹구어 주십시오.
3. 로터를 거꾸로 세워놓은 채 부드럽고 건조한 천으로 물기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1. 로터를 미온수(40~50℃)에 잠시 담궈 두십시오.
2. 로터를 꺼내어 부드러운 브러쉬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십시오.

앵글로터 
물기 제거 및 건조 후 로터 나사산에 그리스를 얇게 펴발라 부드러운 코팅상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스윙로터
물기 제거 및 건조후 로터 피봇에 그리스를 얇게 펴발라 부드러운 코팅상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척 시 로터에 흠집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표면의 도구 사용을 금합니다.
세척 시 부식을 유발 할 수 있는 세척 용액의 사용을 금합니다.
세척 시 pH5-9인 세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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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 관리 

6.8 로터 멸균

- 한일과학 로터는 121℃ 에서 15분 까지 Autoclave 할 수 있습니다.
  앵글로터의 경우 리드를 제거 한 후 로터 본체를 거꾸로 둔 채 Autoclave 하여 주십시오.

- 혹은 부드러운 천에 에탄올(70%)을 묻혀 오염된 부위를 닦아내어 주십시오.

멸균(Autoclave) 시, 시간과 온도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멸균을 위해 로터를 끓는 물에 넣지 마십시오. 
이는 로터 자체 강성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에탄올은 인화성 물질입니다. 
사용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원심 분리기 근처에서 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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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 관리 

6.9 버켓 세척

6.10 버켓 멸균

버켓에 이물질이 묻었거나 부식성 혹은 소금기 있는 샘플이 묻었을 경우 바로 세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과학 버켓은 121℃ 에서 15분까지 Autoclave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온도를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십시오.
버켓 리드는 autoclave 할 수 없습니다.주의! 

1. 중성세제를 이용해 미온수에서 세척하여 주십시오.
2. 비누나 약산성을 포함한 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부드럽고 건조한 천으로 물기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세척 시 로터에 흠집을 줄 수 있는 날카로운 표면의 도구 사용을 금합니다.
세척 시 부식을 유발 할 수 있는 세척 용액의 사용을 금합니다.
세척 시 pH5-9인 세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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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 관리 

6.11 어댑터 세척

6.12 어댑터 멸균

어댑터에 이물질이 묻었거나 부식성 혹은 소금기 있는 샘플이 묻었을 경우 바로 세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성세제를 이용해 미온수에서 세척하여 주십시오.
2. 비누나 약산성을 포함한 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어댑터 표면에 흠집을 줄 수 있는 수세미 등 세척 용구의 사용을 금합니다.
4. 세척 후 흐르는 물에 깔끔히 헹구어 주시기 바랍니다.
5.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완벽히 제거해 주십시오.

[Autoclave 가능한 어댑터] 

※ 121℃ 에서 15분 까지 Autoclave 하여 주십시오.
※ 위 어댑터 외의 어댑터는 autoclave를 금합니다.

시간과 온도를 준수하여 시행하여 주십시오.
Autoclavce 가능한 어댑터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시행하여 주십시오.
과다한 autoclave는 어댑터 강성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의! 

앵글로터 어댑터
 
TR0.2, TR0.5, TR3(15), TR5(15), TR15(50), TR15c(50)
TR15(85), TR15c(85), TR50(85), TR50c(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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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 해결 

7.1 로터 
아래 표는 로터 사용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상황과 권장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대응책으로도 문제 해결이 안 될 시 한일과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형 로터 : 리드 핸들로 로터를 체결하는 방식 
**구형 로터 : 로터 볼트로 로터를 체결하는 방식

증상 확인 사항

앵글로터를 꺼낼 수 없습니다.

(신형로터*)이물질이 모터축이나 로터 드라이브 홀에 끼어 있습니다. 
한일과학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구형로터**) 로터 헤드볼트를 완전히 푼 상태에서 T렌치를 이용해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2바퀴 정도 돌려주십시오. 이 후 로터 리드를 시계방향으로 강한 
힘을 가하며 돌려주십시오. ‘핑’ 소리와 함께 로터가 풀립니다

리드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 로터 나사산이 윤활제로 코팅되어져 있는지 혹은 이물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로터가 변색되었습니다.

- 로터 세척 후 헹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시 변색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로터를 꼼꼼히 세척하여 주십시오.
 
- 앵글로터의 경우 후처리(아노다이징) 부분이 마모 되었을 수 있습니다.

로터 ID 인식이 안됩니다.
- 로터 바닥면의 ID 인식 디스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혹은 인식 디스크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지 확인 후 필요시 이를 제거하십시오.
- 로터가 모터축에 충분히 깊게 삽입되었는 지 확인하십시오.

임밸런스 오류가 뜹니다. - 로터에 삽입된 튜브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지 확인 하십시오. 
  (동일한 양/동일한 종류/대칭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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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 해결 

7.2 튜브 
아래 표는 튜브 사용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상황과 권장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대응책으로도 문제 해결이 안 될 시 한일과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확인 사항

샘플이 튜브에서 누수되었습니다. 튜브 캡을 완전히 체결하였는지 확인 하십시오

튜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각 튜브 마다  사용 온도 범위가 있습니다.
최저 온도를 벗어나 더 낮은 온도에서 튜브를 사용할 때 균열이 생길수 있습니다.
튜브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 범위 내에서  튜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반복된 사용으로 인해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균열이 생긴 튜브는 바로 폐기하여 주십시오. 

튜브가 파손되었습니다.

튜브가 견딜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벗어나 원심분리 할 시 튜브가 파손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각 튜브 제조사가 명시하는 최고 속도 안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로터홀과 튜브 사이에 물기가 있을 경우 원심분리시 튜브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분리전 로터홀 안 혹은 튜브 외벽에 물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Appendix3. 플라스틱 재질 화학 내구성]을 확인한 후  사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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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편차 원심분리(Pelleting, Differential Centrifugation) 

Differential Centrifugation

로터를 이용한 분리 방법

편차 원심분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심 분리 방법으로 침강 계수(Sediment Coefficients) 차이에 따라 
가장 큰 입자가 먼저 침전되고 질량과 밀도가 같을 때는 구형의 입자가 비대칭형 입자보다 빨리 침전됩니다. 
또한 원심분리의 속도나 시간을 증가시키면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들도 침전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크기는 비슷하지만 밀도가 다른 입자를 분리하는데 유용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문제점은 튜브 상단에 있는 큰 입자가 침전되는 동안 하단에 있는 작은 입자도 함께 침전된다
는 점입니다. 이러한 동시 침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침전물을 다시 녹여 원심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Centrifug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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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Nucleic 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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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구배 원심분리(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 

속도 침강 원심분리는 편차 원심분리에서 발생되는 입자 오염을 밀도 기울기 매질(Density gradient Media)을 
이용하여 피할 수 있습니다.
실험 전 밀도 기울기 매질 위에 샘플을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여 삽입하여야 합니다. (10% 정도)
원심력에 의해 입자는 밀도가 같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며, 긴 시간 원심 분리를 하면  모든 입자가 펠렛이 됩니다. 
크기가 일정한 단백질, RNA, 리보솜(ribosome) 등의 분리에 유용합니다.

등밀도 원심분리에서 입자는 밀도에 따로 단독으로 분리 됩니다.
이 방법에서 밀도 기울기 매질의 밀도는 분리할 입자의 밀도보다 커야 합니다.
이때 입자가 등밀도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오랜시간 동안 원심분리 하여도 입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바닥에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속도 침강 원심분리와 달리 매질과 샘플을 혼합하여 주입하여도 됩니다.

글리세롤, 염화세슘 등의 농도구배를 가진 매질을  통해 시료(sample)를 원심분리 하는 방법입니다. 
용액의 밀도는 튜브 아래로 내려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원심분리 중의 대류(convection)에 의한 혼합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밀도 구배 원심분리는  속도 침강 원심분리와 등밀도 원심분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속도 침강 원심분리 (Rate-zonal Centrifugation)

Rate-zonal Centrifugation Isopycnic Centrifugation

등밀도 원심분리 (Isopycnic Centrifugation)

Sampl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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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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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기울기 형성을 위한 매질(Density gradient medium)

Appendix 1.

Gradient medium type Principle uses

Polyhydric alchols

- Sucrose Oraganelles, membrane vesicle, virus, protein, ribosome, polysome

- Glycerol Mammalian cells(infrequent), protein

- Sorbitol NonMammalian subcellular particles

- Polysaccharides

- Ficoll, polysucrose 
  and dextrans

Mammalian cells(sometimes in combination with iodinated density 
gradient media), mammalian subcellular particles(infrequent)

Inorganic salts

- CsCl DNA, Virus, Protein

- Cs2SO4 DNA, RNA

- KBr Plasma lipoprotein

Iodinated gradient media

- Diatrizoate Mainly as component of commercial lymphocyte isolation media

- Nycodenz Histodenz Mammalian cells, organelles, membrane, vesicle, virus

- Percoll Mammalian cells, organelles, membrane, vesicle(infreq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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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F 계산

펠렛화 시간 계산

RCF(Relative Centrifugal Force)는 샘플에 가해지는 가속도 입니다.
분당 회전 수(RPM)와 로터 반지름(r,mm : 로터축에서부터 로터 홀 가장 안쪽까지)에 따라 그 수치는 달라 
집니다.
RCF는 다음의 공식에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편차 원심 분리(Differential Centrifugation)는 속도나 시간을 증가시키면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를 
연속적으로 펠렛화하는 것으로써, 각 로터에 따라 상대적인 펠렛화 시간을 k-factor(rotor efficancy)와 
s(침전계수, sedimen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rmax : Max. Rotor Radius 
rmin : Min. Rotor Radius 
K : k-factor (rotor efficancy)
S : Sedimenation coefficient

               Appendi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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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Bottle 
Material polypropylene Polycarbonate Polypropylene 

Copolymer

Acids
(dilute or weak) S M S

Acids S U S

Alcohols S U S

Aldehydes M M M

Bases S U S

Esters M U M

Hydrocarbons
(aliphatic) M U M

Hydrocarbons
(aromatic) M U M

Hydrocarbons
(halogenated) M U M

Ketones M U M

Oxidizing agents
(strong) U M U

S: Satisfactory resistance      M: Marginal resistance     U: Unsatisfactory resistance 

※ 위 표는 다양한 화학 내구성 자료를 편집한 것으로써  온도, g-force,압력  등 기타 요소에 따라 내구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원심 분리 전 Test Run을 권장합니다.

Appendix 3.

플라스틱 재질 화학 내구성도

튜브에 시료를 삽입하기 전,  아래 내구성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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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ient Medium
Cesium acetate M
Cesium bromide M
Cesium chloride M
Cesium formate M
Cesium iodide M
Cesium sulfate M
Dextran sulfate M
Ficoll paque M
Glycerol M
Metrizamide M
Rubidium 
bromide M

Rubidium 
chloride M

Sodium bromide U
Sucrose M
Sucrose, alkaline M

Gradient Medium
Acetone(50%) S
Amyl alcohol S
Benzene S
Cresol S
Diethyl ether S
Ethyl acetate M
Ethyl alcohol S
Methylene 
chloride U

S: Satisfactory resistance      
M: Marginal resistance     
U: Unsatisfactory resistance 

※ 온도, 압력에 따라 내구성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원심 분리 전 Test Run을 
     권장합니다.

Appendix 4.

알루미늄 재질 화학 내구성도

Gradient Medium
Acetic acid S

Acetic acid(5%) S
Acetic acid(60%) S

Acetic 
acid(glacial) U

Aqua regia U
Chromic 

acid(10%) U

Chromic 
acid(50%) U

Hydrochloric 
acid(10%) U

Hydrochloric 
acid(35%) U

Hydrofluoric 
acid(10%) U

Hydrofluoric 
acid(50%) S

Lodoacetic acid S
Oleic acid U
Picric acid U

Sulfuric 
acid(10%) U

Sulfuric 
acid(50%) U

Sulfuric 
acid(98%) U

한일과학 로터는 알루미늄 소재로 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료를 삽입하기 전, 내구성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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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사항

제품 안내 
- 제품명 :  한일과학 원심분리기 로터 및 액세서리 
-  로터 및 액세서리 적용 모델 
   Ultra5.0 Supra R30, Supra R22, Supra R17, Supra R12, Combi R515, Combi R508, Fleta4, Fleta5
   Component R12, Component R6, Component wR                     
- 제조: 한일과학(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16  지하2층, 5층
- 판매:  (주)라벡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16 

Domestic Use Only

본 제품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외 국가에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될 경우에, 당사는 제품의 성능과 지적 재산권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search Use Only

본 제품은 연구용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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