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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설 명 서
코 로 니 카 운 터 (C - C O 3 )

세균계수기Colony Counter( )

본 제품의 안전하고 바른 사용을 위해 필히 본 내용을 숙지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사양은 제품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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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는 사용자 설명서는 구입하신 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본 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오는 안전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해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요

사 항 구 분 내 용

위험DANGER( )이 경고를 무시하고 기기 사용 시사망 또는 중상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내부에 폭발성CHAMBER또는 인화물질을 넣고동작시키지 마십시오.높은 전류로 인한 감전이나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보 수 나 제 품 개 봉 시 전 원 을 끄 십 시 오,접지선은 반드시 설치해 줍니다.

경고WARNING( ) 화재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기 내부속이나 표면근처에서발생하는 고온에 주의 하십시오이 경고를 무시하고 기기 사용 시중상 또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CAUTION( )이 경고를 무시하고 기기 사용 시부상이나 물질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기 보수 및 점검 시 수리기술자이외에 다른 사람의 수리 개조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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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성 및 사용 용도1.식품 위생분야로부터 박테리아 등 배양균의 군 숫자를 계산하는데 적합 합니다.당사의 제품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여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 Button, Touch counting .시 마다 부저가 울리면서 숫자가 올라갑니다(2) Counting .은 소모 시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3) Marking Pen .확대경 위치 조절이 자유로워 세균 계수 시 시야확보가 탁월합니다(4) 4“ .는 두 가지로 사용 가능 합니다(5) Petridish Holder 100, 150mm .
준비2.

주의CAUTION ( )전원을 공급할 때 반드시 정격에 맞는 전원 인지 확인 바랍니다(1) .본 기기는 입니다( 220V, 50 60 Hz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 바랍니다(2) .강한 전류를 사용하는 기기 주변에는 설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3) .
경고WARNING ( )와 기타 전기 장비를 만질시 습기에 주의 하고 젖은 손 으로 만지시 마십시오(1) Power cord .가 손상되지 않게 충격을 주거나 가공하지 마십시오(2) Power cord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기기 바닥은 견고하고 수평을 유지해 주는 곳에 설치해 줍니다1) .접지된 콘센트를 사용 바랍니다(2) .제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 하게 사용 바랍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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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품 및 설치3.

위의 구성품 목록의 이상유무를 꼭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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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위 명칭 및 사양4.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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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법4.

멸균된 에 실험에 필요한 세균을 배양해 줍니다(1) Petri Dish .
를 에 올려놓고 고정 시켜 줍니다(2) Petri Dish Petri Dish Holder(100mm, 150mm) .

전원 스위치를 해주고 을 연결해 줍니다(3) ‘ON‘ Marking Pen .
확대경을 원하는 위치로 움직여 고정시켜 줍니다(4)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균 숫자를 해 줍니다(5) Counting .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전원 스위치를 해주고 확대경을 정리해 줍니다(5) ‘OFF' .
확대경 파손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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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관리 및 보관7.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1) 전원 콘센트를 제거하여 전원을 차단해 줍니다- .마른수건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줍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비닐이나 천으로 덮어 줍니다- .기기 내부 청소(2) 전원 콘센트를 제거하여 전원을 차단해 줍니다- .중성세제나 알코올 류 같은 용매제로 살짝 묻혀서 오염된 곳만 닦아 줍니다- .다시 한 번 마른 천으로 내부를 닦아 줍니다- .기기 외부 청소(3) 먼지를 이물질을 마른 천으로 제거해 줍니다- .중성세제나 증류수를 적신 천이나 헝겊으로 부드럽게 닦아 세척해 줍니다- .유기용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마른 천으로 내부를 닦아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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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CAUTION ( )기기 청소 시 산 용액이나 날카로운 것 휘발성 강한 용액 비눗물등 을 사용 을 금합니다(1) , , , .사람 피부를 손상시키는 유독성 화학물질 가스 발생 시에는 안전용 보호장갑 과(2) ,등 보호 장비를 꼭 갖추고 안전하게 내부를 닦아줍니다M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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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의 원인 및8. A/S

고장의 원인 및 해결방법(1) 증 상 해 결 방 법전원스위치를 켜도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원플러그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정전이 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전력량이 충분한지 확인해 줍니다- .전원은 들어오는데 형광등이켜지지 않는다면 형광등이 수명을 다한 겁니다-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을 찍으면Marking Pen소리는 나는데 이Counting안된다면 - 조절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Counting전원을 차단시키고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을 찍어도Marking Pen소리가 안나고 도Counting안된다면 - 센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Marking Pen .전원을 차단시키고 본사로 연락 바랍니다.
위의 사항 대로 조치하여도 같은 증상이 발생할 시엔 로 연락 바랍니다Chang shin A/S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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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CAUTION ( )기기 보수 및 점검 시 에는 를 로 해주고 전원 플러그를 빼주십시오Main Switch off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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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2) A/S정상적인 사용 시 발생하는 기기의 고장 및 오류는 구입한 시점으로 년간 무상 수리를1) 1원칙으로 합니다.2) 의뢰시 구입처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다음사항을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A/S .고장 부분의 상태- 구입 시기 및 구입처- 그동안 수리했던 내역-
다음과 같은 경우 보증 기간 이여도 유상 수리 합니다3) A/S .사용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고장- 메뉴얼을 숙지 못해 취급 부주의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운반이나 이동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

제품 사용 중 의문사항은*영업부 02) 2275-6858☎생산부 031) 541-2165☎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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