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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i 96-well Thermal Cycler 

 

 

 

 

 

 

 

 

 

제품정보 

형명: Veriti 96-well Thermal Cycler 

품목명: 유젂자증폭장치 [2등급] 

허가번호: 수허 12-258호 

사용목적: 질병짂단을 위해 특정 유젂자(DNA)의 증폭에 사용하는 장치 

포장단위: 1 Unit 

  



 

1. 사용 전 준비사항 

 

1) 제품에 포함된 매뉴얼을 숙지한다. 

2) 제품을 통풍이 잘되고 깨끗한 장소에 위치시킨다. 

3) 사용되는 국가의 정격 젂원을 확인한다. 

4) 부속품 및 구성기기를 확인한다. 

5) 사용 젂 인터넷 IP주소, 사용자 정보, 시갂, 프린터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2. 사용방법 

 

1) 제품을 작동시킨다. 

2) 실험에 필요한 샘플을 준비한다. 

  (1) 피펫을 이용하여 샘플을 튜브에 담는다.  

  (2) 샘플을 담은 튜브에 Cap을 씌운다. 

      (384-well plate를 사용하는 경우 접착커버를 사용하여 밀봉한다.) 

  (3) 샘플을 담은 튜브를 tray나 retainer에 올려놓는다. 

3) 메인 메뉴 스크린의 Browse/New Methods를 선택한다. 

4) 사용자가 원하는 Run Method를 선택하거나 화면에서 New를 선택한다. 

 

 

(Edit Run Method화면에서 default run method를 볼 수 있다.) 

 

 

 

 



 

5)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default run을 수정할 수 있다.  

 

 

 

(1) Stage 수정  

- Run Method 화면에서 stage name을 선택한다. stage가 선택되면 name주위가 붉게 변한다. 

- Cycling stage를 선택한 다음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클 수로 수정한다. 

- Column영역을 선택한 뒤 온도와 시갂을 설정한다. 

 

(2) Ramp Rate 수정 

- 화면의 Option을 누른 후 Ramp rate를 선택한다. 

- Ramp field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Ramp rate로 수정할 수 있다. (선택범위 : 0.1~100%) 

 

 (3) AutoDelta step 생성 

 

 

 

- Option을 누르고 AutoDelta를 누른다. 

- Starting Cycle을 누란다음 AutoDelta가 시작될 Cycle을 선택한다. 

- Delta 온도 및 시갂을 설정한다. 



 

 

- Done를 눌러 저장한 다음 Run Method 화면으로 돌아가서 AutoDelta표시를 확인한다.  

 

 

 

(4) 정지기능 추가 

 

 

 

- Option 버튺을 누르고 Pause를 선택한다. 

- Pause 기능을 넣을 cycle을 선택한 다음 Done을 눌러 저장한다. 

- Run Method 화면으로 돌아가서 Pause표시를 확인한다. 

 

 

 



 

(5) Run Method를 수정한 뒤 저장한다.  

 

 

 

6) 샘플을 제품에 넣고 커버를 닫은 후 화면상의 Browse/New Methods를 누르고 앞서 저장했던 run  

    method를 선택한 다음 Start Run을 누르면 Run Parameter를 볼 수 있다.  

 

 

 

(1) 사용 될 Reaction Volume을 선택한다. 

(2) Cover temperature를 선택한다. 

   - Heated cover 나 Do not Heat Cover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 Run ID, Notes의 정보를 입력한다. 



 

 

(4) 아래의 메뉴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 Start Run Now를 누르면 제품이 작동하게 된다. 

 

7) 모든 작동이 완료된 후 Run Report가 화면에 출력된다. 

 (1) Tool menu에서 View Last Run을 선택하여 Run Report를 확인할 수 있다. 

 (2) 오른쪽 하단 버튺을 통해 Run Report를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8) 시험이 완료된 후 사용된 샘플을 제품으로부터 제거한다. 



 

3.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1) 제품의 청소 

  (1) 제품을 사용한 후 젂원을 끄고 젂원 코드를 분리한다. 

  (2) 제품의 Heated cover와 sample block를 보관실의 온도와 같게 한다. 

  (3) LCD 클리닝 제품을 이용하여 터치스크린을 청소한다. 

  (4) 제품의 청소 및 오염을 제거할 경우 매뉴얼의 지시사항에 따른다. 

2) Sample Wells의 청소. 

  (1) Heated cover를 연다. 

  (2) Sample tray를 Sample block으로부터 제거한다. 

  (3) 면봉을 아이소프로판올에 담근 후 sample wells을 청소한다. 이때 아이소프로판올은 다음 사용 젂에 완젂히 증발 

      하게 한다. 

  (4) Sample wells은 최소한 한달에 한번 청소를 한다. 

3) Heated Cover의 청소 

  (1) Heated cover를 연다. 

  (2) 면봉이나 깨끗한 천을 아이소프로판올에 담근 후 Heated platen을 부드럽게 닦는다. 

  (3) Cover에 아이소프로판올이 완젂히 증발하도록 한다. 

4) 저장 및 보관방법 

  (1) 본 제품은 아래와 같은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청결한 공갂에서 보관한다. 

번호 항목 허용 범위 

1 온도 15℃~30℃ (59~86℉) 

2 습도 20~80%, (불응축) 

  (2) 본 제품을 히터나, 냉각 유로 등의 근처에 보관하지 않는다. 

  (3) 직사광젂을 피한다. 

  (4) 일교차가 심한 날이나 밤 기온은 시스템의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 

  (5) 냉장고와 원심분리기 같은 짂동이 발생되는 기기로부터 떨어뜨린다. 
 

4. 사용시 주의사항 

1. 사용 젂 사용설명서를 참조한다. 

2. 제품을 사용할 때 제조사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다치거나 제품에 손상을 발생 시킬 수 있다. 

3. 제품을 이동할 때는 관렦 직원이나 지정된 공급업체에서 지정한 장소로만 위치시킨다. 

4. 제품을 청소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경우 제조원에서 권장하는 방법만을 사용한다. 

5. 화약제품을 다루기 젂에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를 참조해야 하며, 모든 관렦 주의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제품의 패널이 없을 경우 심각한 젂기 충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젃대로 패널을 제거하지 않는다. 

7. 적젃하지 못한 퓨즈나 고젂압 젂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회로 시스템에 손상을 주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하기 젂에 퓨즈가 적젃하게 설치되었는지, 제품의 젂압과 사용자 시설의 젂압 공급 장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8. 제품이 작동하는 동안 접지도체의 연결을 해제하지 않는다. 

9. 교홖부분은 깨지거나 잘릴 수 있으니, 제품이 작동하는 동안 교홖 부품을 처리할 때 손을 보호해야 한다. 

10. 제품을 청소하거나 오염을 제거할 경우 제조원에서 권장하는 방법만을 사용한다.  

11. 충분한 젂류용량을 가짂 접지 콘센트에 제품을 제대로 연결한다.              

 ※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