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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이 사용 설명서는 CulturePro 인큐베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오류 없는 인큐베이터 작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장에 설명된 

계획을 주의하여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교육을 마친 직원이 이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사용자는 현지 자격 표준에 따라 장치 조작 자격 및 장치 사용 관련 절차 수행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제품은 UL 60601-1 1호, IEC 60601-1:2012 및 61010-2-081 표준, I 등급, 타입 B 동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연속 작동에 적합합니다. 

 

• CulturePro 인큐베이터 및 관련 부속품은 규정(EU) 2017/745 IIa 등급 의료기 요건을 

준수합니다. 

• ANSI/AAMI ES 60601-1:2005 + A1 + A2 를 준수합니다. 

• IEC 61010-2-081:2001 + A1:2003 을 준수합니다. 

• CAN/CSA - C22.2 No. 60601-1:R2013 부록에 따라 인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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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고, 제한 및 제한적 보증 

사용자는 인큐베이터를 조작하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안전 지침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용 제한 

•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로부터 사용 교육을 마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서는 Vitrolife 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무균 일회용 배양 접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양 접시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양 접시는 반드시 무균 덮개로 덮은 후에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합니다. 

 

•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습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큐베이터 내부나 

근처에서는 이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배지, 오일 및 세척제 이외의 액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큐베이터 뒷면의 통풍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덮지 마십시오. 인큐베이터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조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 조작자 또는 유지보수 

담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Vitrolife 에 연락하여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인큐베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각한 사고는 사용자가 소속된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모두 보고되어야 합니다. 

 

• CulturePro 인큐베이터 사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인큐베이터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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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는 안전 정지 장치가 있는 움직이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센서를 가리지 마십시오. 안전 센서가 가려져 있는 경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인큐베이터에 손가락이나 손을 넣는 행위는 위험하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인큐베이터는 감전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접지가 있는 주 전원 공급 장치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 정격이 부적절한 분리형 주 전원 메인 퓨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 정격은 

10장을 확인하십시오. 

 

• 인큐베이터는 조작자가 인큐베이터 뒷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 휴대용 및 모바일 RF 통신 장비는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Vitrolife 가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면 인큐베이터의 위험 방지 보호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공기, 산소 또는 아산화질소와 함께 인화성 마취제 혼합물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2주마다 온도, CO2 및 O2* 레벨에 대한 품질 관리 검사를 수행하여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성능을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클리닉에서 감소된 O2 농도로 배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초기 시동 과정 및 인큐베이터 종료 후에는 항상 이 사용 설명서에 따라 보정된 외부 검증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 및 온도 레벨을 검증해야 합니다.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된 값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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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점검 

• CulturePro 인큐베이터 설치 및 점검은 Vitrolife가 인증한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항상 설치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의 

감독 없이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연결 해제하거나 옮기는 경우 해당 인큐베이터는 더 

이상 임상용으로 승인된 상태가 아니며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CulturePro 인큐베이터 또는 그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가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세척하고 소독할 때는 항상 이 사용 설명서의 5장에 명시되어 

있는 지정된 화학물을 사용하십시오.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운송 및 위치 변경  

• CulturePro 인큐베이터가 아직 운송 상자에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 또는 팔레트 리프터를 

사용하여 옮겨야 합니다.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가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송 

상자를 열지 마십시오. 

 

•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포장을 풀면 인큐베이터는 반드시 Vitrolife가 인증한 전문가의 

감독하에 이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두 사람이 인큐베이터를 지탱하며 옮겨야 

합니다 (2.2.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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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비에 연결 

(EN 60601-1 의료용 전기 장비 - 1 부) 

• 신호 입출력 또는 기타 커넥터에 연결할 외부 장비는 관련 IEC 표준(예:EN 60601-1:2006 

– 의료용 전기 장비에 대한 1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합을 통해 구성된 

시스템도 반드시 EN 60601-1:2015 – 2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을 위한 일반 요건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N 60601-1:2006 – 1부를 준수하지 않는 장비는 환자의 외부 

환경, 즉 환자 또는 환자의 보조 기기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 신호 입출력 또는 기타 커넥터에 외부 기기를 연결할 경우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한 

것이므로, 이 시스템 역시 EN 60601-1:2006 – 1부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없다면 자격을 갖춘 의료 장비 기술자 또는 현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전자파 적합성 

•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IEC 60601-1-2 4.0 호의 의료기기용 전자파 적합성 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일반적인 의료 장비 환경에서 

유해한 간섭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보호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IEC 60601-1-2 4.0 호의 준수는 CulturePro 인큐베이터가 근처 기기와 최소 거리에 

배치되는 경우 적합성을 보장합니다. 인큐베이터를 다른 기기 가까이에 배치하는 경우 

이러한 배치가 모든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며 이를 방출합니다.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다른 기기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환경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큐베이터를 껐다가 켜는 방법으로 이 기기가 다른 인큐베이터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a) 간섭을 받는 기기의 방향이나 위치를 바꿉니다. 

b) 기기 사이의 간격을 넓힙니다. 

c) 간섭을 받는 인큐베이터와 회로가 다른 콘센트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제조업체, 관련 담당자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여 지원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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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시스템 제조업체에서 내부 구성요소의 교체 부품으로 판매하는 변환기 및 케이블을 

제외하고 지정되지 않은 부속품, 변환기 및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장비 또는 시스템의 

방출이 증가하거나 내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다른 장비와 인접하거나 다른 장비에 겹쳐진 상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접한 거리에서 또는 겹쳐진 상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구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를 관찰해야 합니다. 

 

기밀성 

• 이 설명서에 수록된 모든 식별 번호, 이름, 치료 데이터는 가상의 정보입니다. 

 

제한적 보증 

• Vitrolife 는 CulturePro 인큐베이터가 최초 설치일로부터 1년간 자재 및 기술상의 결함 

없이 작동함을 보증합니다. 

 

이 제한적 보증은 Vitrolife 에서 인증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인큐베이터를 설치, 점검, 

수리, 재배치하는 경우 즉시 종료됩니다. 

 

이 제한적 보증은 다음 원인으로 인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이 사용 설명서에 따른 정기 유지보수 불이행 

b) 인큐베이터의 잘못된 사용, 남용, 오용 또는 사고 

c) 이 사용 설명서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 및 조작 

d) 정상적인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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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권장 사항 

• 사용자는 장치가 의도한 사용자 환경에서 설계에 따라 작동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 직원이 사이버 보안 인식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마쳤는지 확인 

o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장비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 

 

• 사용자는 사이버 보안 취약성 사고 또는 의심되는 보안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지체없이 

이를 Vitrolife A/S에 알려야 합니다. 

 

1.2 사용 목적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의도된 용도는 생식세포 및/또는 배아를 배양하기 위하여 (CO2와 

선택적으로 O2)온도 및 가스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3 의도된 사용자 

Vitrolife A/S 가 인증한 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마친 IVF 클리닉의 발생학자, 기타 실험실 직원 및 

클리닉 직원. 

 

1.4 임상적 유용성 

최적의 배아 발달을 지원. 

 

1.5 권장되는 해결 방법 

소프트웨어의 알려진 오작동, 제한 사항 및 권장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trolife 에서 

제공하는 이 주제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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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개요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작동 중 배양 환경을 기록하는 특수 가스(tri-gas)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는 두 가지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 독립형 구성: 부속품 시스템에 연결할 수 없음 

• 표준형 구성: ES server 연결 가능, EmbryoViewer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타 Vitrolife 

시스템과 통신 가능, 클리닉에서 사용 가능한 EmbryoScope+, EmbryoScope Flex 또는 

EmbryoScope 8 인큐베이터와 데이터 공유 가능 

 

 

 

 

 

 

 

 

  

정비용 덮개: 

리셋 버튼, VOC HEPA 

필터, LED 표시등 및 

액세스할 USB 커넥터에 

접근 가능. 예: 시스템 

로그 데이터 

인큐베이터 뒷면: 

주 전원 스위치, 주 전원 유입구, 가스 주입구, 외부 경보 연결, 

이더넷 연결, USB 연결 및 외부 로그 시스템 연결 

인큐베이터 화면 

가스 샘플 포트 

커버  

장착 도어 
긴급 잠금 

해제 버튼 

장착 도어 

열기 버튼 

P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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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ulturePro 인큐베이터 기능의 개요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는 인큐베이터 환경을 제어하는 가스 및 온도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파란색 구성요소는 인큐베이터의 가스 및 온도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배양실 내부에서 가스 농도를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스는 

배양실로 유입되기 전에 VOC HEPA 필터를 통해 순환됩니다. 배양실 내부의 온도 조건 역시 동일한 

시스템이 제어합니다. 

배양된 배아는 배양실 내부의 배양 접시에 위치합니다. 배양실의 배양 접시 홀더는 디스크 

모양으로, 여기에는 최대 15 개의 배양 접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VOC HEPA 필터 

가스 유입부 

배양실 

장착 도어 



CulturePro 인큐베이터 
 

 

- 15 - 

배양 접시는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배양 접시 홀더에 위치합니다. 배양 접시 홀더는 온도 

조절기로 제어되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홀더는 배양 접시에 직접 열을 전달하고 도어가 열리는 

동안 자동으로 배양 접시를 장착 위치로 옮깁니다. 

장착 도어의 개방은 배양실 내부의 배양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양 접시 사이의 고정 

파티션과 결합된 장착 위치에서 배양 접시를 둘러싸는 이동식 프레임은 외부 대기 조건으로부터 

인큐베이터 내부의 접시를 보호합니다. 

 

 

 

 

 

2.1.1 바코드 레이블링 시스템 

조작자는 바코드 레이블을 사용하기 위해 레이블을 인쇄하여 배양 접시의 지정된 영역에 부착해야 

합니다(배양 접시의 사용 설명서 참조). 

새 배양 접시가 삽입되면 바코드의 포함된 정보가 PC 화면의 Identification(식별) 영역에 

표시됩니다. 

 

 

탈착식 프레임 배양 접시 간 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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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구성의 인큐베이터에서는 EmbryoViewer 소프트웨어에서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구성에서는 Create Patient and Print Barcode(환자 생성 및 바코드 인쇄) 화면에서 

바코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이동하려면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누릅니다. 

 

 

 

  
독립형 구성: 바코드 인쇄 독립형 구성: Create Patient 

and Print Barcode(환자 생성 

및 바코드 인쇄)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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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치 및 필요 조건 

인큐베이터는 설치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Vitrolife 에서 인증하지 않은 사람은 

기기를 옮기거나 분리할 수 없습니다(인큐베이터 이동 방법에 대한 정보는 2.2.1 단원 참조). 

설치 요구사항: 

• 온도가 20°C~28°C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청정실.  

• 튼튼한 테이블. 장치의 설치 공간은 약 0.6m x 0.6m 입니다. 필요한 실험실의 앉을 공간은 설치 

공간의 크기와 같으며,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치의 각 면에서 최소 22.5cm를 

추가해야 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와 동일한 앉을 공간에 배치된 다른 장치 사이에도 

최소 22.5cm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 접지 극과 함께 제공되고 현지 요건을 충족하는 부착형 플러그. 

• 압력 조절 장치가 있고 주위 압력보다 0.6bar~1bar 높은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CO2 를 공급할 수 

있는 CO2 가스 공급원 

• 압력 조절 장치가 있고 주위 압력보다 0.6bar~1bar 높은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N2를 공급할 수 

있는 N2 가스 공급원(클리닉에서 감소된 O2 농도로 배양하려는 경우에만 적용). 

• 의료용 전기 장비는 EMC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제공된 EMC 정보에 따라 

설치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참고 

• 배양실에는 냉각 시설이 없습니다. 배양 온도는 항상 주변 온도보다 높습니다. 온도가 

지정된 한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배양실 내부 온도는 설정값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필수는 아니지만 인큐베이터를 접지 커넥터가 있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UPS)에 

연결하여 정전 시에도 안정적인 작동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 연결되는 모든 UPS는 다음 지침과 표준 조합을 준수해야 합니다. 

 

o 저전압 지침 2014/35/EU 

o 전자파 적합성 지침 2014/30/EU 

o EN 62040-1:2009 무정전 전원 시스템(UPS) – 1부: UPS에 대한 일반 및 안전 요건 

o EN 62040-2:2006 무정전 전원 시스템(UPS) – 2부: 전자파 적합성(EMC) 요건 

 

인큐베이터 설치 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Planned service and maintenance(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설명서(영어로만 제공)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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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운송 및 위치 변경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인큐베이터 양쪽에 위치한 두 사람이 옮겨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한 손은 인큐베이터 측면 아래에 두고 다른 손은 인큐베이터 전면을 지탱해야 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운송 및 위치 변경 

• CulturePro 인큐베이터가 아직 운송 상자에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 또는 팔레트 리프터를 

사용하여 옮겨야 합니다.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가 자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송 

상자를 열지 마십시오. 

 

•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포장을 풀면 인큐베이터는 반드시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의 

감독하에 이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두 사람이 인큐베이터를 지탱하며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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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ulturePro 인큐베이터 시작하기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시작하려면(예: 정비 또는 청소 후) 인큐베이터 뒷면에 있는 초록색 주 

전원 스위치를 눌러 인큐베이터를 켭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터와 통합 PC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인큐베이터를 완전히 끈 후나 처음 설치하는 중에는 인큐베이터 전체에 걸쳐 온도 평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최소 3시간 전에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켜야 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전원 커넥터를 통해 접지되었고 가스 연결부가 새지 않으며 연결된 가스 실린더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결된 CO2 및 N2 가스 튜브의 압력을 주변 압력보다 0.6bar~1bar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낮추려면 

가스 조절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2.4 CulturePro 인큐베이터 종료 및 모든 배양 접시 꺼내기 

참고 

• 긴급 상황 시 9장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십시오.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종료하고 모든 배양 접시를 꺼내려면(예: 정비 또는 청소 시) 아래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십시오. 

 

1. PC 홈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Shutdown(종료)을 선택합니다. 

 

2. Remove all culture dishes and shut down(모든 배양 접시를 꺼내고 종료)을 선택하고 

OK(확인)를 누릅니다. 첫 번째 배양 접시가 잠금 해제된 장착 도어로 이동합니다. 

 

3. 장착 도어를 열고 사용 가능한 배양 접시를 꺼냅니다. 

 

4. 장착 도어를 닫고 배양 접시를 꺼냈는지 확인합니다. 

 

5. 인큐베이터에서 배양 접시를 모두 꺼낼 때까지 계속합니다. 

 

6. Shut down computer(컴퓨터 종료)를 선택합니다. 

 

7. 인큐베이터를 완전히 끄려면 뒷면에 있는 주전원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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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합 PC 다시 시작하기 

복구 불가능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OK(확인)를 누르면 통합 

PC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PC를 직접 다시 시작하는 방법: 

1. 인큐베이터 상단에서 덮개를 엽니다. 

 

2. 연필이나 볼펜과 같이 끝이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정비용 덮개 아래에 있는 작은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PC가 꺼집니다. 

 

3. 작은 빨간색 버튼을 다시 눌러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PC 리셋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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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 시스템에 연결하기 

CulturePro 인큐베이터 뒷면에는 여러 커넥터와 소켓이 있습니다.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만 이를 

사용하여 설치 중 관련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작자는 감독 없이 인큐베이터에 튜브/배선을 

사용하거나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주 전원 스위치 

주 전원 유입구 CO2 주입구 이더넷 연결 

N2 주입구 

외부 경보 연결 

제품 정보 레이블 

USB 연결 

배양 데이터 수집을 

위한 외부 시스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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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클리닉에서 월간 배양 보고서를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USB 포트(13.2.2 장 참조)가 

인큐베이터 상단의 정비용 덮개 아래에 있습니다. 

 

 

 

 

  

USB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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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스 

CO2 및 N2 공급 장치는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가 레이블이 지정된 적절한 주입구를 통해 

부착하고 고정해야 합니다. 

가스 연결 장치 호스에는 CO2 호스가 N2 주입구에 연결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을 방지하는 퀵 

커플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커플링에는 CulturePro 인큐베이터 뒷면에 있는 주입구에서 커플링을 

제거할 때 활성화되는 자동 차단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참고 

• 두 개의 내부 HEPA 필터 카트리지는 CulturePro 인큐베이터 내부에 있는 민감한 밸브와 

조절 장치를 기류의 입자로부터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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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S server (표준형 구성 전용)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표준형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ES server 에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은 

이더넷 케이블로 설정되며,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특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인큐베이터는 인터넷 게이트웨이/ISP에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버 연결이 해제되는 경우 설정 아이콘( )을 눌러 Settings(설정) 화면을 엽니다. 그런 다음 

Server Connection(서버 연결) 아래에 있는 빨간색 프레임을 누릅니다. 

 

 
 

서버 연결이 다시 설정되면 빨간색 프레임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 
 

 

- 25 - 

3.3  외부 경보 출력 

CulturePro 인큐베이터와 클리닉의 내부 경보 시스템을 연결할 때는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가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내부 경보 시스템 조작 자격이 있는 직원과 함께 철저하게 연결 테스트를 

수행하여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모든 경보 신호가 클리닉의 경보 시스템에 올바르게 등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경보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10 장을 참조하십시오. 

 

3.4 인큐베이터 데이터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인큐베이터의 작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외부 로그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등록한 배양 조건은 외부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3.5 바코드 프린터용 USB 연결(독립형 구성 전용) 

CulturePro 인큐베이터가 독립형 구성인 경우(예: 서버나 EmbryoViewer 소프트웨어가 없음) 

인큐베이터를 바코드 레이블 프린터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은 USB 케이블을 인큐베이터에 

꽂아서 설정됩니다. 이 작업에는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는 특수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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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ulturePro 인큐베이터 조작하기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두 개의 화면을 통해 제어됩니다. 

 

• 조작자가 배양 조건(예: 온도, CO2 및 O2 농도)을 제어하는 작은 인큐베이터 화면 

• 조작자가 배양 접시를 추가하거나 꺼내고, 새로운 환자를 생성하며 바코드 인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PC 화면 

 
 

 

 

4.1 인큐베이터 화면 

작은 인큐베이터 화면은 인큐베이터 내부의 배양 조건을 제어합니다. 인큐베이터 화면의 용도: 

 

• 다양한 배양 조건 검사: 현재 온도, CO2 농도 및 O2 농도 

• 개별 배양 조건의 설정값 변경 (4.1.4.1 장 및 4.1.5.1 장 참조) 

• 개별 배양 조건 검증 및 CulturePro 인큐베이터 보정 (4.1.4.2 장 및 4.1.5.3장 참조) 

• O2 조절 켜기 또는 끄기 (4.1.6.1 장 참조) 

•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 발생한 청각 경고 경보 일시 정지 (8장 참조) 

 

PC 화면 

인큐베이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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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인큐베이터 화면 탐색하기 

인큐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면 홈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에는 현재 배양 조건(예: 배아 

온도, CO2 농도 및 O2 농도)이 표시됩니다. 

 

홈 화면 

 

 
 

 

참고 

• 인큐베이터는 항상 홈 화면이 열린 상태로 두십시오. 

 

파란색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버튼(예: 홈 화면의 온도 버튼)을 눌러 인큐베이터 화면을 탐색합니다. 

 

+ 및 - 버튼을 사용하면 배양 조건의 설정값을 수정하거나 내부 센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모든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버튼은 설정값 변경 모드 및 보정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4.1.2 장 및 4.1.3 장 참조). 

닫기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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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 버튼을 사용하면 설정값을 0.1 단위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홈 화면   설정값 상세정보  설정값 변경 모드 

     
 

 

 

 

홈 화면과 검증 및 보정 모드 간 변경하려면 도구 버튼을 누릅니다. 

 

홈 화면   검증 및 보정 

 

   
 

 

 

 

도구 버튼 

배양 조건 중 하나를 

눌러 상세정보 보기 

현재 설정값을 눌러 

변경하기 

+ 및 - 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변경하고 ✓을 

눌러 변경 사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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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모드에서는 각 배양 조건의 상세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를 표시하려면 CO2 and 

O2(CO2 및 O2), Temp. Sensor A(온도 센서 A) 또는 Temp. Sensor B(온도 센서 B) 버튼을 

누릅니다. 보정 모드는 검증 상세정보 디스플레이에서 열 수 있습니다. 

 
 

검증 및 보정  검증 상세정보  보정 모드 

 

     

 

 

 

 

 

개별 배양 조건을 누르면 선택한 매개변수에 대한 상세정보가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각 

매개변수의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1.2 설정값 변경 모드 

배양 조건 중 하나의 현재 값을 누르면 매개변수에 대한 상세정보가 표시됩니다. 

 

 

 

예: 현재 CO2를 누르면 유량, 압력 및 

설정값에 대한 상세정보가 표시됨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상세정보 

표시하기 

파란색 프레임이 있는 

버튼을 눌러 현재 배양 

조건 보정하기 

보정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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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정값 상세정보 디스플레이가 열립니다. 

 

 

 

상세정보 표시를 열면 선택한 매개변수가 특정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대형 PC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음 예는 CO2 농도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초록색 점선은 현재 설정값을 나타냅니다. 이 점선은 여러 개의 초록색 그래프 뒤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래프는 주어진 기간 동안의 CO2 농도(초록색 그래프), 유량(파란색 그래프) 및 

압력(흰색 그래프)을 표시합니다. 기간의 기본값은 12 Hours(12시간)입니다. Live(실시간)를 눌러 

현재 CO2 농도(계속 업데이트됨)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보거나 2 Hours(2시간) 또는 3 Days(3일)를 

눌러 표시되는 기간을 변경합니다.  

CO2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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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디스플레이에서 파란색 프레임의 Set Point(설정값) 버튼을 누르면 설정값 변경 모드가 

열리고 여기에서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1.4.1 장 및 4.1.5.1 장을 참조하십시오. 

 

4.1.3 검증 및 보정 모드 

검증 및 보정 모드는 배양 조건을 검증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내부 센서를 보정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작은 인큐베이터 홈 화면에서 도구 버튼을 누르면 검증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도구 버튼을 눌러 검증 및 

보정 디스플레이 열기 

설정값 변경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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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and O2(Co2 및 O2), Temp. Sensor A(온도 센서 A) 또는 Temp. Sensor B(온도 센서 B)를 

누르면 검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 센서 B의 검증 예입니다. 

 

 

 

검증 모드가 열리면 선택한 매개변수의 그래프가 대형 PC 화면의 Live(실시간) 모드에서 

표시됩니다. 이 그래프는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온도가 안정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 모드. 눌러서 

보정 모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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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색 점선은 접시 홀더의 예상 온도를 표시하며 내부 센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이 점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위 예에서 목표 온도는 37.3°C이고 설정값은 37.0°C입니다. 접시 홀더의 온도(현재 

온도가 측정되는 위치)와 배아 온도 사이에 0.3°C의 온도차가 있으므로 보정 목표 온도는 37.3°C이 

됩니다. 여기에서 배아 온도는 설정값(37.0°C)에 해당합니다. 

다른 초록색 선은 내부 고정밀 온도계로 측정한 현재 온도를 표시합니다. 

인큐베이터를 검증할 때는 접시 홀더에 온도 프로브를 삽입합니다. 

 

 

 

온도 프로브를 삽입하면 작은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된 온도와 프로브로 측정한 온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온도 프로브에서 측정한 온도 판독값이 작은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된 현재 내부 판독값과 다른 

경우에는 온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Temp. Sensor B(온도 센서 B)를 

눌러서 보정을 시작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 
 

 

- 34 - 

참고 

• 온도 프로브를 삽입하고 나서 장착 도어를 닫을 때는 장착 도어 잠금 장치가 프로브에서 

바로 닫히지 않도록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잡으십시오. 

 

• 온도 프로브는 보정/검증 후에 조심스럽게 꺼내야 합니다. 

 

내부 센서 보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1.4.2 장 및 4.1.5.3 장을 참조하십시오. 

 

4.1.4 인큐베이터 온도 제어하기 

4.1.4.1 온도 설정값 변경하기 

1. 현재 온도를 눌러 설정값 상세정보를 표시합니다. 

 

 
 

2. 파란색 프레임의 Set Point(설정값)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값 변경 모드가 열립니다. 

 

3. +를 눌러 온도를 0.1°C 단위로 높이거나 -를 눌러 온도를 0.1° 단위로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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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최고 온도 설정값은 39.0°C입니다. 

• 최저 온도 설정값은 36.0°C입니다. 

 

4.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새 설정을 절용합니다. 

5. 닫기  버튼을 눌러 인큐베이터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1.4.2 온도 보정하기 

완전히 평형화된 상태에서 온도를 보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3시간 전에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켜야 합니다. 실내 온도는 평상시 실험실 온도와 같아야 합니다. 

외부 고정밀 온도계의 온도 판독값이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된 현재 내부 판독값과 다른 경우에는 

온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경고 

• 클리닉은 최소 2주마다 예정된 검증 확인을 수행하여 온도를 검증해야 합니다. 

 

이 예는 온도 센서 B의 보정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1. 검증 모드에서 파란색 프레임의 Temp. Sensor B(온도 센서 B)를 눌러 보정 모드에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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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정 모드가 열립니다. 

 

 

PC 화면은 현재 시점의 온도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그래프는 Live(실시간) 모드에서 

표시됩니다. 이 모드에서 온도 그래프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2. 표시되는 값이 외부 온도 프로브의 판독값과 일치할 때 까지 작은 인큐베이터 화면에서 +를 

눌러 센서 B의 온도를 0.1°C 단위로 높이거나 -를 눌러 온도를 0.1°C 단위로 낮춥니다. 

예를 들어 외부 온도 프로브의 온도 판독값이 37.4°C이고 내부 센서의 현재 판독값이 

37.2°C인 경우 표시된 온도는 외부 온도 프로브의 Measured Temp. Sensor B(측정된 온도 

센서 B)를 반영하기 위해 +0.2°C 증가해야 합니다. 

 

3.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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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변경 사항을 무시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인큐베이터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확인 버튼을 먼저 누르지 말고 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표시되는 메시지에서 

No(아니요)를 선택합니다. 

 

• 예상 보정 범위를 초과하여(예: 0.2°C 이상) 온도를 교정하면 인큐베이터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눌러 넓은 폭의 보정을 수행하거나 No(아니요)를 눌러 변경 사항을 무시하고 새 

보정을 시작합니다. 

 

4. 3분 후 PC 화면의 그래프에 안정적인 온도 조절이 표시되면 온도 프로브를 사용하여 온도를 

검증합니다. 
 

a) 이제 외부 온도 판독값과 내부 판독값이 동일해지면 을 눌러 검증 모드를 

종료합니다. 온도 프로브를 꺼내고 다시 한 번 제대로 꺼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인큐베이터 홈 화면으로 돌아가십시오. 

 

b) 온도 프로브에서 측정한 온도 판독값과 작은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된 현재 내부 

판독값이 계속 일치하지 않으면 1~3 단계에 따라 보정 절차를 반복합니다. 

 

경고 

• 보정 후에는 반드시 인큐베이터 온도를 검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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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CO2/O2 농도 제어하기 

4.1.5.1 CO2/O2 설정값 변경하기 

1. 현재 CO2/O2 농도를 눌러 설정값 상세정보를 엽니다. 

 

  
 

2. 파란색 프레임의 Set Point(설정값) 버튼을 누릅니다. 

 

3. +를 눌러 가스 농도를 0.1% 단위로 높이거나 -를 눌러 가스 농도를 0.1% 단위로 낮춥니다. 

 

 
 

다음은 최소 및 최대 설정값입니다(주변 산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최소 최대 

CO2 3.0% 12.0% 

O2 4.0% 8.0% 

 

4.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닫기  버튼을 눌러 인큐베이터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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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CO2/O2 농도 검증하기 

경고 

• 클리닉은 최소 2주마다 예정된 검증 확인을 수행하여 가스 농도를 검증해야 합니다. 

 

CO2/O2 농도를 검증하려면 적어도 3시간 전에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켜고 올바르게 가스를 

연결한 상태로 두어 완전한 평형화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는 평상시 실험실 온도와 

같아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스 분석기가 제조업체 사양에 맞게 보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스 농도를 검증하는 방법: 

1. CO2/O2 농도 측정용 가스 분석기의 스위치를 켭니다. 

2. 인큐베이터 홈 화면에서 도구  버튼을 누릅니다. 

3. Validate CO2 and O2(CO2 및 O2 검증)을 눌러 검증을 시작합니다. PC 화면에서 CO2/O2의 

그래프가 Live(실시간) 모드에서 표시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 
 

 

- 40 - 

4. 가스 샘플 포트에서 커버를 제거합니다. 

 

 

 

5. 가스 분석기의 튜브를 가스 샘플 배출구에 연결합니다. 밸브 기호는 인큐베이터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스 샘플 포트의 커버.  

가스 샘플 배출구에 접근 가능 

 

가스 샘플 배출구 가스 샘플 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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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밸브를 열고 샘플을 배출합니다. 스위치를 왼쪽으로 돌리면 밸브가 열립니다. 

 

 
 

 
 
 

 
 

 

 

화면은 현재 CO2/O2 판독값을 표시합니다. 

 

 

7.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된 현재 판독값과 외부 가스 분석기의 판독값을 비교합니다. 

 

닫힌 밸브 열린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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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스 농도를 보정하거나 인큐베이터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a) 외부 가스 분석기의 판독값과 화면에 표시된 현재 내부 판독값이 0.1% 이상 다른 

경우에는 가스 농도를 다시 보정해야 합니다. 가스 농도 보정 방법은 4.1.5.3 장을 

참조하십시오. 

b) 가스 농도를 보정하지 않아도 되면 를 누릅니다. 

 

4.1.5.3 CO2/O2 농도 보정하기 

완전히 평형화된 상태에서 가스 농도를 보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3시간 전에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켜야 합니다.  

외부 가스 분석기의 판독값이 화면에 표시된 현재 내부 판독값과 다른 경우 내부 가스 센서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1. CO2/O2 농도를 4.1.5.2장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검증합니다. 

 

2. 파란색 프레임의 Current CO2/Current O2(현재 CO2/현재 O2) 버튼을 눌러 보정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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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정 상세정보 디스플레이가 열립니다. 

 

 
 

PC 화면은 현재 시점의 CO2/O2 농도를 표시합니다. 그래프는 Live(실시간) 모드에서 

표시됩니다. 이 모드에서 그래프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3. 외부 가스 분석기의 값과 일치하도록 작은 인큐베이터 화면에서 +를 눌러 0.1% 단위로 가스 

농도를 높이거나 -를 눌러 0.1% 단위로 가스 농도를 낮춥니다. 

예를 들어, 외부 가스 분석기로 측정된 농도가 6.2%이고 내부 센서의 현재 판독값이 5.9%에 

불과한 경우 측정된 농도 6.2%를 반영하기 위해 표시된 농도를 + 0.3%로 조정해야 합니다. 

4.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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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변경 사항을 무시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인큐베이터 홈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확인 버튼을 먼저 누르지 말고 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표시되는 메시지에서 

No(아니요)를 선택합니다. 

 

• 예상 보정 범위를 초과하여(예: CO2는 0.3%, O2는 0.5%) 가스 농도를 교정하면 

인큐베이터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es(예)를 눌러 넓은 폭의 보정을 수행하거나 No(아니요)를 눌러 변경 사항을 무시하고 새 

보정을 시작합니다. 

 

5. 10분 후 PC 화면의 그래프에 안정적인 가스 조절이 표시되면 외부 가스 분석기를 사용하여 

농도를 검증합니다. 

 

a) 외부 판독값과 표시된 내부 판독값이 동일하거나 편차가 0.1% 미만일 경우 를 

눌러 검증 모드를 종료합니다. 인큐베이터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b) 외부 가스 분석기의 판독값과 작은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된 현재 내부 판독값이 

0.1% 이상 다른 경우에는 1~3 단계에 따라 보정 절차를 반복합니다. 

 

경고 

• 보정 후에는 반드시 가스 농도를 검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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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인큐베이터 O2 조절 기능 

4.1.6.1 O2 조절 기능 켜기/끄기 

1. 현재 O2를 눌러 농도 설정값 상세정보를 엽니다. 

 

 
 

2. 슬라이더를 ON(켬)으로 이동하여 O2 조절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또는 

슬라이더를 OFF(끔)로 이동하여 현재 O2 조절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3. 표시되는 메시지에서 Yes(예)를 눌러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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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C 화면 

4.2.1 PC 홈 화면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PC 홈 화면은 인큐베이터 내부에 배치된 모든 배양 접시의 개요를 

제공합니다(다음 스크린샷 참조). 각 환자는 하나 이상의 배양 접시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개요에서 두 

번 이상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화면에서 다음 아이콘을 누르면 언제든지 PC 홈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PC 홈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 인큐베이터에서 실행 중인 배양 접시의 개요 보기 

• 새 배양 접시 시작 (4.2.1.2 장 참조) 

• Settings(설정) 화면 액세스, 이 화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o ES server 연결 확인(구성에 해당되는 경우)  

o 언어 설정 변경  

o 인큐베이터의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o 화면 보호기 실행 또는 종료  

o 유지보수 옵션 액세스  

o PC 종료 

 
 

4.2.1.1 홈 화면의 색상 

홈 화면에 사용되는 색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색: 아직 완성되지 않은 평형 접시입니다. 

주황색: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서 배양 접시를 배양 중입니다. 

초록색: 평형 접시가 완료되어 사용할 준비가 되었거나 배양 접시에 이식을 위해 선택된 하나 

이상의 배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평형 접시 또는 배양 접시의 기한이 지났으므로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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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접시 실행 중  홈 버튼 

사용자가 정의한 최대 

시간보다 오랫동안 

평형화된 평형 접시 

빈 자리 수정 후 일수 

환자 ID 

Add Culture Dish(배양 접시 추가) 

버튼. 더 이상의 빈 자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음 

완성된 평형 접시 

기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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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에서 배양 접시 중 하나를 누르면 배양 접시 개요 화면이 열립니다. 

이 화면에는 환자 및 배양 접시에 대한 일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2.1.2  배양 접시 시작하기 

배양 접시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준비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관련 치료를 생성하고 EmbryoViewer(표준형 구성) 또는 Create Patient and Print 

Barcode(환자 생성 및 바코드 인쇄) 화면(독립형 구성)에서 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표준형 구성은 EmbryoViewer 의 Patient Details(환자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환자에 

대한 하나 이상의 바코드 레이블을 인쇄합니다. 독립형 구성은 Create Patient and Print 

Barcode(환자 생성 및 바코드 인쇄) 인큐베이터 화면에서 필요한 바코드 레이블을 

인쇄합니다. 이 화면에서 Print(인쇄)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은 하나의 레이블을 인쇄합니다. 

• 배양 접시의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배양 접시를 준비합니다. 

 

현재 배양 접시에 대한 일반 정보 수정 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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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양 접시를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 삽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코드를 읽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4.2.1.3 장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주황색의 잠금 표시등이 켜지면 배양실의 장착 도어가 잠긴 것입니다. 배양 접시 홀더를 

투입 위치로 이동하고 장착 도어를 열 수 있게 되면 잠금 표시등이 깜박이는 흰색 

표시등으로 바뀝니다. 

 

배양 접시 시작하기: 
 

1. PC 홈 화면에서 Add Culture Dish(배양 접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인큐베이터 앞면의 잠금 표시등이 주황색에서 깜박이는 흰색으로 바뀌면 잠금이 해제되어 

도어를 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장착 도어를 열고 홀더의 접근 가능한 위치에 배양 접시를 놓습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위치를 추적하므로 자동으로 배양 접시 홀더를 

다음의 빈 위치로 이동합니다. 배양 접시는 핸들과 바코드 레이블과 함께 조작자를 향하도록 

삽입해야 합니다. 

 

 

 

3. 장착 도어를 닫고 배양 접시를 삽입했는지 확인합니다. 

바코드 판독기는 바코드 레이블에서 환자 및 치료 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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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정 날짜 및 시간을 입력하고 Done(완료)를 누릅니다. 

 

 

 

참고 

• 접시 홀더에 배양 접시를 넣었다가 접시를 삽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홈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배양 접시를 꺼내십시오. 

 

참고 

• 바코드를 읽을 수 없는 경우 PC 화면의 지시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십시오. 발생할 수 있는 바코드 오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4.2.1.3 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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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바코드 오류 

배양 접시를 삽입하면 바코드 판독기는 자동으로 배양 접시의 바코드 감지를 시도합니다. 

바코드 판독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바코드가 손상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표는 바코드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를 나열하고 각 바코드 오류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번호 메시지 원인 해결 방법 

1 There is no barcode on the 

inserted culture dish. Enter 

patient and treatment 

information manually. 

(삽입된 배양 접시에 

바코드가 없습니다. 환자 및 

치료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십시오.) 

바코드 판독기가 삽입된 

배양 접시에서 바코드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 바코드를 인쇄하여 배양 

접시에 부착합니다. 그런 

다음 배양 접시를 다시 

삽입하십시오. 

• 바코드 없이 배양 접시를 

삽입하고 PC 화면의 

키보드에서 환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십시오. 

2 There was a problem 

reading the barcode. Enter 

patient and treatment 

information manually. 

(바코드를 읽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 및 치료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십시오.) 

바코드가 손상되었거나 

구겨졌거나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바코드가 주름 없이 

올바르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바코드에 사용하는 

프린터에 인쇄 호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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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메시지 원인 해결 방법 

3 표준형 구성: 

No connection to the ES 

server. Enter patient and 

treatment information 

manually. 

(ES server 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및 치료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십시오.) 

서버가 실행 중이 아니거나 

연결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S server 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인큐베이터에서 배양 

접시를 꺼냈다가 다시 

삽입하여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 배양 접시를 삽입하고 

PC 화면의 키보드에서 

환자 및 치료 정보를 

직접 입력하십시오. 

4 Not possible to use the 

barcode reader. 

The system will continue 

without barcodes. 

(바코드 판독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바코드 없이 계속 

됩니다.) 

현재 바코드 판독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바코드 없이 계속 

진행합니다. 

• 정비용 덮개 아래의 리셋 

버튼을 두 번 눌러 PC를 

다시 

시작합니다(2.5 장의 

절차를 따름). 

• PC 화면에서 

Shutdown(종료) 버튼을 

눌러 인큐베이터 전체를 

종료합니다 (2.4 장의 

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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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메시지 원인 해결 방법 

5 There is a duplicate 

barcode on the inserted 

culture dish. Print a new 

unique barcode for the 

treatment and place on the 

dish before inserting. 

(삽입된 배양 접시에 중복 

바코드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새로운 고유 바코드를 

인쇄하고 삽입하기 전 

접시에 놓기.) 

동일한 바코드가 있는 배양 

접시가 같은 인큐베이터 

또는 다른 인큐베이터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 EmbryoViewer 에서 

새로운 고유 바코드를 

인쇄하여 배양 접시에 

부착합니다. 그런 다음 

배양 접시를 다시 

삽입하십시오. 

6 There is a dish from an 

incompatible instrument. 

Culture in this dish cannot 

be resumed in an 

incompatible instrument. 

(호환되지 않는 기기의 

접시가 있습니다. 이 

접시에서의 배양은 호환되지 

않는 기기에서는 재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한 인큐베이터에서 

실행되던 배양 접시가 

호환되지 않는 인큐베이터에 

삽입되었습니다. 

• 배양 접시를 기존 

인큐베이터와 호환되는 

인큐베이터에 

삽입합니다. 배양 접시가 

배양 접시 홀더에 

올바르게 들어가면 

호환되는 

인큐베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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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단일 배양 접시 꺼내기 

영구적으로 또는 배지 변경 등으로 배양 접시를 제거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1. PC 홈 화면에서 제거할 배양 접시를 누릅니다. 

 

2.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양 접시 홀더를 장착 위치에 놓습니다. 

 

 
 
 

 

 

3. 인큐베이터가 준비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앞면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 장착 도어를 

엽니다. 

 

4. 사용할 수 있는 배양 접시를 꺼내고 장착 도어를 닫습니다. 

 

4.2.1.5 모든 배양 접시 꺼내기 

1. PC 홈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Shutdown(종료)을 선택합니다. 

 

2. Remove all culture dishes and shut down(모든 배양 접시를 꺼내고 종료)을 선택합니다. 

 

3. 배양 접시를 하나씩 꺼냅니다.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오른쪽으로 밀어 배양 접시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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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배양 접시에서 배양 재개(표준형 구성 전용) 

인큐베이터가 ES server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배양 접시에서 배양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배양은 동일한 인큐베이터 또는 다른 호환 가능한 인큐베이터에서 재개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인큐베이터에 배양 접시를 삽입하는 경우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OK(확인)를 눌러 

이 화면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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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ettings(설정) 화면 

Settings(설정) 화면에서는 사용 가능한 표시 언어를 선택하고 인큐베이터의 기기 번호 및 

소프트웨어 버전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를 실행하거나 종료하고 화면 보호기가 

활성화된 후의 유휴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옵션에 액세스하거나 시스템을 

종료하고 비상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9장 참조). 

표준형 구성에서는 이 화면에서 서버에 대한 연결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결을 다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ettings(설정) 화면을 열려면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서버 연결 (표준형 구성 

전용) – 연결이 해제된 

경우 이 프레임을 눌러 

연결 재설정 

시스템 종료 유지보수 기능 – 

인증된 점검 

기술자만 

사용하거나 Vitrolife 

지원 요청 시 사용 

기기 번호 및 

소프트웨어 버전 

화면 보호기 설정 

언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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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화면 보호기 실행 또는 종료하기 

Settings(설정) 화면에서는 화면 보호기를 실행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종료되어 

있으면 Screen Saver(화면 보호기) 아래에 OFF(꺼짐)가 표시됩니다. 화면 보호기를 실행하려면 

위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화살표를 사용하여 화면 보호기가 활성화된 후의 유휴 시간(예: 15분)을 설정합니다. 

 

 

 

화면 보호기를 종료하려면 설정이 OFF(꺼짐)로 변경될 때까지 아래쪽 화살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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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ulturePro 인큐베이터 청소 및 소독하기 

일상 유지보수에 정기 청소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 절차 및 소독 절차는 오일 

유출, 얼룩이나 기타 오염 증거가 육안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권장됩니다. 배지 또는 

오일이 유출되면 바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세척하고 소독하도록 하십시오. 

 

5.1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정기 청소 

경고 

• CulturePro 인큐베이터 내부에 배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청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청소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착용하고 적절한 취급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청소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1. PC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Shutdown(종료)을 누르고 실행 중인 

모든 배양 접시를 개별적으로 꺼냅니다. 

 

2. 화면에서 모든 배양 접시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뒷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인큐베이터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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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 장착 도어 잠금을 해제합니다. 

 

 
  

5. 흰색의 장착 도어 열기 버튼을 눌러 배양실의 장착 도어를 엽니다. 

 

6. 인큐베이터 내부에 남은 배양 접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접시가 하나 이상 남아 있으면 

9장의 비상 절차에 설명된 사항에 따라 접시를 꺼냅니다. 

 

7. 투입 위치 프레임을 제거합니다. 

 

 

8. 보풀이 없는 티슈를 적셔서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모든 내부 및 외부 표면을 닦습니다. 

인큐베이터와 배양 접시 홀더를 먼저 깨끗한 증류수로 세척하고 70% 에탄올 수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마지막으로 증류수로 다시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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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풀이 없는 티슈와 보풀이 없는 면봉을 모두 사용하여 배양 접시 홀더를 청소합니다. 

 

  
 

10. 모든 위치를 청소할 때까지 배양 접시 홀더를 다음 위치로 직접 회전하도록 합니다. 

 

 
 

11. 청소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모든 알코올 연기가 증발할 수 있도록 장착 도어를 열어 

둡니다(10분 이상). 

 

12. 보풀이 없는 티슈를 적셔서 투입 위치 프레임을 닦습니다. 

프레임을 먼저 깨끗한 증류수로 세척하고 70% 에탄올 수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마지막으로 

증류수로 다시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3. 투입 위치 프레임이 완전히 건조되었고 사용한 세척액의 흔적이 모두 증발했는지 

확인합니다. 투입 위치 프레임을 다시 삽입합니다. 

 

14. 보풀이 없는 티슈에 깨끗한 증류수를 적셔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표면을 닦습니다. 

 

15.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검사합니다. 인큐베이터가 깨끗하게 보이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면 7단계로 이동하여 정기 청소 절차를 다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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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소 후 뒷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켭니다. 배양 

접시를 다시 삽입하기 전에 최소 3시간 동안 내부에 배아가 없는 상태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그대로 둡니다. 

5.2 CulturePro 인큐베이터 소독하기 

경고 

• CulturePro 인큐베이터 내부에 배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소독하지 마십시오. 

 

참고 

• 소독제는 실험실 정책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제대로 청소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착용하고 적절한 취급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염 및/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소독하십시오. 

 

1. PC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Shutdown(종료)을 누르고 실행 중인 

모든 배양 접시를 개별적으로 꺼냅니다. 

 

2. 화면에서 모든 배양 접시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뒷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인큐베이터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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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 장착 도어 잠금을 해제합니다. 

 

 
 

5. 흰색의 장착 도어 열기 버튼을 눌러 배양실의 장착 도어를 엽니다. 

 

6. 투입 위치 프레임을 제거합니다. 

 

 
 

7. 모든 내부 표면을 청소합니다. 보풀이 없는 티슈에 깨끗한 증류수를 적셔 모든 내부 

표면을 닦습니다. 티슈가 더 이상 변색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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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깨끗한 증류수에 적신 보풀이 없는 티슈와 보풀이 없는 면봉을 모두 사용하여 배양 접시 

홀더를 청소합니다. 티슈와 면봉이 더 이상 변색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9. 8단계에서 명시된 사항에 따라 오염된 모든 위치를 청소할 때까지 배양 접시 홀더를 다음 

위치로 직접 회전하도록 합니다. 

 

 
 

10. 투입 위치 프레임을 청소합니다. 보풀이 없는 티슈에 깨끗한 증류수를 적혀 투입 위치 

프레임을 닦습니다. 티슈가 더 이상 변색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11. 장갑을 교체하고 보풀이 없는 티슈와 보풀이 없는 면봉 모두에 실험실 정책을 준수하는 

소독제를 바릅니다. 그런 다음 모든 표면, 배양 접시 홀더 및 투입 위치 프레임을 닦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7~10단계를 따르되 증류수가 아닌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12. 접촉 시간으로부터 15분이 지나면 보풀이 없는 티슈와 보풀이 없는 면봉에 깨끗한 

증류수를 바릅니다. 그런 다음 모든 표면, 배양 접시 홀더 및 투입 위치 프레임을 닦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7~10 단계를 반복합니다. 

 

13. 투입 위치 프레임이 완전히 건조되었고 사용한 세척액의 흔적이 모두 증발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투입 위치 프레임을 다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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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검사합니다. 인큐베이터가 깨끗하게 보이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면 8~13단계를 다시 수행합니다. 

 

15. 청소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모든 연기가 증발할 수 있도록 장착 도어를 열어 둡니다(10분 

이상). 

 

16. 뒷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켭니다. 

인큐베이터에서 가스 및 온도 수준이 평형화되고 VOC 필터가 미량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제거할 때까지 3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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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OC HEPA 필터 교체하기 

참고 

• VOC HEPA 필터는 점검 방문 이외의 필터 교체가 필요한 경우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나 클리닉 직원이 교체할 수 있습니다. 

 

• 항상 Vitrolife 에서 제공하는 교체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이 필터는 퀵 커넥터에 정확하게 

맞는 유일한 필터입니다. 

 

VOC HEPA 필터를 교체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1. PC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Shutdown(종료)을 누르고 실행 중인 모든 

배양 접시를 개별적으로 꺼냅니다. 

 

2. 화면에서 모든 배양 접시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뒷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인큐베이터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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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큐베이터 상단의 정비용 덮개를 열어 VOC HEPA 필터에 접근합니다. 

 

 

 

 

5. VOC HEPA 필터를 제거하려면 다음 페이지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회색 퀵 커넥터 

흰색 퀵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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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색 퀵 커넥터(필터 트레이에 장착되어 있음)를 누르고 필터를 왼쪽으로 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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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OC HEPA 필터를 똑바로 세우고 흰색 퀵 커넥터를 누른 상태에서 필터를 위쪽으로 

당겨 분리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 
 

 

- 69 - 

6. 제거 절차를 반대로 수행하여 새 VOC HEPA 필터를 삽입합니다. 

 

a) 빨간색 O-링이 있는 VOC HEPA 필터 끝을 흰색 퀵 커넥터에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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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색 O-링이 있는 VOC HEPA 필터 끝을 회색 퀵 커넥터에 삽입합니다. 

 

항상 필터에 표시된 흐름 방향을 주의하여 확인합니다. 

 

 
 

7. 뒷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를 눌러서 인큐베이터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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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메인 퓨즈 교체하기 

경고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주 전원 메인 퓨즈가 인큐베이터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모든 배양 접시가 인큐베이터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 결함이 있는 메인 퓨즈는 항상 지정된 정격 퓨즈로 교체하십시오. 

• 절대 메인 퓨즈를 우회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결함이 있는 메인 퓨즈를 교체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십시오. 

 

1. 인큐베이터에서 모든 배양 접시를 제거하고 9 장에 설명된 비상 절차에 따라 표준형 

인큐베이터에 놓습니다. 

 

2. 인큐베이터의 유입구에서 주 전원 공급 코드를 분리합니다. 

 

3. 전원 유입구 바로 아래에 있는 퓨즈 드로어를 조심스럽게 엽니다. 이 목적으로 일자 

드라이버나 다른 작은 물체를 사용하여 드로어가 완전하게 확장되어 퓨즈에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덮개를 앞으로 밉니다. 

 
 

  

 

 

  

퓨즈 드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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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확장된 드로어: 

 

 

 
 

 

4. 두 퓨즈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작은 물체를 사용하여 소켓에서 퓨즈를 부드럽게 들어 올리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5. 퓨즈를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2 x T 3.15 A L 250V). 

교체 퓨즈를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하면 안 됩니다. 

 

6. 퓨즈 드로어를 다시 제자리로 부드럽게 밀어 닫습니다. 

 

7. 주 전원 공급 코드를 전원 유입구에 연결하고 인큐베이터를 켭니다. 

 

8. 2.3 장에 설명된 시작 절차를 따른 다음 제거된 배양 접시를 다시 삽입합니다. 

 

참고 

• 메인 퓨즈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Vitrolife 지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메인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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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보, 경고 및 알림 

8.1 경보, 경고 및 알림의 유형 

8.1.1 경보 

모든 경보 조건은 인큐베이터의 빨간색 시각 및/또는 청각 신호로 표시됩니다. 또한, CulturePro 

인큐베이터가 외부 경보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 외부 경보도 활성화합니다(8.10 장 참조). 외부 경보 

활성화는 경보의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8.10.2장 참조). 경보 대부분은 

3 분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청각 신호를 트리거합니다. 

경보에는 총 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온도 경보 

• CO2 농도 경보 

• O2 농도 경보 

• O2의 N2 주입구 연결 

• CO2 센서 오류 

• O2 센서 오류 

이러한 경보는 배양 조건이 예상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온도, CO2 농도, O2 농도, CO2 센서 기능 

및 O2 센서 기능과 같은 조건이 모니터링됩니다. 모든 경보는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되며 

3분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청각 신호를 생성합니다. 모든 경보는 정의된 지연 시간이 지나면 

외부 경보를 활성화합니다(8.9 장 참조). 

경보 활성화에 필요한 정확한 편차 사양은 10장을 참조하십시오. 

• 인큐베이터 오작동 경보 

인큐베이터 오작동 경보는 시스템 오류, 즉 배양 조건을 제어하는 장치의 오작동이나 정전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큐베이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시스템 

자체에서 제어하는청각 경보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통합된 PC가 청각 경보를 내보냅니다. 

PC 화면에 경보 메시지가 표시되고 외부 경보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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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경보 

정전 경보는 인큐베이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두 화면이 모두 

검은색으로 바뀌고 시각 신호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각 경보가 30 초간 울린 후 

없어집니다. 외부 경보도 활성화됩니다. 

 

8.1.2 경고 

경고는 우선 순위가 낮은 경보와 동일합니다. 모든 경고는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되며 3분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청각 신호를 생성합니다. 경고는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대부분은 정의된 지연 

시간이 지나면 외부 경고를 활성화합니다(8.10.2장 참조). 

경고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회전이 멈춤 

• 장착 도어가 30 초 넘게 열려 있음 

• CO2 압력이 너무 높음/낮음 

• O2 압력이 너무 높음/낮음 

• 온도 센서가 작동하지 않음 (외부 경보 또는 청각 신호 없음. 중복되는 온도 센서 중 하나만 

작동하지 않음. 온도 제어는 제대로 작동하는 온도 센서에서 처리됨.) 

 

8.1.3 알림 (표준형 구성 전용) 

알림에는 한 가지 유형만 있습니다. 

• ES server 연결이 해제됨  

이 알림은 ES server 서버에 대한 연결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연결이 다시 

설정될 때까지 배양 데이터는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연결이 다시 

설정되면 저장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ES server 서버로 전송됩니다. 

바코드 기능은 연결이 다시 설정될 때까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양 접시를 삽입할 때 

환자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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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보 일시 정지하기 

경보는 시정 조치를 취하라는 청각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청각 신호를 3분간 일시 정지하려면 

다음의 오디오 일시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배양 조건 중 하나가 예상과 다른 경우(예: 설정값에서 벗어남) 해당 특정 조건과 관련된 버튼이 

인큐베이터 홈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청각 신호를 일시 정지해도 버튼의 색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버튼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그러나 청각 신호가 일시 정지된 동안에는 오디오 일시 정지 버튼이 

흐리게 표시됩니다. 

 

 
 
 

청각 신호는 일시 정지 시점으로부터 3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이 신호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 이상의 경보가 활성화된 동안에는 설정값을 조정하거나 보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인큐베이터를 껐다가 다시 켜면 모든 경보가 재설정되고 시동 과정에서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도 경보가 발생한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보가 다시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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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경보, 경고 및 알림의 표시색 개요 

알람, 경고 및 알림은 아래에 지정된 색 구성표에 따라 표시됩니다. 

 

8.3.1 경보 

활성화된 경보는 인큐베이터 홈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경보를 유발한 조건이 정상 

범위(즉, 설정값에 근접)로 돌아오면 조건은 인큐베이터 화면에 주황색으로 나타납니다. 경보가 

재설정되면 디스플레이는 기본값인 검은색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알람 색상 구성을 그래픽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본색: 인큐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빨간색: 경보 또는 

경고가 활성화됨 

 

주황색: 경보를 일으킨 

문제가 해결됨 

 

 

 

 

 

 

 

 

 

 

 

8.3.2 경고 

활성화된 경고는 인큐베이터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경고 표시는 인큐베이터 홈 화면과 

번갈아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경고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고 인큐베이터 화면이 기본값인 

검은색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경보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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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알림 (표준형 구성 전용) 

알림은 항상 서버 연결이 해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알림은 PC 홈 화면의 왼쪽 하단에 

빨간색( )으로 표시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알림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고 화면이 일반 

보기( )로 돌아갑니다. 

 

8.4 다중 동시 경보 

동시에 여러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 인큐베이터 화면의 인큐베이터 홈 화면에는 여러 개의 빨간색 

버튼이 표시됩니다. 동일한 배양 조건에서는 경보와 경고가 모두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예: CO2 

농도 관련 경보 및 CO2 압력 관련 경고). 

 

 
 

활성화된 모든 경보가 해결(주황색으로 표시)되고 재설정될 때까지 기본 인큐베이터 홈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설정값을 변경하거나 내부 센서를 보정할 수 없습니다. 

 

  

활성화된 CO2 경보 

 
활성화된 O2 경보 

 

해결된 CO2 경보 

 
활성화된 O2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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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경보 재설정하기 

온도, CO2 농도 및 O2 농도와 관련하여 해결된 경보만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도, CO2 또는 O2와 관련하여 해결된 경보는 평가와 재설정을 작업을 완료한 후에만 기본 

인큐베이터 홈 화면으로 돌아가고 설정값 변경 또는 센서 보정과 같은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활성화 상태가 아닌 문제가 해결된 경보만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보는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해결된 경보의 재설정 방법: 

 

1. 해결된 배양 조건 버튼을 누릅니다. 

 

 
 
 

2. Reset alarm(경보 재설정)을 누릅니다. 이제 인큐베이터 홈 화면이 표시됩니다. 

 

 
 
 
  

Reset alarm(경보 재설정)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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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경보의 그래픽 개요 및 조작자 대응 

경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성화됩니다. 

• 인큐베이터 내부 온도가 설정값에서 벗어났습니다. 

• 인큐베이터 내부의 CO2 농도가 설정값에서 벗어났습니다. 

• 인큐베이터 내부의 O2 농도가 설정값에서 벗어났습니다. 

• CO2 센서에 오류가 있습니다. 센서에서 CO2 농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 O2 센서에 오류가 있습니다. 센서에서 O2 농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 산소통이 실수로 질소 주입구에 연결되었습니다. 

• 인큐베이터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오작동). 

• 인큐베이터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경보 활성화에 필요한 정확한 편차 사양은 10장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경보 및 필요한 조작자 대응에 대한 개요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온도가 너무 높음: 

 
 

온도가 너무 낮음: 

 

오류 조건을 즉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인큐베이터 뒷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에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끕니다. 그런 다음 9장에 

설명된 비상 절차에 따라 모든 

배양 접시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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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농도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CO2 농도가 너무 높음: 

 

CO2 농도가 너무 낮음: 

 
 

오류 조건을 즉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PC 홈 화면 -> 

Settings(설정) 화면 -> 

Shutdown(종료) 버튼에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끕니다. 그런 다음 화면의 

지침에 따라 모든 배양 접시를 

꺼냅니다. 

 

O2 농도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O2 농도가 너무 높음: 

 
 

O2 농도가 너무 낮음: 

 

오류 조건을 즉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PC 홈 화면 -> 

Settings(설정) 화면 -> 

Shutdown(종료) 버튼에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끕니다. 그런 다음 화면의 

지침에 따라 모든 배양 접시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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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센서 오류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신호 세기가 충분하지 않아 

CO2 센서에서 인큐베이터 

내부의 CO2 농도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없으면 경보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없음 모든 배양 접시를 2.4장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꺼냅니다. 

즉시 Vitrolife 지원에 전화하여 

현장 방문 점검을 예약합니다. 

 

O2 센서 오류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O2 센서 통신이 해제되면 

경보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없음 모든 배양 접시를 2.4장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꺼냅니다. 

그런 다음 인큐베이터를 다시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Vitrolife 

지원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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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연결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산소통이 실수로 질소 

주입구에 연결된 상태에서 O2 

농도가 25%에 도달하면 O2 

높음 경보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없음 오류 조건을 즉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인큐베이터 뒷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에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끕니다. 그런 다음 9장에 

설명된 비상 절차에 따라 모든 

배양 접시를 꺼냅니다. 

 

 

 

인큐베이터 오작동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인큐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당 없음 인큐베이터 오작동 

경보가 활성화되면 

인큐베이터 뒷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에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끕니다. 

그런 다음 9장에 설명된 

비상 절차에 따라 모든 

배양 접시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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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인큐베이터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습니다. 

시각 경보 신호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유형의 경보는 

청각 신호만 울리지만 이 

신호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해당 없음 완전히 정전된 경우 캐비닛 

뒷면에 있는 주 스위치에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끕니다. 그런 다음 9장에 

설명된 비상 절차에 따라 모든 

배양 접시를 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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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경고의 그래픽 개요 및 조작자 대응 

경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성화됩니다. 

 

• 회전 모터가 멈춤 

• 연결된 가스 튜브의 CO2/N2 압력이 너무 낮음 

• 장착 도어가 30초 넘게 열려 있음 

• 온도 센서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경고 발생에 필요한 정확한 편차 사양은 10장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경고의 그래픽 개요 및 조작자 대응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 모터가 멈춤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회전 모터가 멈추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없음 PC 화면의 지침을 따릅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Vitrolife 

지원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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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구 압력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CO2 주입구 압력이 너무 낮음: 

 

N2 주입구 압력이 너무 낮음: 

 
 

가스 실린더와 공급선을 

확인하여 가스가 필요한 

압력에서 적절하게 공급되는지 

확인합니다(사양 참조). 

 

장착 도어 열림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장착 도어가 30초 넘게 열려 

있습니다. 

 
 

해당 없음 장착 도어를 닫습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 
 

 

- 86 - 

온도 센서 오류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온도 센서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온도 

센서는 계속 올바르게 

작동하며 마이크로웰의 온도를 

제어합니다. 

 
 

해당 없음 Vitrolife 지원에 문의합니다. 

 

8.8 알림의 그래픽 개요 및 조작자 대응 (표준형 구성 전용) 

알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ES server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아래는 알림의 그래픽과 필요한 조작자 대응을 나타냅니다. 

 

ES server 연결이 해제됨 

오류 조건 1 오류 조건 2 조작자 대응 

ES server 연결이 해제됨: 

 
 

해당 없음 ES server 연결을 다시 

설정합니다. 이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Vitrolife 지원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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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오류 조건 및 제어 장치 대응 개요 

 시각 경고 청각 신호 
지연 (시각 및 

청각) 
외부 경보 문제 "해결”의 표시 

오류 조건 신
호
색

 

인
큐
베
이
터

 화
면

 

P
C

 화
면

 

인
큐
베
이
터

 

신
호
음

 (
일
시

 

정
지

 가
능

) 

정
전

 신
호
음

 

(2
0
초

 후
에

 

없
어
짐

) 

P
C

 신
호
음

 

지
연

 시
간

 

(분
) 

외
부

 경
보

 

활
성
화
됨

 

추
가

 지
연

 

(분
) 

발
생
한

 경
보
가

 

해
결
되
었
다
는

 

표
시

 

(인
큐
베
이
터

 

화
면
의

 주
황
색

) 

경보: 온도 1 빨간색 예 상세정보 예 - - 0 예 2 예 

경보: CO2 농도 1 빨간색 예 상세정보 예 - - 0 또는 52 예 2 예 

경보: O2 농도 1 빨간색 예 상세정보 예 - - 0 또는 52 예 2 예 

경보: O2 의 N2 연결 빨간색 예 상세정보 예 - - 0 예 2 예 

경보: CO2 센서 오류 빨간색 예 상세정보 예 3 - - 0 또는 52 예 2 - 

경보: O2 센서 오류 빨간색 예 상세정보 예 - - 0 예 2 - 

경보: 인큐베이터 오작동 8.6 장 참조 - 상세정보 - - 예 0.5 예 0 - 

경보: 정전 - - - - 예 - 0 예 0 - 

경고: 장착 도어 열림 빨간색 예 상세정보 예 - - 0.5 예 2 - 

경고: CO2 압력 빨간색 예 상세정보 예 - - 3 예 2 - 

경고: N2 압력 빨간색 예 상세정보 예 - - 3 예 2 - 

경고: 온도 센서 빨간색 예 상세정보 아니요 - - 

12 시간 후 

반복됨 아니요 - - 

경고: 회전 모터가 멈춤 빨간색 예 상세정보 예 - - 60 분 미만 예 2 - 

알림: ES server 에 연결되지 않음 8.8 장 참조 - 상세정보 - - - - - - - 
 

1 시스템 시동 후 첫 30 분 동안은 온도 또는 가스 농도 경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청각 신호는 지연 없이 울립니다. 그러나 배양 조건이 복구될 수 있도록 문이 열린 후 5 분 동안은 경보가 비활성화됩니다. 교정 또는 설정값 조정 후의 지연 시간은 

1 분입니다. 검증 중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3 일련 번호가 4000 이상인 인큐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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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외부 경보 시스템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통합 경보 시스템은 인큐베이터 뒷면에 있는 플러그를 통해 외부 경보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알람 신호는 전화, 호출기, SMS,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상용 외부 경보 시스템 대부분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온도, 가스 농도와 같은 중요 배양 조건을 더 철저하게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8.10.1 외부 경보 시스템에 전송되는 오류 개요 

외부 경보 시스템은 미리 정의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8.10.2 장에서 

활성화 지연 참조). 외부 경보를 활성화하는 오류의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오류에는 외부 경보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경보: 

• 온도 경보 

• CO2 농도 경보 

• O2 농도 경보 

• O2의 N2 주입구 연결 경보 

• CO2 센서 오류 경보 

• O2 센서 오류 경보 

• 인큐베이터 오작동 경보 

• 정전 경보 

 

경고: 

• 회전 모터가 멈춤 

• 장착 도어 열림 

• CO2 압력 경고 

• O2 압력 경고 

 

외부 경보가 발동되는 경보 및 경고의 개요는 8.1.1장 및 8.1.2 장을 참조하십시오. 

  



CulturePro 인큐베이터 
 

 

- 89 - 

8.10.2 외부 경보 및 경고의 지연 

대부분의 경우 오류 조건이 발생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외부 경보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정상 

작동 상태에서 외부 경보 시스템이 잘못 발동되거나 너무 일찍 발동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보는 외부로 전송되기 전에 먼저 PC 화면이나 인큐베이터 자체의 인큐베이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온도 경보는 인큐베이터에서 즉시 활성화됩니다. 

다양한 경보, 경고 및 알림이 인큐베이터 자체에서 활성화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는 10장을 

참조하십시오. 

발생할 수 있는 각 유형의 오류 조건에 대한 8.9 장의 표는 각 유형의 오류가 외부 경보 시스템으로 

전송될 때까지 걸리는 총 지연 시간을 명시합니다. 

8.10.3 외부 경보 연결하기 

이 장의 포함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CulturePro 인큐베이터와 외부 경보를 설정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기술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 뒷면에는 네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Alarm(경보)로 표시된 경보 플러그가 

있습니다(3장 참조).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두 가지 유형의 회로(상시 폐쇄 또는 상시 개방)를 지원합니다. 연결된 

외부 경보 시스템은 선택한 회로와 일치해야 합니다. 

클리닉은 선호하는 방식의 회로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1 및 2 (상시 

폐쇄 회로용) 

플러그 3 및 4 (상시 

개방 회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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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 절차 

비상 절차는 정비용 덮개 아래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 시스템 오류 후 배양 접시 꺼내기 

모든 배양 접시를 가장 안전하게 종료하는 방법은 4.2.1.5 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모든 배양 접시를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참고 

• 비상 절차는 실행 중인 배양 접시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에 실패한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1. 주 전원 스위치에서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끕니다. 

주 전원 스위치는 뒷면 왼쪽 상단에 

있는 초록색 조명의 스위치입니다.  

 

  

 

 

 

 

2. 앞면에 있는 긴급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서 장착 도어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흰색의 장착 

도어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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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 위치 프레임을 제거합니다. 

 

 

4. 배양 접시가 나타날 때까지 배양 

접시 홀더를 시계 방향으로 직접 

돌립니다. 그런 다음 배양 접시를 

꺼내고 다른 인큐베이터에 

넣습니다. 

  

5. 배양 접시 홀더를 다시 돌리며 다음 

배양 접시를 꺼내서 남은 배양 

접시를 꺼냅니다.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쪽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홀더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립니다. 

 

 

6. 5단계를 반복하여 모든 배양 

접시가 제거되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7. Vitrolife 지원 문의: 

미국: 781-681-9306 

나머지 국가: +45 70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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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 사양 

사양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 설명서의 해당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 용량: 각각 16개의 배아, 즉 총 240개의 배아를 수용할 수 있는 15개의 배양 접시. 

• 온도 범위: 36°C~39°C. 온도 설정값은 0.1°C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배양 중 온도 정확도: +/- 0.2°C. 

• CO2 범위: 3%~12%. CO2 설정값은 0.1%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CO2 정확도: +/- 0.3%. 

• O2 범위: 4%~8%(O2 조절 포함) 또는 주변 산소(O2 조절 없음). O2 설정값은 0.1%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O2 정확도: +/- 0.5%. 

• 표시된 값의 정확도: 0.1%, 0.1°C, 0.1bar. 

경보, 경고 및 알림: 

• 경보(외부 경보 시스템에 전달되는 우선순위가 높은 경보): 

o 온도 경보: 온도가 설정값에서 +/- 0.2°C 벗어나면 인큐베이터 화면에 즉시 표시됩니다. 

인큐베이터의 초기 시동 후에는 30분의 유예 시간이 지나야 온도 경보가 발동합니다. 

o CO2 농도 경보: CO2 농도가 설정 값에서 +/- 0.3% 벗어나면 인큐베이터 화면에 즉시 

표시됩니다. 

장착 도어가 열린 후에는 5분의 유예 시간이 지나야 CO2 농도 경보가 발동합니다. 

인큐베이터의 초기 시동 후에는 30분의 유예 시간이 지나야 CO2 농도 경보가 발동합니다. 

o O2 농도 경보: O2 농도가 설정 값에서 +/- 0.5% 벗어나면 인큐베이터 화면에 즉시 

표시됩니다. 

장착 도어가 열린 후에는 5분의 유예 시간이 지나야 O2 농도 경보가 발동합니다. 

인큐베이터의 초기 시동 후에는 30분의 유예 시간이 지나야 O2 농도 경보가 

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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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2의 N2 연결 경보: 산소통이 실수로 질소 주입구에 연결되어 O2 농도가 25%를 

초과하면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o CO2 센서 오류: 센서가 인큐베이터 내부의 CO2 농도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o O2 센서 오류: 센서가 인큐베이터 내부의 O2 농도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면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o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실행 조건을 제어하는 장치의 오작동 

 

o 인큐베이터 전체의 정전 

 

• 경고(외부 경보 시스템에 전달되는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 

 

o 회전 모터 멈춤: 회전 모터가 멈추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조작자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부 경보 시스템은 60분 이내에 활성화됩니다. 정확한 지연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o 장착 도어 경고: 장착 도어가 30초 넘게 열려 있습니다. 

o CO2 압력 경고: CO2 압력이 0.2bar 미만으로 떨어지면 3분 후에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o N2 압력 경고: N2 압력이 0.2bar 미만으로 떨어지면 3분 후에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o 온도 센서 경고: 온도 센서 중 하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인큐베이터 화면에 

표시됩니다(외부 경보가 활성화되거나 청각 신호가 울리지 않음). 

• 알림 (표준형 구성 전용)(외부 경보 시스템에 전달되지 않음): 

o ES server 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기 흐름: 

• 재순환: > 100l/h (6 분마다 가스 부피의 전체 VOC HEPA 여과). 

• VOC HEPA 필터는 0.3µm 초과 입자의 99.97% 차단. 

•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을 차단하기 위한 활성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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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전원 전압: 230VAC. 

• 전원 주파수: 50Hz~60Hz. 

• 최대 소비 전력: 250VA. 

• 일반 소비 전력: 95VA. 

• 가스 요건: 의료용 등급의 CO2. 

• 가스 선택 사항: 의료용 등급의 N2. 

• 최대 N2 소비량: 6l/h. 일반 소비량: 2l/h~3l/h. 

• 최대 CO2 소비량: 2.5l/h. 일반 소비량: 0.5 l/h. 

• 면적(W x D x H): 55 x 60 x 50cm. 

• 무게: 50kg 

• 인큐베이터 IP 등급은 IPX0 입니다: 침수로부터 보호되지 않음. 

• 주 전원 케이블: 최대 3m, 최소 250VAC, 최소 10A. 

케이블 목록 및 최대 길이: 

이름 카테고리 유형 최대 길이 

외부 경보 신호 비차폐 5m 

AC 주 전원 AC 전원 비차폐 3m 

이더넷 (CAT6) 통신 차폐 30m 

바코드 프린터 신호 비차폐 5m 

인큐베이터 데이터 신호 비차폐 3m 

USB 연결 (뒷면 패널) USB 차폐 3m 

외부 로그 시스템 신호 비차폐 30m 

극 분리: 

• 인큐베이터뒷면의 주 전원 스위치를 사용하여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끄거나 전원 공급 

장치 소켓에서 전원 공급 장치 코드를 뽑으면 모든 극에서 동시에 분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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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CulturePro 인큐베이터 설치 및 점검(문제 해결 및 정기 점검)은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 지침은 제목이 Planned service and maintenance(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인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영문으로만 제공). 

작동 중 환경 조건: 

• 주변 온도: 20°C~28°C. 

• 상대 습도: 0%~85%. 

• 작동 고도: < 해발 3,000m. 

보관 및 배송 환경 조건: 

• 온도: -10°C~+50°C. 

• 상대 습도: 30%~80%. 

기기를 수령하면 모든 포장 상자의 외관을 검사하여 배송 중 손상 흔적이 있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상자가 손상된 경우 즉시 Vitrolife 에 문의하여 추가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포장을 개봉하지 

마십시오.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건조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배송 상자에 넣어 둡니다. 

EMC 내성 검사 수준을 초과한 경우의 작동: 

검사 수준을 초과하는 EMC 내성 레벨에 노출된 인큐베이터에는 경보 및 화면 깜박임과 같은 

오작동과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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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퓨즈 ID 차단 용량 작동 속도 

및 전류 

온도 최소 

전압(AC) 

구성요소 Littelfuse 

부품 번호 

FH1 10kA/ 
125VAC 

중간 1 A 해당 없음 125V 도어 잠금 

장치 

0233 001 

FH2 10kA/ 
125VAC 

중간 T2 A 해당 없음 125V 모터 0233 002 

FH3 10kA/ 
125VAC 

중간 T5 A 해당 없음 125V 인큐베이터 

24 V 

0233 005 

FH4 10kA/ 
125VAC 

중간 T2 A 해당 없음 125V 인큐베이터 

12 V 

0233 002 

FH5 10kA/ 
125VAC 

중간 2.5 A 해당 없음 125V PC 0233 02.5 

FH6 10kA/ 
125VAC 

중간 2.5 A 해당 없음 125V 내부 12 V 0233 02.5 

온도 퓨즈 8 A 유도 해당 없음 72°C 250V 완전한 장치 Thermodisc 

G4A01072C 

메인 퓨즈 35A/ 
250VAC 

느림 

3.15 A 

해당 없음 250V 완전한 장치 0213315M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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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MC 및 HF 기술 검토 

의료용 전기 장비는 EMC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장에 제공된 EMC 사양에 

따라 설치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경고 

• 시스템 제조업체에서 내부 구성요소의 교체 부품으로 판매하는 변환기 및 케이블을 

제외하고 지정되지 않은 부속품, 변환기 및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장비 또는 시스템의 

방출이 증가하거나 내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다른 장비와 인접하거나 다른 장비에 겹쳐진 상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접한 거리에서 또는 겹쳐진 상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구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를 관찰해야 합니다. 

 

11.1 전자기 방출 

아래 표에는 CISPR11 시스템에 필요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 및 제조업체 선언 – 전자기 방출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아래 지정된 홈 헬스케어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고객이나 사용자는 제품이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방출 준수 전자기 환경 – 지침 

전도 방출 

EN/CISPR 11:2010 

1 군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내부 기능에만 RF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RF 방출이 매우 낮으며 근처의 전자 장비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가정용 시설 및 가정용 건물에 공급하는 

공공 저전압 전원 공급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RF 방출 

EN/CISPR 11:2010 

B 등급 

고조파 방출 

IEC 61000-3-2:2009 

A 등급 

전압 변동 및 플리커 

방출 

IEC 61000-3-3:2013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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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전자기 내성 

지침 및 제조업체 선언 – 전자기 내성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아래 지정된 홈 헬스케어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고객이나 사용자는 제품이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내성 검사 
IEC 60601 

검사 수준 
준수 수준 전자기 환경 – 지침 

저전기 방전 (ESD) 

IEC 61000-4-2 

± 8kV 접점 

± 2kV, ± 4kV, ± 8kV, 

± 15kV 대기 

± 8kV 접점 

± 2kV, ± 4kV, ± 8kV, 

± 15kV 대기 

바닥은 목재, 콘크리트 또는 세라믹 

타일이어야 합니다. 바닥이 합성 소재로 

덮인 경우 상대 습도는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기 

급속과도/버스트 

IEC 61000-4-

4:2012 

± 2kV (전원 공급선) 

± 1kV (입력/출력선) 

± 2kV (전원 공급선) 

± 1kV (입력/출력선) 

주 전원 품질은 일반 상업용 또는 병원 

환경의 품질이어야 합니다. 

서지 

IEC 61000-4-

5:2005 

± 0,5kV, ± 1kV 선대선 

± 0,5kV, ± 1kV, 

± 2kV 선대지 

± 0,5kV, ± 1kV 선대선 

± 0,5kV, ± 1kV, 

± 2kV 선대지 

주 전원 품질은 일반 상업용 또는 병원 

환경의 품질이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입력선의 

전압 강하, 순간 

정전 및 전압 변동 

IEC 61000-4-

11:2004 

EUT: 

0°, 45°, 90°, 135°, 

180°, 225°, 270° 및 

315°에서 0.5 주기 동안 

입력 전압이 0%로 감소 

결과: 

통과: 작동 변경 없음.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됨. 

주 전원 품질은 일반 상업용 또는 병원 

환경의 품질이어야 합니다. 

주 전원이 중단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계속 작동해야 

하는 경우 인큐베이터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중 EUT 는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0°에서 1 주기 동안 

입력 전압이 0%로 감소 

통과: 작동 변경 없음.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됨. 

0°에서 30 주기 동안 

입력 전압이 70%로 

감소 

통과: 작동 변경 없음.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됨. 

300 주기 동안 입력 

전압이 0%로 감소 

통과: 검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시스템을 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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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파수(50/60Hz) 

자기장 

IEC 61000-4-

8:2009 

30A/m 30A/m 

통과: 작동 변경 없음.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됨. 

전원 주파수 자기장은 일반 상업용 또는 

병원 환경의 특성 수준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두 가지 표에는 차폐된 위치에서만 사용하도록 지정된 시스템 이외의 시스템 및 생명 유지 

용도가 아닌 시스템에 필요한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침 및 제조업체 선언 – 전자기 내성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아래 지정된 홈 헬스케어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고객이나 사용자는 제품이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내성 검사 
IEC 60601 

검사 수준 
준수 수준 전자기 환경 – 지침 

전도 RF 

IEC 61000-4-6:2013 

3Vrms  

150kHz~80MHz 

150kHz~80MHz 

사이의 ISM 및 

아마추어 무선 

대역에서 6Vrms 

3Vrms 

150kHz~80MHz 

150kHz~80MHz 

사이의 ISM 및 

아마추어 무선 

대역에서 6Vrms 

EUT 는 정상 작동 모드와 경보 

모드에서 검사 중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휴대용 및 모바일 RF 통신 장비는 

케이블을 포함하여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적용된 검사 수준의 거리에 해당하는 

0.3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 현장 조사 1에서 결정된 고정 

RF 송신기의 전계 강도는 각 주파수 

범위의 규정 준수 수준보다 작아야 

합니다. 

방사 RF 

IEC 61000-4-3:2006 + 

A1:2007 + A2:2010 

10V/m 

80MHz~2.7GHz 

10V/m 

80MHz~2.7GHz 

방
사

 R
F

 IE
C

 6
1

0
0
0

-4
-3

:2
0

0
6
 +

 A
1

:2
0
0

7
 +

 A
2

:2
0
1

0
 –

 R
F

 

무
선

 통
신

 장
비
의

 근
접
장

 
TETRA 400 385MHz, PM, 18Hz, 

1.8W, 27V/m 

385MHz, PM 18Hz, 

1.8W, 27V/m 

GMRS 460 

FRS 460 

450MHz, FM, ±5kHz 

dev, 1 kHz sine, 2W, 

28V/m 

450MHz, FM, ±5kHz 

dev, 1 kHz sine, 2W, 

28V/m 

LTE 대역 13 

LTE 대역 17 

710/745/780MHz, 

PM, 217Hz, 0.2W, 

9V/m 

710/745/780MHz, 

PM, 217Hz, 0.2W, 

9V/m 

GSM 800 

GSM 900 

TETRA 800 

iDEN 820 

CDMA 850 

LTE 대역 5 

810/870/930MHz, 

PM, 18Hz, 2W, 

28V/m 

810/870/930MHz, 

PM, 18Hz, 2W, 

28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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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1800 

CDMA 1900 

GSM 1900 

DECT 

LTE 대역 1 

LTE 대역 3 

LTE 대역 4 

LTE 대역 25 

1720/1845/1970MHz, 

PM, 217Hz, 2W, 

28V/m 

1720/1845/1970MHz, 

PM, 217Hz, 2W, 

28V/m 

블루투스 

WLAN 802.11 b 

WLAN 802.11 g 

WLAN 802.11 n 

RFID 2450 

LTE 대역 7 

2450MHz, PM, 

217Hz, 2W, 28V/m 

2450MHz, PM, 

217Hz, 2W, 28V/m 

WLAN 802.11 a 

WLAN 802.11 n 

5240/5500/5785MHz, 

PM, 217Hz, 0.2W, 

9V/m 

5240/5500/5785MHz, 

PM, 217Hz, 0.2W, 

9V/m 

참고 1 80MHz 및 800MHz 에서는 더 높은 주파수 범위가 적용됩니다. 

참고 2 이 지침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 전파는 구조물, 사물 및 사람의 흡수와 반사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1 무선(셀룰러/선이 없는 장치) 전화 및 육상 이동 라디오, 아마추어 라디오, AM 및 FM 라디오 방송 및 TV 방송용 

기지국과 같은 고정 송신기의 전계 강도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정 송신기로 인한 전자기 

환경을 평가하려면 전자기 현장 조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사용하는 위치에서 측정된 전계 

강도가 위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RF 준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관찰하여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이 비정상적으로 관찰되면 인큐베이터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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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및 모바일 RF 통신 장비와 CulturePro 인큐베이터 간의 권장 간격 

CulturePro 인큐베이터는 방사성 RF 간섭이 제어되는 홈 헬스케어에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의 고객이나 사용자는 통신 장비의 최대 출력 전력에 따라 아래 권장 거리를 준수하여 휴대용 RF 통신 

장비(송신기)와 CulturePro 인큐베이터 사이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전자기 간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W]의 정격 최대 

출력 전력(P) 

송신기 주파수[m]에 따른 최소 간격(d) 

@ 내성 검사 수준(E) 3V/m,  

0.15~80MHz 

@ 내성 검사(E) 10V/m,  

80-2700 MHz 

0.06 

0.12 

0.25 

0.5 

1 

2 

0.49 

0.69 

1.00 

1.41 

2.00 

2.83 

0.15 

0.21 

0.30 

0.42 

0.60 

0.85 

계산: d =
6 ∗ √𝑃

𝐸
 

위에 명시되지 않은 최대 출력 전력 등급의 송신기의 경우에는 송신기의 주파수에 적용되는 방정식을 사용하여 권장 

거리(d) 미터(m)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P 는 와트(W)로 표시한 송신기 제조업체에 따른 송신기의 최대 출력 

전력입니다. 

80MHz 에서는 더 높은 주파수에 대한 거리가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 전파는 구조물, 사물 및 사람의 흡수와 반사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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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속품 및 자재 

CulturePro 인큐베이터를 실행하려면 다음의 장비와 자재가 필요합니다. 

 

• 배양 접시 (배양 접시의 사용 설명서 참조) 

• EmbryoViewer (표준형 구성 전용) 

• 보풀이 없는 면봉 (5 장 참조) 

• 보풀이 없는 티슈  

• 70% 에탄올 수용액 (5.1장 참조) 

• 실험실 정책을 준수하는 소독제 (5.2 장 참조) 

• 접근 가능한 CO2 (의료용 등급) 

• 선택 사항: 접근 가능한 N2 (의료용 등급) 

• 보정용: 프로브(4.1.3 장 참조) 및 가스 분석기(4.1.5.2 장 참조)에 연결된 고정밀 온도계 

 

인큐베이터를 보정할 때 사용하는 온도계 및 가스 분석기는 최소한인큐베이터 자체에 표시된 값 

이상의 정확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 36°C~39°C 범위에서 고정밀 온도계의 권장 정확도: +/- 0.2°C 

• 3%~12% 범위에서 CO2 가스 분석기의 권장 정확도: +/- 0.3% 

• 4%~8% 범위에서 O2 가스 분석기의 권장 정확도: +/- 0.5% 

 

12.1 주변 장치 

CulturePro 인큐베이터 시스템에서 1장에 명시된 전기 안전 표준 준수 정보는 아래 표에 나열된 

주변 장치에 직접 연결하여 검증되었습니다. 

CulturePro 인큐베이터 시스템에는 이 표에 나열된 장치만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제품 참조/부품 번호 

SATO* CG212TT-LAN WWCG30042 

* 프린터가 CulturePro 인큐베이터에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프린터 기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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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13.1 정기 점검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는 VOC HEPA 필터를 제외(클리닉 직원도 변경할 수 있음)하고 아래 표에 

지정된 간격에 따라 다음 항목을 모두 검사하고 교체합니다. 

 

교체용 항목 설명 점검 주기 (년) 교체 담당자 

VOC HEPA 필터 필터 트레이에 배치된 

VOC HEPA 필터 

(정비용 덮개 아래) 

0.5 인증받은 정비 직원 

또는 클리닉 직원(외부 

방문 점검). 

필터 교체 시기가 되면 

PC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클리닉에 

알립니다. 

O2 센서 1 x 가스 순환 장치에 

배치된 센서 

3 인증받은 정비 직원. 

UV 광선 가스 순환 장치에 

배치된 내부 UV 광선 

(100V 인큐베이터에 

연결되지 않은 UV 

광선) 

1 인증받은 정비 직원. 

UV 광선 교체 시기가 

되면 PC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클리닉에 

알립니다. 

가스 순환 팬 가스 순환 장치 내부에 

배치된 팬 

5 인증받은 정비 직원. 

비례형 밸브 인큐베이터 어댑터 

플레이트에 배치된 

내부 밸브 

5 인증받은 정비 직원. 

12V 전원 공급 장치 내부 12V 전원 공급 

장치 

5.5 인증받은 정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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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가능 항목 점검 방법에 대한 상세정보는 제목이 Planned service and maintenance(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인 설명서(영문으로만 제공)를 참조하십시오. 

 

13.1.1 정기 점검 방문 

정기 점검 작업을 수행하려면 최소 12개월마다 점검 방문을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위 

표의 점검 주기 (년)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관련 구성 요소를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30~36 개월마다 추가 점검 방문을 예약하여 인큐베이터의 일반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위 표에 

명시된 점검 주기에 따라 구성요소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검 방문 예약 시기가 되면 PC 화면에서 해당 정보를 클리닉에 알립니다. 

 

13.1.2 정기 보정 확인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는 각 점검 방문 시 정기 보정 확인도 수행합니다. 이 확인은 클리닉에서 

수행하는 정기 유지보수 작업을 대체하지 않습니다(13.2 장 참조). 

 

13.2 정기 유지보수 

Vitrolife 가 인증한 전문가가 수행하는 점검 작업 외에도 클리닉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내부 센서의 검증 및 필요 시 교정 (4.1.4.2 장 및 4.1.5.3 장 참조). 

주기: 2주마다 

 

• 인큐베이터의 청소 및 소독 (5.1 장 및 5.2 장 참조). 

주기: 필요할 때마다. 

 

• 점검 방문 외의 VOC HEPA 필터 변경 (6장 참조). 

주기: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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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Maintenance(유지보수) 화면 

Maintenance(유지보수) 화면에서는 월별 배양 보고서 생성, 외부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외부 경보 시뮬레이션, VOC HEPA 필터 및 센서 검증 설정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Maintenance(유지보수) 화면을 열려면 PC 홈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른 다음 

Maintenance(유지보수)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핀 코드를 사용하면 Vitrolife 직원과 협력하여 수행할 고급 유지보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이 관련이 있는 경우 Vitrolife 에서 핀 코드를 발급합니다. 

유지보수 모드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버튼을 눌러 Settings(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기에서 실행 

중인 총 배양 접시 수 

월별 배양 보고서 생성 외부 경보 시뮬레이션 

VOC HEPA 필터 및 

센서 검증 설정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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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월별 배양 보고서 생성하기 

월별 배양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깨끗한 USB 스틱을 인큐베이터 상단의 정비용 덮개 아래에 있는 

USB 포트에 삽입하고 Incubation Report(배양 보고서)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배양 보고서를 생성할 월을 선택하고 Generate Report(보고서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보고서가 

준비되면 확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인큐베이터에는 12 개월간의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it(종료) 버튼을 눌러 Maintenance(유지보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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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VOC HEPA 필터 및 센서 유지보수 

클리닉은 VOC Filter and Sensor Maintenance(VOC 필터 및 센서 유지보수) 화면에서 VOC 

HEPA 필터를 변경하거나 내부 센서(온도 센서 A 및 B, CO2 센서 및 클리닉이 감소된 O2 농도로 

배양하는 경우 O2 센서)를 검증하도록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림은 기본 설정에 따라 

실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Maintenance(유지보수) 화면(PC 홈 화면 -> Settings(설정) -> Maintenance(유지보수) 버튼)에서 

VOC Filter(VOC 필터) 버튼 또는 Sensor Validation(센서 검증) 버튼을 눌러 VOC Filter and 

Sensor Maintenance screen(VOC 필터 및 센서 유지보수 화면)을 엽니다. 해당 라디오 버튼을 

눌러 하나 또는 두 옵션을 모두 실행합니다. 

 

 

 

 

 

 

VOC HEPA 필터 교체 주기는 180일입니다. VOC HEPA 필터가 변경되면 새 VOC HEPA 필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VOC Filter Changed(VOC 

필터 변경됨) 버튼을 누릅니다. 

알림 실행/종료 VOC HEPA 필터 일련번호 입력 

센서 검증 간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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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VOC HEPA 필터 알림을 실행하고 VOC Filter Changed(VOC 필터 변경됨) 버튼을 

누르면 180일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VOC HEPA 필터 변경 시기가 되면 PC 홈 화면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OK(확인)를 누르면 경고가 사라지고 3일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내에 VOC HEPA 필터를 

변경하지 않으면 경고가 다시 표시됩니다. OK(확인)는 원하는 횟수만큼 누를 수 있지만 경고는 

필터가 변경될 때까지 3일마다 다시 표시됩니다. 

경고를 삭제하려면 6장의 설명에 따라 VOC HEPA 필터를 변경하고 화면의 Action(조치)에 설명된 

사항에 따라 필터 변경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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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센서의 검증 기본 간격은 14일입니다. 필요한 경우 클리닉은 이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간격을 입력하고 Interval Changed(간격 변경됨) 버튼을 누릅니다. 

내부 센서 검증 시기가 되면 PC 홈 화면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OK(확인)를 누르면 경고가 사라지고 3일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내에 센서를 검증하지 

않으면 경고가 다시 표시됩니다. OK(확인)는 원하는 횟수만큼 누를 수 있지만 경고는 센서가 검증될 

때까지 3일마다 다시 표시됩니다. 

경고를 삭제하려면 4.1.4.2 장 및 4.1.5.3 장의 설명에 따라 센서를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유지보수 모드를 종료하려면 Exit(종료) 버튼을 눌러 Settings(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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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호와 레이블 

14.1 제품 정보 레이블 

레이블 설명 참고 

 

참조 번호 - 

 

전원 공급 장치 유형  10장 참조.  

 

기기가 의료기기 

규정(EU) 2017/745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제조업체의 

선언 

- 

 

의료기기 - 

 

고유 기기 식별자 - 

 

최대 소비 전력 10장 참조.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16장 참조. 

 

생산연월 YYYY-MM 

 

생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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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 설명 참고 

 

일련 번호 -  

 

폐기 시 주의 15장 참조. 

 

사용 설명서 참조 - 

 

14.2 경고 레이블 

레이블 설명 참고 

 

제품에 UV 광선이 

장착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  

(100V 인큐베이터에 

연결되지 않음) 

인큐베이터 내부의 

가스 시스템에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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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연결 레이블 

레이블 설명 참고 

  

가스 샘플 파이프가 닫힘 CulturePro 인큐베이터 

앞면의 가스 샘플 커버 

아래에 있습니다. 밸브 

기호는 인큐베이터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스 샘플 파이프가 열림 CulturePro 인큐베이터 

앞면의 가스 샘플 커버 

아래에 있습니다. 밸브 

기호는 인큐베이터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Alarm 
외부 경보 출력 소켓 

 

3장 참조. 

CO2 Inlet 

Pressure Max 1 Bar 

CO2 연결 주입구. 

 

3장 참조. 

N2 Inlet 

Pressure Max 1 Bar 

N2 연결 주입구. 

 

3장 참조. 

 

이더넷 연결 소켓 3장 참조. 

 

USB 연결 3장 참조. 

Inc. data 외부 로그 시스템 연결 3장 참조. 

Replace with same type and rating 

2 x T3, 15 A / 250 V 
퓨즈 교체 정보 

10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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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운송 상자의 레이블 

레이블 설명 참고 

 

깨지기 쉬움 - 

 

이 면이 위에 옴 - 

 

건조하게 보관 - 

 

보관 온도:  

최소: -10°C 

최대: 50°C 

°C  

 

습도 제한: 

최소: 30% 

최대: 80% 

% 

 

기압 제한 kPa 

 

 



CulturePro 인큐베이터 
 

 

- 114 - 

15 폐기물 처리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면 지침 (EU) 2018/849에서 개정된 폐전기 및 전자 

장비(WEEE)에 대한 지침 2012/19/EU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PCB(무연 

HASL), 스위치, PC 배터리, 인쇄 회로 기판, 외부 전기 케이블 등에 적용됩니다. 모든 구성요소는 

새로운 전기 및 전자 부품에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RoHS 2 지침 2011/65/EU를 준수합니다. 

그러나 UV 램프(구입한 제품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다름)는 물리적 조건과 상관없이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 명시된 RoHS 지침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UV 램프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현지 폐기물 관리 기준 및 환경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독성 가스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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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락처 정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원 서비스 핫라인에 문의: 

+45 7023 0500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 

 

이메일 지원: support.embryoscope@vitrolife.com 

(근무일 기준 2일 이내 답변) 

 

Vitrolife A/S 

Jens Juuls Vej 20 

DK-8260 Viby J 

Denmark 

 

전화: +45 7221 7900 

웹사이트: www.vitro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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