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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결 건조

1.1 동결 건조와 적용범위
많은 물질들은 안정적인 저장과 수송을 위해 건조시 잔여 수분이 2% W/W 또는 그 이하로 유지
되어야 한다. LYOPHILIZATION 또는 FREEZE DRYING 이라 불리는 동결건조는 액체 상태로 건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 동결 건조란 건조의 한 종류로, 물질을 동결시키고,
WATER VAPOR의 부분압을 낮춤으로써 얼음을 직접 증기로 만드는 승화에 의해 얻어진다. 여기서 부분압
을 낮춘다는 의미는 물의 3중점 이하로 압력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6 mbar or 4.6 Torr). 낮은 압력하
에서 얼음의 형태를 가지는 수분은 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액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WATER
VAPOR로 직접 승화한다. 승화된 얼음 결정체들은 공간을 남기기 때문에, 건조된 물질은 무수히 많은 틈
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분 흡수가 용이해 재수화 (RE-HYDRATION) 시 완전하게 RE-SOLUTION된다. 동
결 건조의 이러한 고유 성질은 “용매를 잘 흡수한다”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되어 "LYOPHILIZATION"으로
명명되어 쓰인다. 물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들은 얼음 결정체에 의해 승화 건조 과정 동안 고정되어 유지
되며 건조된 물질의 형태는 대체로 젖은 물질의 얼려진 형태와 같고 SKIN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으로의
분자 이동이 줄어든다. 낮은 온도에서의 건조는 손상을 최소화 시키고, 휘발성의 구성 성분을 고정시키기
때문이다. 젖은 물질이 최종 포장 용기 속에 담겨지기 바로 전 멸균 여과 될 수 있고 미립자와 박테리아
오염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결건조는 특히 주사제 생산에 유용하다.

동결건조는 크게 1차건조(승화)와 2차건조(탈습)의 구간을 거쳐 완성되는데 수분은 주로 1차 건
조 구간에서 제거되지만 2차 건조 구간에 따라 건조 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결건조장치의 일반적
인 구성을 살펴보면 건조실, 열판, 수분포집실, 냉동장치, 진공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가열판으로부터 에
너지가 공급되며, 건조로부터 발생한 수증기가 응축기에 동결 포집되며 진공펌프에 의해 건조실이 진공상
태로 유지된다. 동결건조의 목적은 수용성의 물질이며 후에 물을 가하면 원래 상태와 동일 특성을 갖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화학적 다른 성분들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동결건조
를 통해서 생물학적 기초가 되는 조직 추출물 박테리아 백신 혈청 같은 물질의 건조물을 얻게된다. 따라
서, 동결건조는 민감한 조직과 조직 성분들의 생물학적 특성 보존을 위한 가장 세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약, 목재, 화공, 식품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의약용 동결건조기는 주로 항생물질, 박
테리아, 혈청, 백신, 검사약물, 단백질을 포함하는 생명공학제품들 세포, 섬유, 화학 제품들이 있으며 주로
VIAL 또는 AMPULE 상태로 건조가 이루어진다. 목재용 동결건조기는 육상 및 해양박물관에 사용되는 목
재를 건조하여 사용함으로서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유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용 동결 건조기
는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건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보관,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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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건조의 장점과 단점
* 장점

a) 열에 민감한 물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비활성화한다.
b) 수분의 침투가 용이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구조 형성
c) 정밀하고 깨끗한 충진 가능.
d) 빠르고 완벽한 재수화(Re-hydration) 가능 등

* 단점

a) 고가의 장비이다. (다른 건조 방법에 비해3배 이상)
b) 높은 에너지 비용(다른 건조 방법에 비해2-3배 이상)
c) 긴 공정시간(보통 24시간 이상의 건조사이클을 거치나 줄일 수 있다. )

* 동결건조는 다음과 같이 제품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

▶

불안정할 때

▶

열에 민감할 때

▶

초소의 소립자가 필요할 때

▶

정밀한 충진이 필요할 때

▶

빠르고 완전한 재수화가 필요할 때

▶

제품이 비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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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듸로’ 동결건조기의 특징
1. 기본 사양
1) 진공펌프 보호장치가 장착된 진공펌프를 포함하는 동결건조기 :
진공펌프 보호장치를 응축기와 진공펌프 사이에 설치하여 응축되지 않은 수증기의 유입을
억제하여 진공펌프를 보호하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간접 가열 · 냉각 방식 :
선반온도는 -40℃~ +80℃로 저온·중온·고온건조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직접 가열·냉각방식이 아닌
실리콘오일을 이용한 간접가열·냉각 방식이므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정밀한 온도제어가 가능하다.
3) 오일 역류 방지 장치 :
전원 차단 시 오일의 역류를 방지하여 오일로부터 건조물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 Vacuum Backfilling System :
건조 후 시료의 영구 보존에 있어 시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Backfilling System 기능으로
정화공기 및 질소를 쉽게 투입시켜 시료를 보호한다.
5) 모니터링 시스템 :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이 매우 편리하며 간단한 기능키를 이용 건조기의 모든 공정을
Control 할 수 있다. 또한 건조 진행 전 상황을 작업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2. 주문 사양
1) 멸균 시스템(SIP) :
건조 전 시료의 보호를 위하여 챔버내를 121℃이상, 20분 이상의 조건하에서 스팀 멸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챔버내의 균을 제거하는 기능이다.
2) Stoppering System(UP, DOWN) :
건조 후 시료를 진공상태에서 밀봉하기 위한 장치로서 바이엘을 사용할 때 바이엘의 마개를
GAS(질소, 알곤등) 투입한 상태에서 밀봉하고 다시 선반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기능이다.
3) 세척 시스템(CIP) :
건조 후 건조실 내부에 노즐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 건조실 내부의 선반 및 챔버내의 이물질을
제거,세척하는 기능이다
4) 챔버 중간 차단장치 :
건조실의 샘플 보호를 위한 드라잉 챔버와 콜드트랩챔버의 중간에 도관을 연결하여
버터플라이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제약용 및 의약용 등의 중요 제품 생산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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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및 사양
2.1 Lyoph-Pride 10 규격 및 사양
1) Electrical Requirement
220V, 50Hz/60Hz, 3PH, ( 8Kw 380V, 50Hz/60Hz, 3PH, 8Kw )
2) Ice Capacity
Ice Holding Capacity(ℓ(kg)/Batch)

Type

Sample of Weight

10 kg

Bulk

9 kg

3) Chamber and Door Specifications
Chamber

Type

Drying Chamber

Retangle Chamber

Cold Chamber

Circle Chamber

Dimension

Material

Thickness

Door Lock Device

448(W)x596(D)x386(H)

SUS304

4

Manual (Swing Clamp)

Φ300 x 455L

SUS304

1.5

Manual (Swing Clamp)

4) Shelf Specifications
Dimension(mm)

Capacity (Qt'y)

400(W)x500(D)x16(H)/ 3+1 Shelf

3 EA

Material

Temperature(℃)

Cooling / Heating Method

SUS304

-45 ~ 75

Indirect

Area
(㎡)

kg

Vial
(Qt'y)

Tray (Qt'y)
Size:400x500x40H

1 Shelf

0.2

3

-

1

3 Shelf

2 Shelf

0.4

6

-

2

4 Shelf

Configuration

Configuration

Area
(㎡)

kg

Vial
(Qt'y)

Tray (Qt'y)
Size:400x500x40H

0.6

9

-

3

Assistance

5) Cold Trap Specifications
Dimension (mm)

Capacity (kg)

Φ9.5 x 10m

Material

Temperature(℃)

Cooling Method

Copper

Less than -75 ℃

-

10

6) Refrigeration System Utility
Names of Goods

Maker

Model

Capacity

Refrigeration/Cooling Method

Compressor

Copeland

CR24KQ-TE

2 HP x 2

Cascade System

Condenser

JoongAng

I-025

2.5 HP

Air/Cooling Method

Names of Goods

Maker

Model

Capacity

Ultimate Vacuum Type

Vacuum Pump

BOC Edward

E2M18

416L/min

20 mTorr

Oil Rotary

Booster Pump

N/A

N/A

N/A

N/A

7) Vacuum System Utility

N/A

8) Control System Utility
Item

Method

Model (Maker)

Remark

Controller

P.L.C(P.I.D)

MK-120S (LS Industrial Systems)

Monitoring

Touch Screen

XP-40 (LS Industrial Systems)

Size : 7"

Recorder

Digital Recorder

FX1006

Channel : 6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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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환경
3.1 설치장소
제품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실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
② 환풍이 양호한 곳
③ 먼지가 적은 곳
④ 진동이 없는 곳
⑤ 사용온도 : 5℃ ~ 33℃
⑥ 사용고도 : 2000m 이하
⑦ 사용습도 : 80% 이하 (단, 최대 사용온도가 33℃인 경우는 57%이하에서 사용할 것)
⑧ 공급 전압이 10%이하의 변동을 가진 곳

3.2 설치방법
① 설치는 제품 앞 뒤 간격을 20㎝이상 유지하여 준다.
② 바닥은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하여 준다.
③ 바퀴에 달려있는 바퀴 고정볼트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제품을 고정할 수 있으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제품의 고정을 해체할 수 있다.
④ 제품의 통풍구 앞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⑤ 제품 상부에 돌출 되어 나와있는 파이프에 급수라인을 연결하고 하단에 있는 배수라인을
하수구나 밖으로 배출가능한 곳에 연결하여 준다.
※ 참고 : 급수라인을 연결할 때 일반 내압호스로 연결하여도 된다.
⑥ 제품의 전원은 반드시 해당 전원에 연결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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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 및 접지방법

4.1 전원
① 제품은 380V, 60Hz 3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 반드시 전압 확인 후 사용 한다.
② 차단기는 본 제품에서 제공하는 소비전력에 준하여 선정하여 준다.

4.2 접지방법
①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해야 한다.
② 접지선을 본체와 연결 후 동판에 연결하여 습기 많은 땅속에 25㎝ 이상 깊이로 묻어준다.
※ 주의 : 가스관, 전화선, 피뢰침에는 절대로 접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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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품명칭 및 기능
5.1 일반적인 명칭 및 기능
1) DRYING CHAMBER

2

1
3

번 호

명

칭

기

능

비 고

1

잠금 장치

도어 수동 개폐 장치

2

센서 잭판넬

샘플 온도 측정용 센서 부착 판넬

3

선반

샘플에 냉각 및 가열이 이루어진다.

2) COLD TRAP CHAMBER

1
2

3

번 호

명

칭

기

능

1

챔버 내부

수분 포집

2

진공 파이프

진공 펌프와 연결 챔버 내 공기 흡입

3

배수구

콜드챔버에 포집된 수분을 외부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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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박스

11

12
2

1

13
14
3

4

6

5

7

8
10

15
10

9

번 호

명

칭

기

능

1

메인 차단기

메인 전원 차단장치

2

SMPS

직류전원을 공급

3

1 차 콤프레샤 스위치

1 차 콤프레샤 전원 스위치

4

2 차 콤프레샤 스위치

2 차 콤프레샤 전원 스위치

5

진공펌프 스위치

진공펌프 전원 스위치

6

히터 스위치

히터 전원 스위치

7

순환펌프 스위치

순환펌프 전원 스위치

8

휀 스위치

휀 전원 스위치

9

동력 단자대

각 부위 전원 공급

10

제어 단자대

전선 연결 및 분배

11

전원 차단기

220V 전원공급 / 차단

12

Control PLC

제품에 전체적인 제어

13

릴레이

각 접촉기 및 계기동작

14

진공 PCB

진공도 측정 및 표시

15

SSR

히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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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력계 및 차단 스위치

3

4

5

6

2

2

1

2

번 호

명 칭

기

능

비 고

1

1차 고/저압 스위치

1차 고/저압 제어

2

2차 고/저압 스위치

2차 고/저압 제어

3

공압게이지

공기 압력 체크

4

PRESSUER S/W

팽창탱크 밸브 제어

5

공압스위치

공기 압력 제어

6

차압스위치

순환펌프 압력제어

5) 순환펌프 및 서비스탱크
번 호

1

명

기

능

1

순환펌프 모터

순환펌프의 모터

2

실리콘오일 투입구

실리콘 오일투입 및 공기 제거

3

서비스탱크

실리콘 오일 저장 탱크

비
2

3

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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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공펌프
번 호

명

칭

기

능

1

진공라인 in

진공 INLET 라인

2

진공라인 out

진공 OUTLET 라인

3

오일 주입구

오일 주입

4

진공 펌프

진공 펌프

5

오일 게이지

오일량 체크

6

오일 배출구

오일 교환용 배출구

1
2

3
4

5

비
6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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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컨트롤 ( Control )
조작부의 컨틀롤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명칭에 대한 기능은 아래의 표와 같다. 컨트롤은 PLC 제어로
이루어지며 제품출하시 일신바이오베이스에서 초기 셋팅한다. PLC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짜여지며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기본 작동에 준하여 프로그램 되어 진다.

* CONTROL PANEL의 명칭 및 기능

1

2
3

번 호

조작판의 명칭

기

능

1

터치스크린모니터(XP-40)

기계작동 및 작동상태 모니터링

2

레코더

시료의 온도, 콜드트랩 온도, 선반온도, 진공도 기록

3

POWER

ON, OFF 작동

본 동결건조기는 중대형 모니터링 방식을 채택 터치스크린을 통한 기계의 작동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별도 제공되는 CD에 graph viewer 프로그램이 있다.
* graph Viewer 프로그램 :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CF카드에 저장되어있는 온도그레프를 PC에
이동시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제공되는 CD로 프로그램 설치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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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주요 화면 구성
Main control Page

Monitoring Page

Drying Process setting Page

Drying Process saving Page

1) Main control Page: 주 운전 창으로서 건조 Process 를 진행 할 수 있다.
2) Monitoring Page: 진행 과정을 Monitoring 하는 창이다. 기기 운전자 이외의 외부인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Monitoring 해제시 password 를 입력해야 한다.
3)

Drying Process setting Page: Drying Process 의 시간과 진공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4)

Drying Process saving Page: Drying Process 의 시간과 진공도를 설정/저장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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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각 화면 별 상세 버튼 설명
5.2.2.1 Intro Page

Intro Page

1

1) Fig. 에서 을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속성창이 발생하고 이동버튼을 누르면 password

pad 가 생성된다.

2) 이때 password 를 입력한 후 enter 를 누르고 ‘이동’ 키를 누르면 주 운전창인 Main control Page 로
이동한다. (공장 초기값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password 입력 없이 이동키로서
화면이동이 가능하다.
3) password 설정의 경우 password 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4 -

ilShin Bio Base

Lyoph-Pride10 (XXX) 사용설명서

5.2.2.2 Main control Page
Main control Page
1

2

4

3

2
5

1) 건조를 시작하기 위한 창으로서

#1.은 건조부의 기능창 이며 #2.는 건조 후의 기능창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3.은 알람 및 알람 정지버튼으로서 알람 발생시 STOP 버튼을 이용하여
부저음를 정지할 수 있다.
* Lyoph-Pride 의 일반적인 건조 Process 는 다음과 같다.
선반냉동 (Pre-Freezing) > 트랩냉동(Cold trap Freezing) > 진 공(Vacuum) > 선반가열(Drying) >
건조 종료(End of Drying) > 진공해체(Vent) > 제상(Defrost) > 배수(draining)
2) Lyoph-Pride 의 건조 시 동작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
2-1) 수동의 경우:

이후 건조 종료 시에는 역순으로 버튼을 누르며 가동을 정지 시킨다.
2-2) 자동의 경우:
건조 종료

3) 건조 시 과부하 또는 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

이 경우 알람 버튼을 누르면 Alarm Message contents 화면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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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larm Message contents

1

3

2

경보 시에는 우선

확인하고

CLS

버튼을 눌러 부저음을 제거 한 후

버튼을 눌러 알람 이력을 제거하도록 한다.(#1) 이 후

운전화면으로 복귀한다. (#2)

*

#3 은 현재 진행 중인 선반 가열 프로그램과 진행 상황를 보여주는 창이다.

4) Monitor 버튼을 누르면 화면은 모니터링 전용 화면으로 전환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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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Monitoring Page
Drying Process setting Page

1

1) Main Page 에서 을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속성창이 발생하고 이동버튼을 누르면

password pad 가 생성된다.

2) 이때 password 를 입력한 후 enter 를 누르고 ‘이동’ 키를 누르면 주 운전창인 Main control Page
로 이동한다. (공장 초기값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password 입력 없이 이동키로서
화면이동이 가능하다.)
3) password

설정의 경우 password 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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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Drying Process setting Page
Drying Process setting Page

1) Drying Process setting 은 건조물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용을 기본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조작하도록 한다.

2) Drying Process Program은 총 3개의 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하고 건조물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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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설정법
① 먼저, 원하는 온도 설정 값과 시간표를 작성한다.
<예제-표> ‘진행시간’ 항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 SV )가 얼마만큼 시간이 경과 되었는지를 표시해준다.

설정온도

SV1

SV2

SV3

SV4

SV5

SV6

SV7

SV8

SV9

SV10

온도(℃)

-40

-20

-20

-10

-10

0

0

20

20

20

시간(min)

60

60

180

60

180

60

240

240

9999

9999

진행시간(min)

60

60

80

60

124

0

0

0

0

0

<예제-그래프> 각 단계( SV )에는 다음 단계에 설정된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설정하게 된다.

① 스탭번호1 : 임의의 온도(-40℃)에서 -4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③ 스탭번호2 : -40℃에서 -20℃로 온도가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④ 스탭번호3 : -20℃에서 -2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180분(3시간)으로 설정함.
⑤ 스탭번호4 : -20℃에서 -10℃로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⑥ 스탭번호5 : -10℃에서 -1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180분(3시간)으로 설정함.
⑦ 스탭번호6 : -10℃에서 0℃로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⑧ 스탭번호7 : 0℃에서 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240분(4시간)으로 설정함.
⑨ 스탭번호8 : 0℃에서 20℃로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40분(4시간)으로 설정함.
⑩ 스탭번호9 : 20℃에서 2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9999분(온도유지를 목적으로 입력)으로 설정함.
⑪ 스탭번호10 : 20℃에서 2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9999분(온도유지를 목적으로 입력)으로 설정함.

※총 프로그램 단계는 10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최종 스탭의 시간은 온도유지를 목적으로
장시간으로 설정하되 시료온도를 보고 건조종료 확인 후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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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low Chart
전체적인 기계 작동은 아래의 흐름도와 같다.

장비점검

선반냉각 및
예비동결

동결건조기 및 기계실, 컨트롤 장비 점검

샘플 투입 후 샘플 동결 (-40℃이하 1시간 이상)

Cold trap
냉각

콜드트랩 온도 냉각 (-50℃ 이하)

동결건조

진공 및 선반온도 제어에 의한 건조 시작

시작

동결건조
종료
건조기 종료

샘플의 온도와 선반의 온도의 일치에 의한 건조 종료

진공, 콘덴서, 선반동작의 종료

제상 작업

제상 Hot Gas 투입에 의한 제상 작업

장비점검 및
청소

다음 공정을 위한 장비의 점검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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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계작동
7.1 장비점검
본 동결건조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비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장비의 점검은 다음과 같이한다.

동결건조기 점검

① 전원이 켜졌을 경우 모든 계기판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② 건조기 및 기계실 주변에 기름의 누유 여부를 확인한다.
③ 가스가 세어 나오는 소리나 에어가 세어나는 소리가 나지 않은지 확인한다.
④ 동결건조기의 도어를 열었을 경우 동작은 원활한지 확인한다.
⑤ 선반에 이물질이나 냄새가 나는지 확인한다.
⑥ 도어 패킹에 흠집이나 구멍이 있는지 확인한다.
⑦ 콜드트랩의 청소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콜드 트랩 내에 수분이 다량으로 있으면 건조 시 콜드트랩
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기타 동결건조기의 상태가 양호한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7.2 선반냉각 및 예비동결
선반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스크린상의 예비동결 버튼을 한번 누른다. 예비동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냉동 시스템이 작동하여 선반을 냉각시킨다. 선반 냉동 및 예비 동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챔버 내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선반을 냉각시키면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① KEY Switch를 오른쪽(시계방향)으로 90°돌려 ON 자리로 돌린다.
② ‘운전선택’ 에서 수동을 누른 후 예비동결 버튼을 누른다. (버튼이 점등됨)

③ 샘플(건조물)을 넣는다.
④ 샘플(건조물)에 센서를 부착한다. 센서는 열전대로서 극성이 있다. 센서 홈에 맞게 꽂은 후 온도가
정상적으로 읽혀지는지 확인한다. 센서의 끝부분은 샘플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선반의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 하면 예비 동결 지속시간을 건조물에 맞게 유지 시킨다. 일반적으로
3시간 이상 유지시킨다.

- 21 -

ilShin Bio Base

Lyoph-Pride10 (XXX) 사용설명서

예비동결과정 주변상황
① 예비동결 버튼을 누르면 1차, 2차 COMP. 가 점등된다.
② 진공(VACUUM)의 숫자가

999mTorr로 나타난다.

③ 순환 펌프에 램프가 들어온다.

선반온도 이상 시 조치사항
- 선반의 온도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다.

현상
① 선반의 온도가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
② 선반냉각을 작동하였는데 선반의 온도가 정상 작동 온도 보다 늦게 낮아지는 것 같다.
③ 도어를 열어보았을 경우 선반에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④ 작동 시작 후 온도 변화가 없다.

조치
① 작동중인 예비동결 버튼을 1 회 눌러 작동을 멈춘다.
② 커버를 연다.
③ 펌프 입․출구 밸브 두 개를 모두 잠근다.
④ 밸브 하단 부의 두 개의 스트레이너가 있는데 안쪽의 펌프 입구 스트레이너를 공구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 연다. 이때 브라인(냉매)가 나오므로 용기로 받쳐들고 작업한다.
⑤ 볼트를 풀면 안에 원통형의 망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아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다.
⑥ 제거 후 원래 상태로 조립한다.
⑦ 밸브를 연다.
⑧ 예비동결 버튼을 눌러 작동하여 본다.
⑨ 동작이 원활히 되면 스트레이너의 망에 이물질이 있어 냉매 순환이 안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한 후에도 이상이 있을 경우 A/S 를 신청한다.

* 선반의 온도의 이상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냉동 시스템(컴프레서)에서의 고장, 가스 누출,
브라인(2차냉매)의 부족, 필터 막힘, 순환 펌프의 고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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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동결건조 ( Freeze Drying )
예비동결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콜드 트랩의 온도를 낮추고 진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조가 되
는 동결건조 과정이다. 동결건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한 예비 동결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한다. 즉, 샘플 온도가 -40℃이하로 3시간 이상 동결되어 있
는지 확인한다.
② 확인 후 예비냉각.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 트랩냉동 버튼을 누른다.

③ 트랩 냉동 버튼을 누르면 트랩의 온도가 하강되기 시작한다.
④ 트랩 냉동 의 온도가 -50℃이하가 되면 진공 버튼을 누른다.

⑤ 진공 버튼과 선반가열 버튼을 누르면 설정한 프로그램에 맞추어 진공도가 하강되며,
동결된 샘플은 승화과정을 거쳐 건조되기 시작한다..
* 선반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콜드트랩의 온도, 선반의 온도,
진공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샘플의 종류에 맞추어 안정적이게 진행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 동결건조의 완료
동결 건조과정에서 샘플의 건조과정의 확인은 샘플들의 온도로서 확인 가능하다. 즉 샘플의 온도 시료의
온도. 1, 2, 3, 번과 선반의 4번의 온도가 같아서 온도변화가 없어야 한다. 즉 같은 온도 상태로 온도 변화도가
평행하면 건조가 완료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샘플의 종류 및 센서의 위치 상태 등의 요인에 따라 1, 2, 3
번의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샘플의 온도와 선반의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샘플 및 선반의 온도
차가 큰 차이가 아닌 상태에서 각각 최종 프로그램 설정 온도에서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을 1시간 정도 유지하
고 있다면 건조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 하면 된다. 동결건조 완료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모니터(touch screen. HEAT PROGRAM)의 최종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지 확인한다.
② 선반의 온도를 확인한다. 즉, 모니터 온도와 기록계의 온도를 확인 비교한다.
③ 샘플의 온도를 확인한다. 즉, 시료. 1, 2, 3의 온도가 선반 4의 온도와 같은지 확인한다.
④ 샘플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선반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면 건조
는 완료 되지 않았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위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⑤ 샘플의 온도가 일정하게 1시간 이상 유지하였다면 다음 단계의 과정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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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조기의 종료

① 선반가열 버튼을 누른다.

② 진공 버튼을 누른다.

③ 트랩 냉동 버튼을 누른다.

④ 예비동결 버튼을 누른다.

⑤ 진공 동결 건조기가 멈춘다.

⑥ 수동 버튼을 누른다.

⑦ 진공해체 버튼을 누른다.
⑧ 도어를 연다.
⑨ 센서를 뺀다.
⑩ 트레이를 이용하여 건조물을 빼낸다.
* 자동 시에는 자동 버튼을 누르면 기기가 전체 멈추며 이때 진공 해체 버튼을 누른 후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7.6 제상 작업
① 다음 건조 작업을 위해 제상 버튼을 누른다. 제상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트랩 드레인
밸브가 점등된다.
Hot Gas에 의해 응축기에 포집된 성에를 녹이기 시작한다. 녹은 성에는 배출라인을 통해
자동으로 배출된다.

② 성에를 완전히 녹인 후 제상 버튼을 1회 누른다. 제상 버튼 램프에 불이 꺼지며 투입되던
Hot Gas의 공급이 정지된다.

③ DRYING CHAMBER나 COLD CHAMBER내에 남아 있는 잔류수분을 닦고 깨끗이 보관하는 것이
다음 건조를 위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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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장비점검 및 청소
① 다음 건조 작업을 위해 선반의 청소 및 콜드트랩의 청소를 한다.

② 레코더 CF카드의 기록량이 다음 건조 시 충분한지 점검한다.

③ 건조과정시 이상유무의 기록을 남겨 다음 건조에 참조할 수 있게 한다.

④ 기계실 주변에 기름 누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서비스탱크의 실리콘 오일량이 충분한지 점검한다.(1/2 ~ 2/3)

⑥ 진공펌프라인의 Exhaust Filter 주변이 깨끗한지 점검한다. 기름이 새어 나오거나 다량의 기름이 있을
경우 및 황색으로 변색되어 있으면 Filter를 교환한다.

⑦ 진공펌프 오일이 충분한지 확인하며 깨끗한지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변색되어 있다면 오일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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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액세서리
8.1 부품의 명칭(MODEL : E2M18)

8.2 오일 교환 시기와 오일 교환 방법
▶ 진공 펌프 오일 교환은 자동차 엔진 오일을 일정한 몇Km 주행마다 교환하듯이 진공펌프 오일교환도
일정한 사용 시간이 경과하면 교환하여 펌프 운전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 오일 교환 시기는 진공 펌프 정면에 있는 오일레벨게이지(OIL LEVEL GAUGE)를 보시고 맑고 투명한
색이 아닌 탁하고 황색 색깔을 띄면 교환 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시료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 가동시간 700~1000 시간마다 교환하시는 것이 좋다. (2개월 마다)

▶ 오일 교환 방법
1 단계 : 폐 오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여 오일 드레인 밸브(OIL DRAINAGE VALVE)를
연 다음 오일게이지를 확인하면서 오일을 완전히 빼낸다.
2 단계 : 폐 오일을 완전히 뺐으면 오일 드레인 밸브를 닫고 오일 주입플러그를 열고 주입구를
통해 새 오일을 보충하여 준다.
3 단계 : 오일주입양은 오일레벨게이지를 보면서 레벨게이지의 윗 선에 맞춰 채워준다.
4 단계 : 오일 주입이 모두 끝나면 펌프오일 주입플러그를 오른쪽(시계방향)으로 돌려 플러그를
꼭 조여 준다.
5 단계 : 오일교환이 끝나면 폐 오일은 수거하여 처리하고 제품을 깨끗이 유지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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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이그제스트 휠터의 엘레멘트 여과기 교환 시기와 방법
▶ 엘레멘트 여과기 교환시기는 진공 PUMP 작동 중 메케한 연기가 배출되거나 엘레멘트 휠터 밖으로
오일이 다량으로 배출될 때 교환하여야 한다.
※참고 : 엘레멘트 여과기를 교환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교환 직후에도 계속 메케한 연기와 오일이 배출될
때에는 진공라인 어느 부분에 새고 있거나 진공 펌프의 밸라스트 밸브가 너무 열려있는 경우이다.
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찾아서 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밸라스트 밸브가 너무 열린 경우에는
메케한 연기가 멈출 때까지 밸브를 잠근다.

▶ 엘레멘트 여과기 교환 방법
1 단계 : 배기관과 필터하우징을 고정하고 있는 클램프카바의 볼트를 반 시계 방향으로 돌려
필터하우징을 분리한다.(사진1,2 참고)
2 단계 : 필터하우징을 양쪽으로 잡고 살짝 누른 뒤 ON방향으로 돌려 분리한다.(사진3. 참고)
3 단계 : 엘레멘트 여과기를 빼낸 후 새로운 엘레멘트 여과기를 넣어 준다. 이때, 여과기 양쪽에
고무패킹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사진4. 참고)
4 단계 : 필터하우징 안에 엘레멘트 여과기 -> 덮개 -> 스프링 순으로 넣고 하우징을 덮고
OFF방향으로 돌려 조립한다.(사진3,4 참고)
5 단계 : 진공펌프의 배기관 스텐패롤과 필터하우징 사이에 센터링을 삽입한 후 클램프카바의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조여 조립해 준다. 이때 반드시 엘레멘트 여과기가 있는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한다.

사진1. 필터하우징

사진2. 클램프카바

사진3. 방향 표시

사진4. 엘레멘트여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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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결건조 시 주의사항
▶ 동결건조는 동결된 수분을 진공상태에서 승화시켜 건조를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료는 확실히 동결
되어야 합니다. 동결 시에는 되도록이면 급속동결하기를 권장합니다.

▶ 시료를 건조하기 전에 건조실과 수분 포집실에 수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깨끗한 수
건이나 가재로 닦아 냅니다.

▶ 진공펌프의 진공오일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충하거나 교환하여 건
조를 수행하여 주십시오. 진공오일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일과 같지 않으므로 구입처에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도가 짙은 액상의 시료를 건조할 때는 초기에 지나치게 온도를 고온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료 바닥에서 시료가 녹아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공펌프의 보호를 위해 제품의 건조용량보다 많은 시료를 건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건조완료 후 다음 시료의 보호를 위해 건조실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결건조과정은 동결된 시료의 표면온도, 시료 두께, 응축기 온도, 진공도, 시료의 공융점
(eutectic point), 시료의 농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효율적인 동결건조를 위해서는 위의
영향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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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비스
10.1 기간별 점검사항
평소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유지/점검이 필요하다. 다
음과 같은 유지 및 점검사항을 하여 준다.

기 간

유지 및 점검사항

진공펌프오일의 양과 상태를 확인하여 준다. 만일 오일의 양이 작다면 더
1주일

보충하여 주시고 오일의 상태를 관찰하여 오일에 과도한 수분이 포함되어 있

(Weekly)

다면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오일교환에 필요한 정보는 진공펌프란을 참
고한다.

1. 고무성분의 메니폴더, 실리콘가스켓 등은 주위환경에 따라 경화, 성능 저
하, 찢어짐 등이 발생하여 진공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무재
1개월
(Monthly)

질은 매월 체크하여 준다.
2. 냉동시스템이 공냉식 응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응축기의 전면에 쌓인 먼지
를 제거하여 준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통풍량의 감소로 인하여 시스템의 효
율이 저하됨으로 반드시 제거하셔야 한다.(주위공기의 먼지량이 많은 경우)
3. 주간 점검사항을 모두 체크하여 준다.

1. 냉동시스템이 공냉식 응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응축기의 전면에 쌓인 먼지
6개월
(Semi-annually)

를 제거하여 준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통풍량의 감소로 인하여 시스템의 효
율이 저하됨으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주위공기의 먼지량이 적은 경우)
2. 월간 점검사항을 모두 체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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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고장의 원인과 대책

원 인

대 책

① 제품 전원에 전압이 불규칙할 경우

▶모델별 제품은 권장 전압은 380V 3상입니다.

▶전압이 불규칙한 곳에서 사용하실 때 반드

이 전압을 벗어날 경우에는 압축기의 효율이 급격 시 Voltage Booster를 사용한다.
히 저하되며 때로는 가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② 제품 주위 온도가 30℃이상일 경우

▶본 제품주위 온도가 30℃이상이 되면 콘덴서
(응축기)에서 식혀줄 수 있는 한계점을 초과하여
압축기 고장의 원인이 된다.

▶제품주위의 온도가 28℃이상이면 환풍구
및 창문을 열어서 외부와 통풍이 잘되게 한
다.
▶에어컨을 가동하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된다.

③ 제품 주위의 온도가 0℃이하일 경우

▶제품주위의 온도가 0℃이하가 되면 압축기와

▶제품주위의 온도가 0℃이하가 되면 각종

진공펌프 내부의 오일이 응고현상이 일어나서

난방기구를 가동하시어 제품주위의 온도를

압축기와 진공펌프 가동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소한 5℃이상이 되게 유지시켜 준다.

▶제품주위의 온도가0℃ 이하가 되면 각종 전자
부품들이 오작동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④ 제품 주위에 습도가 높을 경우

▶제품주위에 습도가 높거나 물기가 많으면 각
종 전자제품에 고장을 초래하며 누전 및 합선의
원인이 된다.

▶제품주위의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환풍기
를 작동하거나 창문 등을 열어서 제품 주위
를 통풍시켜 준다.
▶제습기를 가동하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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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진공펌프 점검사항 및 응급조치
가. 일일 점검 사항

No.

점검사항

유량계를 통하여 적정눈금위치인가 확인한다.

1

오일량

2

오일 상태

3

4

점검내용

⇒표시 눈금 사이에 유면 위치
오일 색깔이 혼탁하고 갈색을 띠는 경우 혹은 부유물 및 수분
발견 시 교환하여야 한다.

갑작스런 소음 혹은 진동 Oil의 양과 색깔을 확인하고 전원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재시
발생

동합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A/S 필요로 한다.
Oil 박스에서 열 발생할 경우 상태를 확인한다.

Oil 박스의 열 체크

(하절기에 65℃±7℃이면 정상입니다.)

나. 사용시 응급조치

No.

이상증상

확인 및 조치사항
①전원 확인 후 전원 연결부위가 느슨한지 확인한다.

1

모터가 큰 소리를 내면

②펌프내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낀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이물

서 회전하지 않는다.

질이 낀 경우나 들어간 경우에는 분해해서 이물질을 제거한
다.)

갑자기 소음이 증가하
2

고

PUMP온도가

올라

간다.

①펌프 배기관에 이물질이 꼈나 확인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진공라인의 Leak 여부를 검사한다.
③진공라인의 모든 밸브 상태를 점검한다.(열려있는 밸브가 있
으면 잠그고 재가동한다.)
①오일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유면계를 확인한다.
②연결된 장비 중 Leak가 발생되는 장비는 없는가 확인한다.

3

갑작스런 진공도 저하

펌프의 흡기구를 막은 후 펌프의 진공도를 조사한다. 이때 진
공도가 유지된다면, 연결 장비쪽의 Leak가 원인이다.
③펌프의 Ballast가 잠겨져 있는가 확인한다.

4

모터는 도는데 진공이
안 되는 경우

①모터와 펌프의 연결 Coupler를 검사한다.
②모터와 펌프 Coupler의 Key 및 Set Screw가 제대로 유지되
고 있는 상태인가 여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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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공펌프의 고장원인

No.

1

고장원인
오일의 수분 다량 흡
입

고장상태
① Oil의 열화로 진공도 저하(원인:증기압 상승)
② 금속부위 심각한 부식으로 펌프 손상(예:스프링파손, 베어링부
및 저널부위 부식)
① 펌프내 부식 급속히 진행

2

산성 성분 유입

② Oil의 화학적 변질로 인한 진공기능 상실
③ Sealant 파손으로 오일 누유

3

반응 가스 흡입

4

분체 고형물 흡입

① 상기 “2”상황 발생
② 오일과의 반응으로 침전물 발생 ->펌프 손상
① 펌프 막힘
② 펌프 운전 불능
① 오일 열화 ->펌핑능력 저하

5

고온분위기 운전

② 오일 고착 ->모터부하증가로 모터 burning
③ Sealant 파손으로 오일 누유
① 오일 소모량 증대 ->오일 부족

6

고압(10Torr)에서

② 오일 산화 ->진공기능 저하

한시간 이상 운전

③ 펌프마모화 증대
④ 오일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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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서비스 의뢰
※ 서비스 의뢰 전에 소비자님께서 점검하여 주십시오.

①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②



모델별로 전원사양이 틀리니 전원 공급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전원 플러그 연결이 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작동순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냉각되지 않아요!



열이 나는 것이 가깝게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응축기 공기 흡입구가 먼지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공냉식)



한번에 많은 시료를 건조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시료의 예비 동결이 부족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작동순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진공 상태가 되질 않아요!



진공 펌프가 가동되는지 확인하세요.



진공 펌프의 오일 교환 시기가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드레인 밸브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진공 밸브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시료의 예비 동결이 부족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작동순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④ 제품바닥에 기름이 많이 있습니까?



진공펌프 작동 중에는 진공펌프의 기체 배출구 쪽으로 다소의 오일이 같이
흘러나옵니다.
(조치 : 진공펌프 상단부에 있는 이그제스트 필터의 엘레멘트를 교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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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음과 이상한 소리가 나요!



설치 바닥이 평평한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압축기 작동 소음인지 확인하세요.
* 본 제품의 압축기 작동 소음은 가정용 냉장고 압축기 소음보다는 다소 큰 소음이
납니다.



제품의 진공펌프 작동 소음인지 확인하세요.
* 평소 진공펌프 작동 소음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3가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1. 진공펌프 고정 볼트의 풀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조치 : 볼트의 조임이 풀려있을 경우 흔들림이 없도록 조여주세요.
2. 진공배관이나 밸브 또는 드레인 밸브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주세요.
- 조치 : 열려 있으면 닫아 주세요.
3. 진공펌프 상단에 있는 밸라스트 밸브가 너무 열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조치 : 너무 열려 있으면 오른쪽(시계방향)으로 약간 돌려주세요.



“줄줄줄”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까?
* 본 제품은 많은 냉매 배관이 내장되어 냉매가 흐르는 소리이므로 고장이 아닙니다.



작동 버튼을 누를 때 “딱” 하는 소리가 납니까?



본 제품의 전기 작동은 마그네트 릴레이 방식이므로 작동할 때 “딱” 하는 소음이 발생
됩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⑥ 이상한 냄새가 납니까?



진공펌프 작동중에 냄새가 날 경우에는 아래 3가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1. 전번 실험중에 시료의 분비물이 진공펌프와 희석되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치 : 진공펌프의 오일 교환을 하여 주십시오.
2. 진공펌프의 밸라스트 밸브가 너무 열려 있거나 진공라인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치 : 밸라스트 밸브를 오른쪽(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닫아 주시고 진공
라인의 새는 곳은 막아 주십시오.
3. 진공펌프 상단에 있는 이그제스트 필터의 엘레멘트를 교환할 시기입니다.
- 조치 : 이그제스트 필터의 엘레멘트를 교환하세요.

- 34 -

ilShin Bio Base

Lyoph-Pride10 (XXX) 사용설명서

제 품 명

진공동결건조기

모 델 명

Lyoph-Pride10 (XXX)

제품 번호

PA3007

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2년간 ( 단, 진공펌프의 A/S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상 호
고
객

연락처
주 소
판

상 호

주식회사 일신바이오베이스

매

연락처

031-867-1384

처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548번길 84 (상패동)

본 제품은 기획제정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정당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교환, 수리,
환불해 드립니다.

(주)일신바이오베이스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일 구입하신 제품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당사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하시고 본 증서를
제시하시면 아래와 같은 보증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 보증규정 1. 제품을 구입하신 날로부터 무상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2. 단 제품보증기간 이내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서비스료와 부품비를 당사 기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여 받습니다.
1) 고객의 취급부주의 및 조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2) 당사 지정 수리요원 이외의 제3자가 수리하였거나 부당한 수리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파손
3) 사용전원에 장애로 인한 고장 및 파손
4) 당사 지정 소모품 및 소모성 부품 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이나 파손
5)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파손
6) 보증서의 제시가 없을 경우
3. 보증기간 외의 수리
보증기간 경과후의 수리 요청시에는 수리비와는 별도로 소정의“기계점검 출장료”를 받습니다.
4. 본 보증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한“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5. 본 보증서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기타 1. 본 제품의 사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은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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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548 번길 84(상패동)
☞ 서비스센터
TEL : (070)4354-3907
TEL : (031) 867-1384

FAX : (070) 7950-3911

서울지사 TEL : (02)491-1328

FAX : (070) 7950-3911

FAX : (02)491-1329
☞ 긴급출동반

수원지사 TEL : (031)415-7261 FAX : (031)415-7263
대전지사 TEL : (042)824-1145 FAX : (042)824-1147

H.P : 010-3078-9993 (서 울 )
010-9052-8397 (수 원)
010-5419-0937 (대 전 )

호남지사 TEL : (062)951-8010 FAX : (062)951-8011
영남지사 TEL : (070)4354-3977 FAX : (070)7950-3941
제주대리점 TEL : (064)721-7749 FAX : (064)721-7753

010-6692-2489 (호 남 )
010-3078-9904(영 남 )

☞ INTERNET : www.1sbb.com

* 본 제품의 사양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전화문의 바랍니다 *

Lyoph-Pride
20Kg / Batch
(Instruction Manual)
Issue date: 01.Ma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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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결 건조

1.1 동결 건조와 적용범위
많은 물질들은 안정적인 저장과 수송을 위해 건조 시 잔여 수분이 2% W/W 또는 그 이하로 유지
되어야 한다. LYOPHILIZATION 또는 FREEZE DRYING 이라 불리는 동결건조는 액체 상태로 건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 동결 건조란 건조의 한 종류로, 물질을 동결시키고,
WATER VAPOR의 부분압을 낮춤으로써 얼음을 직접 증기로 만드는 승화에 의해 얻어진다. 여기서 부분압
을 낮춘다는 의미는 물의 3중점 이하로 압력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6 mbar or 4.6 Torr). 낮은 압력하
에서 얼음의 형태를 가지는 수분은 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액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WATER
VAPOR로 직접 승화한다. 승화된 얼음 결정체들은 공간을 남기기 때문에, 건조된 물질은 무수히 많은 틈
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분 흡수가 용이해 재수화 (RE-HYDRATION) 시 완전하게 RE-SOLUTION된다. 동
결 건조의 이러한 고유 성질은 “용매를 잘 흡수한다”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되어 "LYOPHILIZATION"으로
명명되어 쓰인다. 물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들은 얼음 결정체에 의해 승화 건조 과정 동안 고정되어 유지
되며 건조된 물질의 형태는 대체로 젖은 물질의 얼려진 형태와 같고 SKIN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으로의
분자 이동이 줄어든다. 낮은 온도에서의 건조는 손상을 최소화 시키고, 휘발성의 구성 성분을 고정시키기
때문이다. 젖은 물질이 최종 포장 용기 속에 담겨지기 바로 전 멸균 여과 될 수 있고 미립자와 박테리아
오염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결건조는 특히 주사제 생산에 유용하다.

동결건조는 크게 1차건조(승화)와 2차건조(탈습)의 구간을 거쳐 완성되는데 수분은 주로 1차 건
조 구간에서 제거되지만 2차 건조 구간에 따라 건조 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결건조장치의 일반적
인 구성을 살펴보면 건조실, 열판, 수분포집실, 냉동장치, 진공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가열판으로부터 에
너지가 공급되며, 건조로부터 발생한 수증기가 응축기에 동결 포집되며 진공펌프에 의해 건조실이 진공상
태로 유지된다. 동결건조의 목적은 수용성의 물질이며 후에 물을 가하면 원래 상태와 동일 특성을 갖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화학적 다른 성분들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동결건조
를 통해서 생물학적 기초가 되는 조직 추출물 박테리아 백신 혈청 같은 물질의 건조물을 얻게 된다. 따라
서, 동결건조는 민감한 조직과 조직 성분들의 생물학적 특성 보존을 위한 가장 세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약, 목재, 화공, 식품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의약용 동결건조기는 주로 항생물질, 박
테리아, 혈청, 백신, 검사약물, 단백질을 포함하는 생명공학제품들 세포, 섬유, 화학 제품들이 있으며 주로
VIAL 또는 AMPULE 상태로 건조가 이루어진다. 목재용 동결건조기는 육상 및 해양박물관에 사용되는 목
재를 건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유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용 동결 건조기
는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건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보관,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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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건조의 장점과 단점
* 장점

a) 열에 민감한 물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비활성화한다.
b) 수분의 침투가 용이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구조 형성
c) 정밀하고 깨끗한 충진 가능.
d) 빠르고 완벽한 재수화(Re-hydration) 가능 등

* 단점

a) 고가의 장비이다. (다른 건조 방법에 비해3배 이상)
b) 높은 에너지 비용(다른 건조 방법에 비해2-3배 이상)
c) 긴 공정시간(보통 24시간 이상의 건조사이클을 거치나 줄일 수 있다. )

* 동결건조는 다음과 같이 제품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

▶

불안정할 때

▶

열에 민감할 때

▶

초소의 소립자가 필요할 때

▶

정밀한 충진이 필요할 때

▶

빠르고 완전한 재수화가 필요할 때

▶

제품이 비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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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듸로’ 동결건조기의 특징
1. 기본 사양
1) 진공펌프 보호장치가 장착된 진공펌프를 포함하는 동결건조기 :
진공펌프 보호장치를 응축기와 진공펌프 사이에 설치하여 응축되지 않은 수증기의 유입을
억제하여 진공펌프를 보호하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간접 가열 · 냉각 방식 :
선반온도는 -40℃~ +80℃로 저온·중온·고온건조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직접 가열·냉각방식이 아닌
실리콘오일을 이용한 간접가열·냉각 방식이므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정밀한 온도제어가 가능하다.
3) 오일 역류 방지 장치 :
전원 차단 시 오일의 역류를 방지하여 오일로부터 건조물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 Vacuum Backfilling System :
건조 후 시료의 영구 보존에 있어 시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Backfilling System 기능으로
정화공기 및 질소를 쉽게 투입시켜 시료를 보호한다.
5) 모니터링 시스템 :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이 매우 편리하며 간단한 기능키를 이용 건조기의 모든 공정을
Control 할 수 있다. 또한 건조 진행 전 상황을 작업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2. 주문 사양
1) 멸균 시스템(SIP) :
건조 전 시료의 보호를 위하여 챔버내를 121℃이상, 20분 이상의 조건하에서 스팀 멸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챔버내의 균을 제거하는 기능이다.
2) Stoppering System(UP, DOWN) :
건조 후 시료를 진공상태에서 밀봉하기 위한 장치로서 바이엘을 사용할 때 바이엘의 마개를
GAS(질소, 알곤 등) 투입한 상태에서 밀봉하고 다시 선반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기능이다.
3) 세척 시스템(CIP) :
건조 후 건조실 내부에 노즐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 건조실 내부의 선반 및 챔버내의 이물질을
제거,세척하는 기능이다
4) 챔버 중간 차단장치 :
건조실의

샘플

보호를

위한

드라이

챔버와

콜드트랩챔버의

중간에

도관을

버터플라이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제약용 및 의약용 등의 중요 제품 생산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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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및 사양
2.1 Lyoph-Pride 20 규격 및 사양
1) Electrical Requirement
380V, 50Hz/60Hz, 3PH, 9Kw (220V, 50Hz/60Hz, 3PH, 9Kw)
2) Ice Capacity
Type

Ice Holding Capacity(ℓ(kg)/Batch)

Bulk

Sample of Weight

20kg

24kg

3) Chamber and Door Specifications
Chamber

Type

Drying Chamber

Rectangle Chamber

Cold Chamber

Circle Chamber

Dimension

Material

Thickness

Door Lock Device

448W x 611H x666D

SUS304

4

Manual (Swing Clamp)

Φ385 x 655L

SUS304

1.5

Manual (Swing Clamp)

4) Shelf Specifications
Dimension(mm)

Capacity (Qt'y)

400(W)x500(D)x16(H)/ 6+1 Shelf
Area
(㎡)

1 Shelf

6 EA

Material

Temperature(℃)

SUS304

ㅡ45 ~ 75

kg

Vial
(Qt'y)

Tray (Qt'y)

0.2

4

-

1

2 Shelf

0.4

8

-

3 Shelf

0.6

12

4 Shelf

0.8

16

Configuration

Area
(㎡)

5 Shelf

2

6 Shelf

-

3

7 Shelf

-

4

Configuration

Cooling / Heating Method
Indirect

kg

Vial
(Qt'y)

Tray (Qt'y)

1

20

-

5

1.2

24

-

6
Assistance

5) Cold Trap Specifications
Dimension (mm)

Capacity (kg)

Φ9.5 x 22m

20

Material

Temperature(℃)

Copper

Less than -75 ℃

Cooling Method
-

6) Refrigeration System Utility
Names of Goods

Maker

Compressor

Copeland

Condenser

JoongAng

Names of Goods

Model

Capacity

Refrigeration/Cooling Method

3 HP x 2

Cascade System

I-040

4 HP

Air/Cooling Method

Maker

Model

Capacity

Ultimate Vacuum Type

Vacuum Pump

BOC Edward

E2M28

648L/min

20 mTorr

Oil Rotary

Booster Pump

N/A

N/A

N/A

N/A

N/A

CR37KQ-030

7) Vacuum System Utility

8) Control System Utility
Item

Method

Model (Maker)

Remark

Controller

P.L.C(P.I.D)

Master-K120S (LS Industrial Systems)

Monitoring

Touch Screen

XP-40 (LS Industrial Systems)

Recorder

Digital Recorder

FX1006

Size : 7"
Channel : 6 CH

JY KIM, C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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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환경
3.1 설치장소
제품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실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
② 환풍이 양호한 곳
③ 먼지가 적은 곳
④ 진동이 없는 곳
⑤ 사용온도 : 5℃ ~ 33℃
⑥ 사용고도 : 2000m 이하
⑦ 사용습도 : 80% 이하 (단, 최대 사용온도가 33℃인 경우는 57%이하에서 사용할 것)
⑧ 공급 전압이 10%이하의 변동을 가진 곳

3.2 설치방법
① 설치는 제품 앞 뒤 간격을 20㎝이상 유지하여 준다.
② 바닥은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하여 준다.
③ 바퀴에 달려있는 바퀴 고정볼트를 반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제품을 고정할 수 있으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제품의 고정을 해체할 수 있다.
④ 제품의 통풍구 앞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⑤ 제품 상부에 돌출 되어 나와있는 파이프에 급수라인을 연결하고 하단에 있는 배수라인을
하수구나 밖으로 배출 가능한 곳에 연결하여 준다.
※ 참고 : 급수라인을 연결할 때 일반 내압호스로 연결하여도 된다.
⑥ 제품의 전원은 반드시 해당 전원에 연결하여 준다.

-6-

ilShin Bio Base

Lyoph-Pride20 (XXX) 사용설명서

4. 전원 및 접지방법

4.1 전원
① 제품은 380V, 60Hz 3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 반드시 전압 확인 후 사용 한다.
② 차단기는 본 제품에서 제공하는 소비전력에 준하여 선정하여 준다.

4.2 접지방법
①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해야 한다.
② 접지선을 본체와 연결 후 동판에 연결하여 습기 많은 땅속에 25㎝ 이상 깊이로 묻어준다.
※ 주의 : 가스관, 전화선, 피뢰침에는 절대로 접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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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품명칭 및 기능
5.1 일반적인 명칭 및 기능
1) DRYING CHAMBER

2

1

3

번 호

명

칭

기

능

1

잠금 장치

도어 개폐 장치

2

센서 잭판넬

샘플 온도 측정용 센서 부착 판넬

3

선반

샘플에 냉각 및 가열이 이루어진다.

비 고

2) COLD TRAP CHAMBER

2
1

3

번 호

명

칭

기

능

1

잠금 장치

도어 개폐 장치

2

진공 파이프

진공 펌프와 연결 챔버내 공기 흡입

3

배수구

콜드챔버에 포집된 수분을 외부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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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박스

1

11

16
12

2

3

4

5

7

6

8
13

14

10
15
9

번 호

명

10

칭

기

능

1

메인 차단기

메인 전원 차단장치

2

SMPS

직류전원을 공급

3

1 차 콤프레샤 스위치

1 차 콤프레샤 전원 스위치

4

2 차 콤프레샤 스위치

1 차 콤프레샤 전원 스위치

5

진공펌프 스위치

진공펌프 전원 스위치

6

히터 스위치

히터 전원 스위치

7

순환펌프 스위치

순환펌프 전원 스위치

8

휀 스위치

휀 전원 스위치

9

동력 단자대

각 부위 전원 공급

10

제어 단자대

전선 연결 및 분배

11

전원 차단기

220V 전원공급 / 차단

12

Control PLC

제품에 전체적인 제어

13

릴레이

각 접촉기 및 계기동작

14

진공 PCB

진공도 측정 및 표시

15

SSR

히터 제어

16

퓨즈

과전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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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력계 및 차단 스위치

5

3

4

6

1

2

2

번 호

명 칭

기

1

1차 고/저압 스위치

1차 고/저압 제어

2

2차 고/저압 스위치

2차 고/저압 제어

3

공압게이지

공기 압력 체크

4

2차 고압스위치

팽창탱크 밸브 제어

5

공압스위치

공기 압력 제어

6

차압스위치

순환펌프 압력제어

2

능

비 고

5) 순환펌프 및 서비스탱크
번 호

1

명

기

능

1

순환펌프

실리콘오일 순환

2

실리콘오일 투입구

실리콘 오일내의 공기 제거

3

서비스탱크

실리콘 오일 저장 탱크

비
2

3

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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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공펌프
번 호

2

명

칭

기

능

1

진공라인 inlet

진공 흡입관

2

진공라인 outlet

진공 배기관

3

오일 주입구

오일 주입

4

오일 게이지

오일량 체크

5

오일 배출구

오일 배출구

1
3

4
비

5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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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컨트롤 ( Control )
조작부의 컨트롤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명칭에 대한 기능은 아래의 표와 같다. 컨트롤은 PLC 제어로
이루어지며 제품출하 시 일신바이오테크에서 초기 셋팅한다. PLC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짜이며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기본 작동에 준하여 프로그램 된다.

* CONTROL PANEL의 명칭 및 기능

1

2
3

번 호

조작판의 명칭

기 능

1

터치스크린모니터(XP-40)

기계작동 및 작동상태 모니터링

2

레코더

시료의 온도, 콜드트랩 온도, 선반온도, 진공도 기록

3

POWER

ON, OFF 작동

본 동결건조기는 중대형 모니터링 방식을 채택 터치스크린을 통한 기계의 작동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별도 제공되는 CD에 graph viewer 프로그램이 있다.
* graph Viewer 프로그램 :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CF카드에 저장되어있는 온도 그레프를 PC에
이동시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제공되는 CD로 프로그램 설치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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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주요 화면 구성
Main control Page

Monitoring Page

Drying Process setting Page

Drying Process saving Page

1) Main control Page: 주 운전 창으로서 건조 Process 를 진행 할 수 있다.
2) Monitoring Page: 진행 과정을 Monitoring 하는 창이다. 기기 운전자 이외의 외부인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Monitoring 해제 시 password 를 입력해야 한다.
3)

Drying Process setting Page: Drying Process 및 Freeze Process 의 시간과 진공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4)

Drying Process saving Page: Drying Process 의 시간과 진공도를 설정/저장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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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Monitoring Page
Monitoring Page

1

1) 전체의 흐름을 Monitoring 하는 화면이다. 기기 및 시료의 보호를 위해 Main Page 로 이동 시
아래와 같은 진행 방법을 따라야 한다.

2) Monitoring Page 에서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속성창이 발생하고 이동버튼을 누르면

password pad 가 생성된다.

3) 이때 password 를 입력한 후 enter 를 누르고 ‘이동’ 키를 누르면 주 운전창인 Main control Page
로 이동한다. (공장 초기값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password 입력 없이 이동키로서
화면이동이 가능하다.)
4) password

설정의 경우 password 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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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Main control Page
Main control Page

1

2

4

3

2
5

1) 건조를 시작하기 위한 창으로서

#1.은 건조부의 기능창 이며 #2.는 건조 후의 기능창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3.은 알람 및 알람 정지버튼으로서 알람 발생시 STOP 버튼을 이용하여
부저음를 정지할 수 있다.
* Lyoph-Pride 의 일반적인 건조 Process 는 다음과 같다.
예비동결 (Pre-Freezing) > 트랩냉동(Cold trap Freezing) > 진 공(Vacuum) > 선반가열(Drying) >
건조 종료(End of Drying) > 진공해체(Vent) > 제상(Defrost) > 청소 및 드레인(draining)
2) Lyoph-Pride 의 건조 시 동작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
2-1) 수동의 경우:

이후 건조 종료 시에는 역순으로 버튼을 누르며 가동을 정지 시킨다.
2-2) 자동의 경우:
건조 종료
3) 건조 시 과부하 또는 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된다.

알람 발생 이력은 알람 버튼을 누르면 Alarm Message contents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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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Alarm Message Page
<Fig> Alarm Message contents

1

2

* 경보 시에는 우선
이동한다.

제거하도록 한다.(#1) 이 후

버튼을 눌러 부저음을 제거 한 후
커서를 이용해 경보내용을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 알람이력 창으로
CLS

버튼을 눌러 알람 이력을

버튼을 눌러 다시 운전화면으로 복귀한다. (#2)

4) Main Control Page 에서 Monitor 버튼을 누르면 화면은 모니터링 전용 화면으로 전환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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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Drying Process save Page
Drying Process save Page

1) Drying Process save 은 건조물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용을 기본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조작하도록
한다.

2) Drying Process Program은 총 3개의 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하고 건조물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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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Freezing Process save Page
Freezing Process save Page

1) Freezing Process save 은 건조물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용을 기본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조작하도록 한다.

2) Freezing Process Program은 총 3개의 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하고 건조물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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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Drying Process setting Page
Drying Process setting Page

1

1) Drying Process setting Page: Drying Process 및 Freeze Process 의 시간과 진공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2) #1 조작 시 Freezing Process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 조작 시

(off) ->

(on) 변화)

3) SV01~10 개별 수정 가능하며, 사용 방법은 save page 와 동일하다.
( * 건조 진행 중 변경 진행 시 해당 스텝 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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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도설정법
① 먼저, 원하는 온도 설정 값과 시간표를 작성한다.
<예제-표> ‘진행시간’ 항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 SV )가 얼마만큼 시간이 경과 되었는지를 표시해준다.

설정온도

SV1

SV2

SV3

SV4

SV5

SV6

SV7

SV8

SV9

SV10

온도(℃)

-40

-20

-20

-10

-10

0

0

20

20

20

시간(min)

60

60

180

60

180

60

240

240

9999

9999

진행시간(min)

60

60

80

60

124

0

0

0

0

0

<예제-그래프> 각 단계( SV )에는 다음 단계에 설정된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설정하게 된다.

① 스텝번호1 : 임의의 온도(-40℃)에서 -4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③ 스텝번호2 : -40℃에서 -20℃로 온도가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④ 스텝번호3 : -20℃에서 -2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180분(3시간)으로 설정함.
⑤ 스텝번호4 : -20℃에서 -10℃로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⑥ 스텝번호5 : -10℃에서 -1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180분(3시간)으로 설정함.
⑦ 스텝번호6 : -10℃에서 0℃로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⑧ 스텝번호7 : 0℃에서 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240분(4시간)으로 설정함.
⑨ 스텝번호8 : 0℃에서 20℃로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40분(4시간)으로 설정함.
⑩ 스텝번호9 : 20℃에서 2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9999분(온도유지를 목적으로 입력)으로 설정함.
⑪ 스텝번호10 : 20℃에서 2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9999분(온도유지를 목적으로 입력)으로 설정함.

※총 프로그램 단계는 10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최종 스텝의 시간은 온도유지를 목적으로
장시간으로 설정하되 시료온도를 보고 건조종료 확인 후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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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low Chart
전체적인 기계 작동은 아래의 흐름도와 같다.

장비점검

선반냉각 및
예비동결

동결건조기 및 기계실, 컨트롤 장비 점검

샘플 투입 후 샘플 동결 (-40℃이하 1시간 이상)

Cold trap
냉각

콜드트랩 온도 냉각 (-50℃ 이하)

동결건조

진공 및 선반온도 제어에 의한 건조 시작

시작

동결건조
종료

건조기 종료

제상 작업

장비점검 및
청소

샘플의 온도와 선반의 온도의 일치에 의한 건조 종료

진공, 콘덴서, 선반동작의 종료

Hot Gas 투입에 의한 제상 작업

다음 공정을 위한 장비의 점검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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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계작동
7.1 장비점검
본 동결건조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비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장비의 점검은 다음과 같이한다.

동결건조기 점검

① 전원이 켜졌을 경우 모든 계기판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② 건조기 및 기계실 주변에 기름의 누유 여부를 확인한다.
③ 가스가 세어 나오는 소리나 에어가 세어나는 소리가 나지 않은지 확인한다.
④ 동결건조기의 도어를 열었을 경우 동작은 원활한지 확인한다.
⑤ 선반에 이물질이나 냄새가 나는지 확인한다.
⑥ 도어 패킹에 흠집이나 구멍이 있는지 확인한다.
⑦ 콜드트랩의 청소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콜드 트랩 내에 수분이 다량으로 있으면 건조 시 콜드트랩
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기타 동결건조기의 상태가 양호한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7.2 선반냉각 및 예비동결
선반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스크린상의 예비동결 버튼을 한번 누른다. 예비동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냉동 시스템이 작동하여 선반을 냉각시킨다. 선반 냉동 및 예비 동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챔버 내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선반을 냉각시키면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① KEY Switch를 오른쪽(시계방향)으로 90°돌려 ON 자리로 돌린다.
② ‘운전선택’ 에서 수동을 누른 후 예비동결 버튼을 누른다. (버튼이 점등됨)

③ 샘플(건조물)을 넣는다.
④ 샘플(건조물)에 센서를 부착한다. 센서는 열전대로서 극성이 있다. 센서 홈에 맞게 꽂은 후 온도가
정상적으로 읽혀지는지 확인한다. 센서의 끝부분은 샘플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선반의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 하면 예비 동결 지속시간을 건조물에 맞게 유지 시킨다. 일반적으로
3시간 이상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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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동결과정 주변상황
① 예비동결 버튼을 누르면 1차, 2차 COMP. 가 점등된다.
② 진공(VACUUM)의 숫자가

999mTorr로 나타난다.

③ 순환 펌프에 램프가 들어온다.

선반온도 이상 시 조치사항
- 선반의 온도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다.

현상
① 선반의 온도가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
② 선반냉각을 작동하였는데 선반의 온도가 정상 작동 온도 보다 늦게 낮아지는 것 같다.
③ 도어를 열어보았을 경우 선반에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④ 작동 시작 후 온도 변화가 없다.

조치
① 작동중인 예비동결 버튼을 1 회 눌러 작동을 멈춘다.
② 커버를 연다.
③ 펌프 입․출구 밸브 두 개를 모두 잠근다.
④ 밸브 하단 부의 두 개의 스트레이너가 있는데 안쪽의 펌프 입구 스트레이너를 공구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 연다. 이때 브라인(냉매)가 나오므로 용기로 받쳐들고 작업한다.
⑤ 볼트를 풀면 안에 원통형의 망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아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다.
⑥ 제거 후 원래 상태로 조립한다.
⑦ 밸브를 연다.
⑧ 예비동결 버튼을 눌러 작동하여 본다.
⑨ 동작이 원활히 되면 스트레이너의 망에 이물질이 있어 냉매 순환이 안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한 후에도 이상이 있을 경우 A/S 를 신청한다.

* 선반의 온도의 이상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냉동 시스템(컴프레서)에서의 고장, 가스 누출,
브라인(2차냉매)의 부족, 필터 막힘, 순환 펌프의 고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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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동결건조 ( Freeze Drying )
예비동결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콜드 트랩의 온도를 낮추고 진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조가 되
는 동결건조 과정이다. 동결건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한 예비 동결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한다. 즉, 샘플 온도가 -40℃이하로 3시간 이상 동결되어 있
는지 확인한다.
② 확인 후 예비동결.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 트랩냉동 버튼을 누른다.

③ 트랩 냉동 버튼을 누르면 트랩의 온도가 하강되기 시작한다.
④ 트랩 냉동 의 온도가 -50℃이하가 되면 진공 버튼을 누른다.

⑤ 진공 버튼과 선반가열 버튼을 누르면 설정한 프로그램에 맞추어 진공도가 하강되며,
동결된 샘플은 승화과정을 거쳐 건조되기 시작한다.
* 선반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콜드트랩의 온도, 선반의 온도,
진공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샘플의 종류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진행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 동결건조의 완료
동결 건조과정에서 샘플의 건조과정의 확인은 샘플의 온도로서 확인 가능하다. 즉 샘플의 온도 (시료의 온
도) 1, 2, 3 번과 선반의 4번의 온도가 동일한 상태로 온도변화가 없어야 한다. 같은 온도 상태로 온도 변화도
가 평행하면 건조가 완료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샘플의 종류 및 센서의 위치 상태 등의 요인에 따라 1,
2, 3번의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샘플의 온도와 선반의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샘플 및 선반의
온도 차가 큰 차이가 아닌 상태에서 각각 최종 프로그램 설정 온도에서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을 1시간 정도
유지하고 있다면 건조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 하면 된다. 동결건조 완료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모니터(touch screen. HEAT PROGRAM)의 최종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지 확인한다.
② 선반의 온도를 확인한다. 즉, 모니터 온도와 기록계의 온도를 확인 비교한다.
③ 샘플의 온도를 확인한다. 즉, 시료 1, 2, 3의 온도가 선반 4의 온도와 같은지 확인한다.
④ 샘플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선반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면 건조
는 완료 되지 않았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위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⑤ 샘플의 온도가 일정하게 1시간 이상 유지하였다면 다음 단계의 과정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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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조기의 종료

① 선반가열 버튼을 누른다.

② 진공 버튼을 누른다.

③ 트랩 냉동 버튼을 누른다.

④ 예비동결 버튼을 누른다.

⑤ 진공 동결 건조기가 멈춘다.

⑥ 수동 버튼을 누른다.

⑦ 진공해체 버튼을 누른다.
⑧ 도어를 연다.
⑨ 센서를 뺀다.
⑩ 트레이를 이용하여 건조물을 빼낸다.
* 자동 시에는 자동 버튼을 누르면 기기가 전체 멈추며 이때 진공 해체 버튼을 누른 후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7.6 제상 작업
① 다음 건조 작업을 위해 제상 버튼을 누른다. 제상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트랩 드레인
밸브가 점등된다.
Hot Gas에 의해 응축기에 포집된 성에를 녹이기 시작한다. 녹은 성에는 배출라인을 통해
자동으로 배출된다.

② 성에를 완전히 녹인 후 제상 버튼을 1회 누른다. 제상 버튼 램프에 불이 꺼지며 투입되던
Hot Gas의 공급이 정지된다.

③ DRYING CHAMBER나 COLD CHAMBER내에 남아 있는 잔류수분을 닦고 깨끗이 보관하는 것이
다음 건조를 위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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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장비점검 및 청소
① 다음 건조 작업을 위해 선반의 청소 및 콜드트랩의 청소를 한다.

② 레코더 CF카드의 기록량이 다음 건조 시 충분한지 점검한다.

③ 건조과정시 이상유무의 기록을 남겨 다음 건조에 참조할 수 있게 한다.

④ 기계실 주변에 기름 누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서비스탱크의 실리콘 오일량이 충분한지 점검한다.(1/2 ~ 2/3)

⑥ 진공펌프라인의 Exhaust Filter 주변이 깨끗한지 점검한다. 기름이 새어 나오거나 다량의 기름이 있을
경우 및 황색으로 변색되어 있으면 Filter를 교환한다.

⑦ 진공펌프 오일이 충분한지 확인하며 깨끗한지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변색되어 있다면 오일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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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액세서리
8.1 각 부품의 명칭(MODEL : E2M28)

8. 8.2 오일 교환 시기와 오일 교환 방법
▶ 진공 펌프 오일 교환은 자동차 엔진 오일을 일정한 몇Km 주행마다 교환하듯이 진공펌프 오일교환도
일정한 사용 시간이 경과하면 교환하여 펌프 운전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 오일 교환 시기는 진공 펌프 정면에 있는 오일레벨게이지(OIL LEVEL GAUGE)를 보시고 맑고 투명한
색이 아닌 탁하고 황색 색깔을 띄면 교환 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시료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 가동시간 700~1000 시간마다 교환하시는 것이 좋다. (2개월 마다)

▶ 오일 교환 방법
1 단계 : 폐 오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여 오일 드레인 밸브(OIL DRAINAGE VALVE)를
연 다음 오일게이지를 확인하면서 오일을 완전히 빼낸다.
2 단계 : 폐 오일을 완전히 뺐으면 오일 드레인 밸브를 닫고 오일 주입플러그를 열고 주입구를
통해 새 오일을 보충하여 준다.
3 단계 : 오일주입양은 오일레벨게이지를 보면서 레벨게이지의 윗 선에 맞춰 채워준다.
4 단계 : 오일 주입이 모두 끝나면 펌프오일 주입플러그를 오른쪽(시계방향)으로 돌려 플러그를
꼭 조여 준다.
5 단계 : 오일교환이 끝나면 폐 오일은 수거하여 처리하고 제품을 깨끗이 유지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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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이그제스트 휠터의 엘레멘트 여과기 교환 시기와 방법
▶ 엘레멘트 여과기 교환시기는 진공 PUMP 작동 중 메케한 연기가 배출되거나 엘레멘트 휠터 밖으로
미스트가 다량으로 배출될 때 교환하여야 한다.
※참고 : 엘레멘트 여과기를 교환한지 얼마 안되었거나 교환 직후에도 계속 메케한 연기와 오일이 배출될
때에는 진공라인 어느 부분이 새고 있거나 진공 펌프의 밸라스트 밸브가 너무 열려있는 경우이다.
누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확인 후 조치하고, 밸라스트 밸브가 너무 열린 경우에는 미스트
가 소량 분출될 때까지 밸브를 잠근다.

▶ 엘레멘트 여과기 교환 방법
1 단계 : 배기관과 필터하우징을 고정하고 있는 클램프카바의 볼트를 반 시계 방향으로 돌려
필터하우징을 분리한다.(사진1,2 참고)
2 단계 : 필터하우징을 양쪽으로 잡고 살짝 누른 뒤 ON방향으로 돌려 분리한다.(사진3. 참고)
3 단계 : 엘레멘트 여과기를 빼낸 후 새로운 엘레멘트 여과기를 넣어 준다. 이때, 여과기 양쪽에
고무패킹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사진4. 참고)
4 단계 : 필터하우징 안에 엘레멘트 여과기 -> 덮개 -> 스프링 순으로 넣고 하우징을 덮고
OFF방향으로 돌려 조립한다.(사진3,4 참고)
5 단계 : 진공펌프의 배기관 스텐패롤과 필터하우징 사이에 센터링을 삽입한 후 클램프카바의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조여 조립한다. 이때 반드시 엘레멘트 여과기가 있는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한다.

사진1. 필터하우징

사진3. 방향표시

사진2. 클램프카바

사진4. 엘레멘트여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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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결건조 시 주의사항
▶ 동결건조는 동결된 수분을 진공상태에서 승화시켜 건조를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료는 확실히 동결
되어야 합니다. 동결 시에는 되도록이면 급속동결하기를 권장합니다.

▶ 시료를 건조하기 전에 건조실과 수분 포집실에 수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깨끗한 수
건이나 가재로 닦아 냅니다.

▶ 진공펌프의 진공오일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충하거나 교환하여 건
조를 수행하여 주십시오. 진공오일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일과 같지 않으므로 구입처에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도가 짙은 액상의 시료를 건조할 때는 초기에 지나치게 온도를 고온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료 바닥에서 시료가 녹아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공펌프의 보호를 위해 제품의 건조용량보다 많은 시료를 건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건조완료 후 다음 시료의 보호를 위해 건조실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결건조과정은 동결된 시료의 표면온도, 시료 두께, 응축기 온도, 진공도, 시료의 공융점
(eutectic point), 시료의 농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효율적인 동결건조를 위해서는 위의
영향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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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비스
10.1 기간별 점검사항
평소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유지/점검이 필요하다. 다
음과 같은 유지 및 점검사항을 하여 준다.

기 간

유지 및 점검사항

진공펌프오일의 양과 상태를 확인하여 준다. 만일 오일의 양이 작다면 더
1주일

보충하여 주시고 오일의 상태를 관찰하여 오일에 과도한 수분이 포함되어 있

(Weekly)

다면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오일교환에 필요한 정보는 진공펌프란을 참
고한다.

1. 고무성분의 메니폴더, 실리콘가스켓 등은 주위환경에 따라 경화, 성능 저
하, 찢어짐 등이 발생하여 진공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무재
1개월
(Monthly)

질은 매월 체크하여 준다.
2. 냉동시스템이 공냉식 응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응축기의 전면에 쌓인 먼지
를 제거하여 준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통풍양의 감소로 인하여 시스템의 효
율이 저하됨으로 반드시 제거하셔야 한다.(주위공기의 먼지량이 많은 경우)
3. 주간 점검사항을 모두 체크하여 준다.

1. 냉동시스템이 공냉식 응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응축기의 전면에 쌓인 먼지
6개월
(Semi-annually)

를 제거하여 준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통풍양의 감소로 인하여 시스템의 효
율이 저하됨으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주위공기의 먼지량이 적은 경우)
2. 월간 점검사항을 모두 체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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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고장의 원인과 대책

원 인

대 책

① 제품 전원에 전압이 불규칙할 경우

▶모델별 제품은 권장 전압은 380V 3상입니다. 이 전

▶전압이 불규칙한 곳에서 사용하실 때 반드시

압을 벗어날 경우에는 압축기의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며

Voltage Booster를 사용한다.

때로는 가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② 제품 주위 온도가 30℃이상일 경우

▶본 제품주위 온도가 30℃이상이 되면 콘덴서(응축

▶제품주위의 온도가 28℃이상이면 환풍구 및 창

기)에서 식혀줄 수 있는 한계점을 초과하여 압축기

문을 열어서 외부와 통풍이 잘되게 한다.

고장의 원인이 된다.

▶에어컨을 가동하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된다.

③ 제품 주위의 온도가 0℃이하일 경우

▶제품주위의 온도가 0℃이하가 되면 압축기와 진공

▶제품주위의 온도가 0℃이하가 되면 각종 난방

펌프 내부의 오일이 응고현상이 일어나서 압축기와 진

기구를 가동하시어 제품주위의 온도를 최소한

공펌프 가동에 악영향을 끼친다.

5℃이상이 되게 유지시켜 준다.

▶제품주위의 온도가0℃ 이하가 되면 각종 전자 부품들
이 오작동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④ 제품 주위에 습도가 높을 경우

▶제품주위에 습도가 높거나 물기가 많으면 각종 전

▶제품주위의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환풍기를 작

자제품에 고장을 초래하며 누전 및 합선의 원인이 된

동하거나 창문 등을 열어서 제품 주위를 통풍시

다.

켜 준다.
▶제습기를 가동하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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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진공펌프 점검사항 및 응급조치
가. 일일 점검 사항

No.

점검사항

점검내용
유량계를 통하여 적정눈금위치인가 확인한다.

1

오일량

2

오일 상태

⇒표시 눈금 사이에 유면 위치
오일 색깔이 혼탁하고 갈색을 띠는 경우 혹은 부유물 및 수분 발견
시 교환하여야 한다.

3

4

갑작스런 소음 혹은 진동

Oil의 양과 색깔을 확인하고 전원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재시동합니

발생

다.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A/S 필요로 한다.

Oil 박스의 열 체크

Oil 박스에서 열 발생할 경우 상태를 확인한다.
(하절기에 65℃±7℃이면 정상입니다.)

나. 사용시 응급조치

No.

1

이상증상

모터가 큰 소리를 내면서
회전하지 않는다.

확인 및 조치사항
①전원 확인 후 전원 연결부위가 느슨한지 확인한다.
②펌프내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낀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이물질이
낀 경우나 들어간 경우에는 분해해서 이물질을 제거한다.)
①펌프 배기관에 이물질이 꼈나 확인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갑자기 소음이 증가하고

②진공라인의 Leak 여부를 검사한다.

PUMP온도가 올라간다.

③진공라인의 모든 밸브 상태를 점검한다.(열려있는 밸브가 있으면
잠그고 재가동한다.)
①오일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유면계를 확인한다.
②연결된 장비 중 Leak가 발생되는 장비는 없는가 확인한다. 펌프의

3

갑작스런 진공도 저하

흡기구를 막은 후 펌프의 진공도를 조사한다. 이때 진공도가
유지된다면, 연결 장비쪽의 Leak가 원인이다.
③펌프의 Ballast가 잠겨 있는가 확인한다.

4

모터는 도는데 진공이 안
되는 경우

①모터와 펌프의 연결 Coupler를 검사한다.
②모터와 펌프 Coupler의 Key 및 Set Screw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가 여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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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공펌프의 고장원인

No.

고장원인

고장상태
① Oil의 열화로 진공도 저하(원인:증기압 상승)

1

오일의 수분 다량 흡입

② 금속부위 심각한 부식으로 펌프 손상(예:스프링파손, 베어링부
및 저널부위 부식)

2

산성 성분 유입

3

반응 가스 흡입

4

분체 고형물 흡입

5

고온분위기 운전

① 펌프내 부식 급속히 진행
상실

②Oil의 화학적 변질로 인한 진공기능

③Sealant 파손으로 오일 누유

① 상기 “2”상황 발생

6

② 오일과의 반응으로 침전물 발생 ->펌프 손상
① 펌프 막힘

②펌프 운전 불능

① 오일 열화 ->펌핑능력 저하
모터 burning

②오일 고착 ->모터부하증가로

③Sealant 파손으로 오일 누유

고압(10Torr)에서

① 오일 소모량 증대 ->오일 부족

한시간 이상 운전

③ 펌프마모화 증대

④오일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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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서비스 의뢰
※ 서비스 의뢰 전에 소비자님께서 점검하여 주십시오.

①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②



모델별로 전원사양이 틀리니 전원 공급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전원 플러그 연결이 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작동순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냉각되지 않아요!



열이 나는 것이 가깝게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응축기 공기 흡입구가 먼지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공냉식)



한번에 많은 시료를 건조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시료의 예비 동결이 부족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작동순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진공 상태가 되질 않아요!



진공 펌프가 가동되는지 확인하세요.



진공 펌프의 오일 교환 시기가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드레인 밸브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진공 밸브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시료의 예비 동결이 부족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작동순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④ 제품바닥에 기름이 많이 있습니까?



진공펌프 작동 중에는 진공펌프의 기체 배출구 쪽으로 다소의 오일이 같이
흘러나옵니다.
(조치 : 진공펌프 상단부에 있는 이그제스트 필터의 엘레멘트를 교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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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음과 이상한 소리가 나요!



설치 바닥이 평평한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압축기 작동 소음인지 확인하세요.
* 본 제품의 압축기 작동 소음은 가정용 냉장고 압축기 소음보다는 다소 큰 소음이
납니다.



제품의 진공펌프 작동 소음인지 확인하세요.
* 평소 진공펌프 작동 소음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3가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1. 진공펌프 고정 볼트의 풀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조치 : 볼트의 조임이 풀려있을 경우 흔들림이 없도록 조여주세요.
2. 진공배관이나 밸브 또는 드레인 밸브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주세요.
- 조치 : 열려 있으면 닫아 주세요.
3. 진공펌프 상단에 있는 밸라스트 밸브가 너무 열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조치 : 너무 열려 있으면 오른쪽(시계방향)으로 약간 돌려주세요.



“줄줄줄”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까?
* 본 제품은 많은 냉매 배관이 내장되어 냉매가 흐르는 소리이므로 고장이 아닙니다.



작동 버튼을 누를 때 “딱” 하는 소리가 납니까?



본 제품의 전기 작동은 마그네트 릴레이 방식이므로 작동할 때 “딱” 하는 소음이 발생
됩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⑥ 이상한 냄새가 납니까?



진공펌프 작동 중에 냄새가 날 경우에는 아래 3가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1. 전번 실험 중에 시료의 분비물이 진공펌프와 희석되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치 : 진공펌프의 오일 교환을 하여 주십시오.
2. 진공펌프의 밸라스트 밸브가 너무 열려 있거나 진공라인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치 : 밸라스트 밸브를 오른쪽(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닫아 주시고 진공
라인의 새는 곳은 막아 주십시오.
3. 진공펌프 상단에 있는 이그제스트 필터의 엘레멘트를 교환할 시기입니다.
- 조치 : 이그제스트 필터의 엘레멘트를 교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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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진공동결건조기

모 델 명

Lyoph-Pride 20(XXX)

제품 번호

QE3019

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2년간 ( 단, 진공펌프의 A/S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상 호
고
객

연락처
주 소
판

상 호

일신바이오베이스

매

연락처

031-867-1384

처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548번길 84

본 제품은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정당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교환, 수리,
환불해 드립니다.

일신바이오테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일 구입하신 제품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당사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하시고 본 증서를 제시하시면
아래와 같은 보증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 보증규정 1. 제품을 구입하신 날로부터 무상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2. 단 제품보증기간 이내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서비스료와 부품비를 당사 기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여 받습니다.
1) 고객의 취급부주의 및 조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2) 당사 지정 수리요원 이외의 제3자가 수리하였거나 부당한 수리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파손
3) 사용전원에 장애로 인한 고장 및 파손
4) 당사 지정 소모품 및 소모성 부품 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이나 파손
5)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파손
6) 보증서의 제시가 없을 경우
3. 보증기간 외의 수리
보증기간 경과후의 수리 요청시에는 수리비와는 별도로 소정의“기계점검 출장료”를 받습니다.
4. 본 보증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한“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5. 본 보증서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기타 1. 본 제품의 사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은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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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548번길 84

☞ 서비스센터
TEL : (070)4354-3907
FAX : (070) 7950-3911

TEL : (031) 867-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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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결 건조

1.1 동결 건조와 적용범위
많은 물질들은 안정적인 저장과 수송을 위해 건조 시 잔여 수분이 2% W/W 또는 그 이하로 유지
되어야 한다. LYOPHILIZATION 또는 FREEZE DRYING 이라 불리는 동결건조는 액체 상태로 건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다. 동결 건조란 건조의 한 종류로, 물질을 동결시키고,
WATER VAPOR의 부분압을 낮춤으로써 얼음을 직접 증기로 만드는 승화에 의해 얻어진다. 여기서 부분압
을 낮춘다는 의미는 물의 3중점 이하로 압력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6 mbar or 4.6 Torr). 낮은 압력하
에서 얼음의 형태를 가지는 수분은 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액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WATER
VAPOR로 직접 승화한다. 승화된 얼음 결정체들은 공간을 남기기 때문에, 건조된 물질은 무수히 많은 틈
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분 흡수가 용이해 재수화 (RE-HYDRATION) 시 완전하게 RE-SOLUTION된다. 동
결 건조의 이러한 고유 성질은 “용매를 잘 흡수한다”는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되어 "LYOPHILIZATION"으로
명명되어 쓰인다. 물질의 중요한 구성 성분들은 얼음 결정체에 의해 승화 건조 과정 동안 고정되어 유지
되며 건조된 물질의 형태는 대체로 젖은 물질의 얼려진 형태와 같고 SKIN을 형성하기 위한 표면으로의
분자 이동이 줄어든다. 낮은 온도에서의 건조는 손상을 최소화 시키고, 휘발성의 구성 성분을 고정시키기
때문이다. 젖은 물질이 최종 포장 용기 속에 담겨지기 바로 전 멸균 여과 될 수 있고 미립자와 박테리아
오염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결건조는 특히 주사제 생산에 유용하다.

동결건조는 크게 1차건조(승화)와 2차건조(탈습)의 구간을 거쳐 완성되는데 수분은 주로 1차 건
조 구간에서 제거되지만 2차 건조 구간에 따라 건조 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결건조장치의 일반적
인 구성을 살펴보면 건조실, 열판, 수분포집실, 냉동장치, 진공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가열판으로부터 에
너지가 공급되며, 건조로부터 발생한 수증기가 응축기에 동결 포집되며 진공펌프에 의해 건조실이 진공상
태로 유지된다. 동결건조의 목적은 수용성의 물질이며 후에 물을 가하면 원래 상태와 동일 특성을 갖는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화학적 다른 성분들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동결건조
를 통해서 생물학적 기초가 되는 조직 추출물 박테리아 백신 혈청 같은 물질의 건조물을 얻게 된다. 따라
서, 동결건조는 민감한 조직과 조직 성분들의 생물학적 특성 보존을 위한 가장 세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약, 목재, 화공, 식품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의약용 동결건조기는 주로 항생물질, 박
테리아, 혈청, 백신, 검사약물, 단백질을 포함하는 생명공학제품들 세포, 섬유, 화학 제품들이 있으며 주로
VIAL 또는 AMPULE 상태로 건조가 이루어진다. 목재용 동결건조기는 육상 및 해양박물관에 사용되는 목
재를 건조하여 사용함으로써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유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용 동결 건조기
는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건조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보관,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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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건조의 장점과 단점
* 장점

a) 열에 민감한 물질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비활성화한다.
b) 수분의 침투가 용이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구조 형성
c) 정밀하고 깨끗한 충진 가능.
d) 빠르고 완벽한 재수화(Re-hydration) 가능 등

* 단점

a) 고가의 장비이다. (다른 건조 방법에 비해3배 이상)
b) 높은 에너지 비용(다른 건조 방법에 비해2-3배 이상)
c) 긴 공정시간(보통 24시간 이상의 건조사이클을 거치나 줄일 수 있다. )

* 동결건조는 다음과 같이 제품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

▶

불안정할 때

▶

열에 민감할 때

▶

초소의 소립자가 필요할 때

▶

정밀한 충진이 필요할 때

▶

빠르고 완전한 재수화가 필요할 때

▶

제품이 비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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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듸로’ 동결건조기의 특징
1. 기본 사양
1) 진공펌프 보호장치가 장착된 진공펌프를 포함하는 동결건조기 :
진공펌프 보호장치를 응축기와 진공펌프 사이에 설치하여 응축되지 않은 수증기의 유입을
억제하여 진공펌프를 보호하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간접 가열 · 냉각 방식 :
선반온도는 -40℃~ +80℃로 저온·중온·고온건조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직접 가열·냉각방식이 아닌
실리콘오일을 이용한 간접가열·냉각 방식이므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정밀한 온도제어가 가능하다.
3) 오일 역류 방지 장치 :
전원 차단 시 오일의 역류를 방지하여 오일로부터 건조물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4) Vacuum Backfilling System :
건조 후 시료의 영구 보존에 있어 시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Backfilling System 기능으로
정화공기 및 질소를 쉽게 투입시켜 시료를 보호한다.
5) 모니터링 시스템 :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작이 매우 편리하며 간단한 기능키를 이용 건조기의 모든 공정을
Control 할 수 있다. 또한 건조 진행 전 상황을 작업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2. 주문 사양
1) 멸균 시스템(SIP) :
건조 전 시료의 보호를 위하여 챔버내를 121℃이상, 20분 이상의 조건하에서 스팀 멸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챔버내의 균을 제거하는 기능이다.
2) Stoppering System(UP, DOWN) :
건조 후 시료를 진공상태에서 밀봉하기 위한 장치로서 바이엘을 사용할 때 바이엘의 마개를
GAS(질소, 알곤 등) 투입한 상태에서 밀봉하고 다시 선반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기능이다.
3) 세척 시스템(CIP) :
건조 후 건조실 내부에 노즐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 건조실 내부의 선반 및 챔버내의 이물질을
제거,세척하는 기능이다
4) 챔버 중간 차단장치 :
건조실의

샘플

보호를

위한

드라이

챔버와

콜드트랩챔버의

중간에

도관을

버터플라이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제약용 및 의약용 등의 중요 제품 생산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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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 및 사양
2.1 Lyoph-Pride 30R 규격 및 사양
1) Electrical Requirement
380V, 50Hz/60Hz, 3PH, 20Kw (220V, 50Hz/60Hz, 3PH, 20Kw)
2) Ice Capacity
Type

Ice Holding Capacity(ℓ(kg)/Batch)

Vial

Sample of Weight

30 kg

30 kg

3) Chamber and Door Specifications
Chamber

Type

Drying Chamber Rectangle Chamber
Cold Chamber

Circle Chamber

Dimension

Material

Thickness

Door Lock Device

605W*960D*630H

SUS304

6

Manual (Swing Clamp)

Φ397*800L

SUS304

2

Manual (Swing Clamp)

4) Shelf Specifications
Dimension(mm)

Capacity (Qt'y)

Material

1 SET

SUS304

500(W)x800(D)x18(H)/5+1 shelf

Temperature(℃)

Cooling / Heating Method

-45℃ ~ 75℃

Indirect

Configuration

Area
(㎡)

kg

Vial

Tray (Qt'y)
Size:400x500x40H

Configuration

Area
(㎡)

kg

Vial

Tray (Qt'y)
Size:400x500x40H

1 Shelf

0.4

8

-

2

4 Shelf

1.6

30

-

8

2 Shelf

0.8

16

-

4

5 Shelf

2.0

38

-

10

3 Shelf

1.2

24

-

6

6 Shelf

Assistance

5) Cold Trap Specifications
Dimension (mm)

Capacity (kg)

Φ12.7 x 29m

Material

30

Copper

Temperature(℃)

Cooling Method

Less than -75 ℃

-

6) Refrigeration System Utility
Names of Goods

Maker

Model

Capacity

Refrigeration/Cooling Method

Compressor

Bitzer

4FC-5.2

5 HP x 2

Cascade System

Condenser

DongHwa Win

DCI-075

7.5HP

Air Cooling Method

Names of Goods

Maker

Model

Capacity

Ultimate Vacuum Type

Vacuum Pump

WooSung

MVP60

1000L/min

20 mTorr

Oil Rotary

Booster Pump

N/A

N/A

N/A

N/A

N/A

7) Vacuum System Utility

8) Control System Utility
Item

Method

Model (Maker)

Remark

Controller

P.L.C(P.I.D)

MASTERK-120S(LS Industrial Systems)

-

Monitoring

Touch Screen

XP-70 (LS Industrial Systems)

Size : 10.4"

Recorder

Digital Recorder

FX1012

Channel : 6 CH

R & D SC HAN , Manager / JY KIM, Chief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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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환경
3.1 설치장소
제품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실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
② 환풍이 양호한 곳
③ 먼지가 적은 곳
④ 진동이 없는 곳
⑤ 사용온도 : 5℃ ~ 33℃
⑥ 사용고도 : 2000m 이하
⑦ 사용습도 : 80% 이하 (단, 최대 사용온도가 33℃인 경우는 57%이하에서 사용할 것)
⑧ 공급 전압이 10%이하의 변동을 가진 곳

3.2 설치방법
① 설치는 제품 앞 뒤 간격을 20㎝이상 유지하여 준다.
② 바닥은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하여 준다.
③ 바퀴에 달려있는 바퀴 고정볼트를 반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제품을 고정할 수 있으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제품의 고정을 해체할 수 있다.
④ 제품의 통풍구 앞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⑤ 제품 상부에 돌출 되어 나와있는 파이프에 급수라인을 연결하고 하단에 있는 배수라인을
하수구나 밖으로 배출 가능한 곳에 연결하여 준다.
※ 참고 : 급수라인을 연결할 때 일반 내압호스로 연결하여도 된다.
⑥ 제품의 전원은 반드시 해당 전원에 연결하여 준다.

-6-

ilShin Bio Base

Lyoph-Pride30 사용설명서

4. 전원 및 접지방법

4.1 전원
① 제품은 380V, 60Hz 3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 반드시 전압 확인 후 사용 한다.
② 차단기는 본 제품에서 제공하는 소비전력에 준하여 선정하여 준다.

4.2 접지방법
① 만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해야 한다.
② 접지선을 본체와 연결 후 동판에 연결하여 습기 많은 땅속에 25㎝ 이상 깊이로 묻어준다.
※ 주의 : 가스관, 전화선, 피뢰침에는 절대로 접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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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품명칭 및 기능
5.1 일반적인 명칭 및 기능
1) DRYING CHAMBER

2

3
1

번 호

명

칭

기

능

비 고

1

잠금 장치

도어 수동 개폐 장치

2

센서 잭판넬

샘플 온도 측정용 센서 부착 판넬

3

선반

샘플에 냉각 및 가열이 이루어진다.

2) COLD TRAP CHAMBER

1
2

3

번 호

명

칭

기

능

1

챔버 내부

수분 포집

2

콜드챔버

코일 외장형 원통형 챔버

3

배수구

콜드챔버에 포집된 수분을 외부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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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박스(콘트롤박스)

2

1

2

4

14

3

15

15
11

5

6

7

8 9 10

13

12

번 호

명

13

칭

기

능

1

주 전원 차단기(동력반)

전체(동력반) 전원공급 / 차단

2

전원차단기(제어반)

전체(제어반) 전원공급 / 차단

3

SMPS

직류전원을 공급

4

PLC

제품을 전체적으로 제어

5

1 차 콤프레샤 스위치

콤프레샤 1 전원 개폐기

6

2 차 콤프레샤 스위치

콤프레샤 2 전원 개폐기

7

진공펌프 스위치

진공펌프 전원 개폐기

8

히터스위치

히터 전원 개폐기

9

순환펌프 스위치

순환펌프 전원 개폐기

10

FAN 스위치

응축기 팬 전원 개폐기

11

릴레이

각 접촉기 및 계기 동작

12

동력단자대

각 부위 전원 공급

13

제어단자재

PLC 제어반의 분기점

14

진공 PCB

진공도 측정 및 표시

15

SSR

히터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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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력계 및 차단 스위치

1

2

4

3

2

5

5

번 호

명 칭

1

순환펌프게이지

순환펌프 INLET 체크

2

순환펌프게이지

순환펌프 OUTLET 체크

3

공압게이지

공기 압력 체크

4

7

6

기

Air PRESSUER S/W

능

비 고

공기 압력 제어

5

1차 DIGIPRESSURE

1차 고압, 저압, 1차 제어

6

2차 DIGIPRESSURE

2차 고압, 저압, FAN 제어

7

PRESSUER S/W

팽창밸브 압력 제어

5) 순환펌프 및 서비스탱크
번 호

1

명

칭

기

능

1

순환펌프 모터

순환펌프의 모터

2

실리콘오일 투입구

실리콘 오일 투입 및 공기제거

3

서비스탱크

실리콘 오일 저장 탱크

2

비
3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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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공펌프
번 호

2
5

1

4

3

명

칭

기

능

1

오일 주입구

오일 주입

2

진공 inlet

진공 흡입구

3

오일 배출구

오일 교환용 배출구

4

오일 게이지

오일량 체크

5

진공 outlet

진공 배출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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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컨트롤 ( Control )
조작부의 컨트롤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명칭에 대한 기능은 아래의 표와 같다. 컨트롤은 PLC 제어로
이루어지며 제품출하 시 일신바이오베이스에서 초기 셋팅한다. PLC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짜이며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기본 작동에 준하여 프로그램 된다.

* CONTROL PANEL의 명칭 및 기능

1

2

번 호

조작판의 명칭

기

능

1

터치스크린모니터(XP-70)

기계작동 및 작동상태 모니터링

2

레코더(FX-1006)

시료의 온도, 콜드트랩 온도, 선반온도, 진공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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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결건조기는 중대형 모니터링 방식을 채택 터치스크린을 통한 기계의 작동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레코더에 포함되어있는 메모리카드 내에 GX20 Viewer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 GX20 Viewer 프로그램 :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있는 온도그래프를 PC에
이동시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5.2.1 주요 화면 구성
Main control Page

Monitoring Page

Freeze Process setting Page

Drying Process setting Page

1) Main control Page: 주 운전 창으로서 건조 Process 를 진행 할 수 있다.
2) Monitoring Page: 진행 과정을 Monitoring 하는 창이다. 기기 운전자 이외의 외부인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Monitoring 해제 시 password 를 입력해야 한다.
3)

Freeze Process setting Page: Freeze Process 의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4)

Drying Process setting Page: Drying Process 의 시간과 진공도를 설정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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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각 화면 별 상세 버튼 설명
5.2.2.1 Intro Page

Intro Page

1

1) Intro Page 에서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속성창이 발생하고 이동버튼을 누르면 password

pad 가 생성된다.

2) 이때 password 를 입력한 후 enter 를 누르고 ‘이동’ 키를 누르면 주 운전창인 Main control Page 로
이동한다. (공장 초기값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password 입력 없이 이동키로서
화면이동이 가능하다.)
3) password 설정의 경우 password 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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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Main control Page
Main control Page

3

2
1
1) 모니터링을 볼 수 있는 버튼(#1)이고, 냉동프로그램 창을 들어갈 수 있다. (#2)
* Lyoph-Pride 의 일반적인 건조 Process 는 다음과 같다.
선반냉동 (Pre-Freezing) > 트랩냉동(Cold trap Freezing) > 진 공(Vacuum) > 선반가열(Drying) >
건조 종료(End of Drying) > 진공해체(Vent) > 제상(Defrost) > 배수(draining)
2) Lyoph-Pride 의 건조 시 동작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
2-1) 수동의 경우:

이후 건조 종료 시에는 역순으로 버튼을 누르며 가동을 정지 시킨다.

2-2) 자동의 경우:
건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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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Alarm Message contents
Alarm Message contents

1

1)

2)

3) 이 후

2

3

커서를 이용해 경보내용을 확인한다. (#1)

버튼을 눌러 알람 이력을 제거할 수 있다. (#2)

버튼을 눌러 다시 운전화면으로 복귀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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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Primary Freeze Program Page
Primary Freeze Program Page

1) 냉동프로그램의 온도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총 3개의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 17 -

ilShin Bio Base

Lyoph-Pride30 사용설명서

5.2.2.5 Heat Program Page
Heat Program Page

1) 건조프로그램의 온도, 진공도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총 3개의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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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설정법
① 먼저, 원하는 온도 설정 값과 시간표를 작성한다.
<예제-표> ‘진행시간’ 항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 SV )가 얼마만큼 시간이 경과 되었는지를 표시해준다.

설정온도

SV1

SV2

SV3

SV4

SV5

SV6

SV7

SV8

SV9

SV10

온도(℃)

-40

-20

-20

-10

-10

0

0

20

20

20

시간(min)

60

60

180

60

180

60

240

240

9999

9999

진행시간(min)

60

60

80

60

124

0

0

0

0

0

<예제-그래프> 각 단계( SV )에는 다음 단계에 설정된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설정하게 된다.

① 스텝번호1 : 임의의 온도(-40℃)에서 -4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③ 스텝번호2 : -40℃에서 -20℃로 온도가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④ 스텝번호3 : -20℃에서 -2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180분(3시간)으로 설정함.
⑤ 스텝번호4 : -20℃에서 -10℃로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⑥ 스텝번호5 : -10℃에서 -1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180분(3시간)으로 설정함.
⑦ 스텝번호6 : -10℃에서 0℃로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60분(1시간)으로 설정함.
⑧ 스텝번호7 : 0℃에서 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240분(4시간)으로 설정함.
⑨ 스텝번호8 : 0℃에서 20℃로 상승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240분(4시간)으로 설정함.
⑩ 스텝번호9 : 20℃에서 2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9999분(온도유지를 목적으로 입력)으로 설정함.
⑪ 스텝번호10 : 20℃에서 20℃로 유지시키는 시간을 9999분(온도유지를 목적으로 입력)으로 설정함.

※총 프로그램 단계는 10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최종 스텝의 시간은 온도유지를 목적으로
장시간으로 설정하되 시료온도를 보고 건조종료 확인 후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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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low Chart
전체적인 기계 작동은 아래의 흐름도와 같다.

장비점검

선반냉각 및
예비동결
Cold trap
냉각
동결건조시작

동결건조
종료
건조기 종료

제상 작업

장비점검 및
청소

동결건조기 및 기계실, 컨트롤 장비 점검

샘플 투입 후 샘플 동결 (-40℃이하 1시간 이상)

콜드트랩 온도 냉각 (-50℃ 이하)

진공 및 선반온도 제어에 의한 건조 시작

샘플의 온도와 선반의 온도의 일치에 의한 건조 종료

진공, 콘덴서, 선반동작의 종료

제상 Steam 및 Hot Gas 투입에 의한 제상 작업

다음 공정을 위한 장비의 점검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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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계작동
7.1 장비점검
본 동결건조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비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장비의 점검은 다음과 같이한다.

▣ 동결건조기 점검

① 전원이 켜졌을 경우 모든 계기판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② 건조기 및 기계실 주변에 기름의 누유 여부를 확인한다.
③ 가스가 세어 나오는 소리나 에어가 세어나는 소리가 나지 않은지 확인한다.
④ 동결건조기의 도어를 열었을 경우 동작은 원활한지 확인한다.
⑤ 선반에 이물질이나 냄새가 나는지 확인한다.
⑥ 도어 패킹에 흠집이나 구멍이 있는지 확인한다.
⑦ 콜드트랩의 청소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한다. 콜드 트랩내에 수분이 다량으로 있으면 건조 시 콜드트랩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기타 동결건조기의 상태가 양호한지 주의 깊게 살펴본다.

7.2 선반냉각 및 예비동결
선반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스크린상의 선반 냉동 버튼을 한번 누른다. 선반 냉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냉동 시스템이 작동하여 선반을 냉각시킨다. 선반 냉동 및 예비 동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챔버 내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선반을 냉각시키면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① KEY Switch를 오른쪽(시계방향)으로 90°돌려 ON 자리로 돌린다.
② ‘운전방식’ 에서 수동을 누른 후 선반냉동 버튼을 누른다. (버튼이 점등됨)

③ 선반 프로그램 컨트롤러를 원하는 온도(EX : -45℃)로 설정한다. 선반온도는 -45℃이하로 설정한다.
④ 선반의 온도가 약 -20℃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나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샘플(건조물)을 넣는다.
⑤ 샘플(건조물)에 센서를 부착한다. 센서는 열전대로서 극성이 있다. 센서 홈에 맞게 꽂은 후 온도가 정
상적으로 읽혀지는지 확인한다. 센서의 끝부분은 샘플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
⑥ 선반의 온도가 설정 온도에 도달 하면 예비 동결 지속시간을 건조물에 맞게 유지 시킨다.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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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동결과정 주변상황
① 예비동결 버튼을 누르면 1차, 2차 COMP. 가 점등된다.
② 진공(VACUUM)의 숫자가

999mTorr로 나타난다.

③ 순환 펌프에 램프가 들어온다.

선반온도 이상 시 조치사항
- 선반의 온도가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다.

현상
① 선반의 온도가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
② 선반냉각을 작동하였는데 선반의 온도가 정상 작동 온도 보다 늦게 낮아지는 것 같다.
③ 도어를 열어보았을 경우 선반에 온도 차가 있어 보인다.
④ 작동 시작 후 온도 변화가 없다.

조치
① 작동중인 예비동결 버튼을 1 회 눌러 작동을 멈춘다.
② 커버를 연다.
③ 펌프 입․출구 밸브 두 개를 모두 잠근다.
④ 밸브 하단 부의 두 개의 스트레이너가 있는데 안쪽의 펌프 입구 스트레이너를 공구로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 연다. 이때 종이컵의 1/2 정도의 브라인(냉매)가 나오므로 용기로 받쳐들고 작업한다.
⑤ 볼트를 풀면 안에 원통형의 망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아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다.
⑥ 제거 후 원래 상태로 조립한다.
⑦ 밸브를 연다.
⑧ 예비동결 버튼을 눌러 작동하여 본다.
⑨ 동작이 원활히 되면 스트레이너의 망에 이물질이 있어 냉매 순환이 안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한 후에도 이상이 있을 경우 A/S 를 신청한다.

* 선반의 온도의 이상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냉동 시스템(컴프레서)에서의 고장, 가스 누출,
브라인(2차냉매)의 부족, 필터 막힘, 순환 펌프의 고장 등이다.

- 22 -

ilShin Bio Base

Lyoph-Pride30 사용설명서

7.3 동결건조 ( Freeze Drying )
예비동결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콜드 트랩의 온도를 낮추고 진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조가 되
는 동결건조 과정이다. 동결건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분한 예비 동결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한다. 즉, 샘플 온도가 -40℃이하로 1시간 이상 동결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② 확인 후 예비냉각. 버튼이 눌러진 상태에서 트랩냉동 버튼을 누른다.

③ 트랩 냉각 버튼을 누르면 순환펌프, 컴프레서에 점등된다.
④ 트랩 냉동 의 온도가 -50℃이하가 되면 진공 버튼을 누른다.

⑤ VACUUM 계기판에 20 mTorr에 이르면 선반온도와 시간을 설정한다.
* 선반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콜드트랩의 온도, 선반의 온도, 진공도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샘플의 종류에 맞추어 안정적이게 진행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동결된 샘플은 프로그램에 맞추어 승화과정을 거쳐 건조되기 시작한다.

7.4 동결건조의 완료
동결 건조과정에서 샘플의 건조과정의 확인은 샘플들의 온도로서 확인 가능하다. 즉 샘플의 온도 시료의
온도. 1, 2, 3, 번과 선반의 4번의 온도가 같아서 온도변화가 없어야 한다. 즉 같은 온도 상태로 온도 변화도가
평행하면 건조가 완료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샘플의 종류 및 센서의 위치 상태 등의 요인에 따라 1, 2, 3
번의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샘플의 온도와 선반의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는데 각 샘플 및 선반의 온도
차가 큰 차이가 아닌 상태에서 각각 최종 프로그램 설정 온도에서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을 1시간 정도 유지하
고 있다면 건조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 하면 된다. 동결건조 완료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프로그램 컨트롤러(SHELF TEMP. CONTROL)의 최종 프로그램이 진행 되는지 확인한다.
② 선반의 온도를 확인한다. 즉, 컨트롤러 온도와 기록계의 온도를 확인 비교한다.
③ 샘플의 온도를 확인한다. 즉, 시료. 1, 2, 3의 온도가 선반 4의 온도와 같은지 확인한다.
④ 샘플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선반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면 건조
는 완료 되지 않았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위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⑤ 샘플의 온도가 일정하게 1시간 이상 유지하였다면 다음 단계의 과정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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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조기의 종료
① 선반 가열 버튼을 누른다.

② 진공 버튼을 누른다.

③ 트랩 냉각 버튼을 누른다.

④ 선반 냉동 버튼을 누른다.

⑤ 진공 동결 건조기가 멈춘다.

⑥ 수동 버튼을 누른다.

⑦ 진공해체 버튼을 누른다.

⑧ 도어를 연다.
⑨ 센서를 뺀다.
⑩ 트레이를 이용하여 건조물을 빼낸다.
* 자동 시에는 자동 버튼을 누르면 기기가 전체 멈추며 이때 진공 해체 버튼을 누른 후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7.6 제상 작업
① 다음 건조 작업을 위해 성에 제거 버튼(DEF.)을 누릅니다. 성에 제거 버튼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Hot Gas에 의해 응축기에 포집된 성에를 녹이기 시작한다. 녹은 성에는 배출라인을 통해
자동으로 배출된다.
② 성에를 완전히 녹인 후 성에 제거 버튼을 1회 누른다. 성에 제거 버튼 중앙램프에 불이 꺼지며
투입되던 Hot Gas의 공급이 정지된다.

③ DRYING CHAMBER나 COLD CHAMBER내에 남아 있는 잔류수분을 닦고 깨끗이 보관하는 것이
다음 건조를 위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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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장비점검 및 청소
① 다음 건조 작업을 위해 선반의 청소 및 콜드트랩의 청소를 한다.

② 차트지의 종이의 기록량이 다음 건조 시 충분한지 점검한다.

③ 건조과정시 이상유무의 기록을 남겨 다음 건조에 참조할 수 있게 한다.

④ 기계실 주변에 기름 누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⑤ 서비스탱크의 실리콘 오일량이 충분한지 점검한다.(1/2 ~ 2/3)

⑥ 진공펌프라인의 Exhaust Filter 주변이 깨끗한지 점검한다. 기름이 새어 나오거나 다량의 기름이 있을
경우 및 황색으로 변색되어 있으면 Filter를 교환한다.

⑦ 진공펌프 오일이 충분한지 확인하며 깨끗한지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변색되어 있다면 오일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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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액세서리
8.1 부품의 명칭(MODEL : E2M40)

8.2 오일 교환 시기와 오일 교환 방법
▶ 진공 펌프 오일 교환은 자동차 엔진 오일을 일정한 몇Km 주행마다 교환하듯이 진공펌프 오일교환도
일정한 사용 시간이 경과하면 교환하여 펌프 운전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 오일 교환 시기는 진공 펌프 정면에 있는 오일레벨게이지(OIL LEVEL GAUGE)를 보시고 맑고 투명한
색이 아닌 탁하고 황색 색깔을 띄면 교환 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시는 시료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 가동시간 700~1000 시간마다 교환하는 것이 좋다. (2개월 마다)

▶ 오일 교환 방법
1 단계 : 폐 오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여 오일 드레인 밸브(OIL DRAINAGE VALVE)를
연 다음 오일게이지를 확인하면서 오일을 완전히 빼낸다.
2 단계 : 폐 오일을 완전히 뺐으면 오일 드레인 밸브를 닫고 오일 주입플러그를 열고 주입구를
통해 새 오일을 보충하여 준다.
3 단계 : 오일주입양은 오일레벨게이지를 보면서 레벨게이지의 윗 선에 맞춰 채워준다.
4 단계 : 오일 주입이 모두 끝나면 펌프오일 주입플러그를 오른쪽(시계방향)으로 돌려 플러그를
꼭 조여 준다.
5 단계 : 오일교환이 끝나면 폐 오일은 수거하여 처리하고 제품을 깨끗이 유지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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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결건조 시 주의사항
▶ 동결건조는 동결된 수분을 진공상태에서 승화시켜 건조를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료는 확실히 동결
되어야 합니다. 동결 시에는 되도록이면 급속동결하기를 권장합니다.

▶ 시료를 건조하기 전에 건조실과 수분 포집실에 수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깨끗한 수
건이나 가재로 닦아 냅니다.

▶ 진공펌프의 진공오일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족하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충하거나 교환하여 건
조를 수행하여 주십시오. 진공오일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일과 같지 않으므로 구입처에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도가 짙은 액상의 시료를 건조할 때는 초기에 지나치게 온도를 고온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료 바닥에서 시료가 녹아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공펌프의 보호를 위해 제품의 건조용량보다 많은 시료를 건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건조완료 후 다음 시료의 보호를 위해 건조실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결건조과정은 동결된 시료의 표면온도, 시료 두께, 응축기 온도, 진공도, 시료의 공융점
(eutectic point), 시료의 농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효율적인 동결건조를 위해서는 위의
영향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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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비스
10.1 기간별 점검사항
평소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유지/점검이 필요하다. 다
음과 같은 유지 및 점검사항을 하여 준다.

기 간

유지 및 점검사항

진공펌프오일의 양과 상태를 확인하여 준다. 만일 오일의 양이 작다면 더
1주일

보충하여 주시고 오일의 상태를 관찰하여 오일에 과도한 수분이 포함되어 있

(Weekly)

다면 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오일교환에 필요한 정보는 진공펌프란을 참
고한다.

1. 고무성분의 메니폴더, 실리콘가스켓 등은 주위환경에 따라 경화, 성능 저
하, 찢어짐 등이 발생하여 진공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무재
1개월
(Monthly)

질은 매월 체크하여 준다.
2. 냉동시스템이 공냉식 응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응축기의 전면에 쌓인 먼지
를 제거하여 준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통풍양의 감소로 인하여 시스템의 효
율이 저하됨으로 반드시 제거하셔야 한다.(주위공기의 먼지량이 많은 경우)
3. 주간 점검사항을 모두 체크하여 준다.

1. 냉동시스템이 공냉식 응축기를 사용하는 경우 응축기의 전면에 쌓인 먼지
6개월
(Semi-annually)

를 제거하여 준다. 먼지가 쌓여 있다면 통풍양의 감소로 인하여 시스템의 효
율이 저하됨으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주위공기의 먼지량이 적은 경우)
2. 월간 점검사항을 모두 체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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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고장의 원인과 대책

원 인

대 책

① 제품 전원에 전압이 불규칙할 경우

▶모델별 제품은 권장 전압은 380V 3상입니다.

▶전압이 불규칙한 곳에서 사용하실 때 반드

이 전압을 벗어날 경우에는 압축기의 효율이 급격 시 Voltage Booster를 사용한다.
히 저하되며 때로는 가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② 제품 주위 온도가 30℃이상일 경우

▶본 제품주위 온도가 30℃이상이 되면 콘덴서
(응축기)에서 식혀줄 수 있는 한계점을 초과하여
압축기 고장의 원인이 된다.

▶제품주위의 온도가 28℃이상이면 환풍구
및 창문을 열어서 외부와 통풍이 잘되게 한
다.
▶에어컨을 가동하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된다.

③ 제품 주위의 온도가 0℃이하일 경우

▶제품주위의 온도가 0℃이하가 되면 압축기와

▶제품주위의 온도가 0℃이하가 되면 각종

진공펌프 내부의 오일이 응고현상이 일어나서

난방기구를 가동하시어 제품주위의 온도를

압축기와 진공펌프 가동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소한 5℃이상이 되게 유지시켜 준다.

▶제품주위의 온도가0℃ 이하가 되면 각종 전자
부품들이 오작동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④ 제품 주위에 습도가 높을 경우

▶제품주위에 습도가 높거나 물기가 많으면 각
종 전자제품에 고장을 초래하며 누전 및 합선의
원인이 된다.

▶제품주위의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환풍기
를 작동하거나 창문 등을 열어서 제품 주위
를 통풍시켜 준다.
▶제습기를 가동하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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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진공펌프 점검사항 및 응급조치
가. 일일 점검 사항

No.

점검사항

유량계를 통하여 적정눈금위치인가 확인한다.

1

오일량

2

오일 상태

3

4

점검내용

⇒표시 눈금 사이에 유면 위치
오일 색깔이 혼탁하고 갈색을 띠는 경우 혹은 부유물 및 수분
발견 시 교환하여야 한다.

갑작스런 소음 혹은

Oil의 양과 색깔을 확인하고 전원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재시

진동 발생

동합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A/S 필요로 한다.
Oil 박스에서 열 발생할 경우 상태를 확인한다.

Oil 박스의 열 체크

(하절기에 65℃±7℃이면 정상입니다.)

나. 사용시 응급조치

No.

이상증상

확인 및 조치사항
①전원 확인 후 전원 연결부위가 느슨한지 확인한다.

1

모터가 큰 소리를 내면

②펌프내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낀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이물

서 회전하지 않는다.

질이 낀 경우나 들어간 경우에는 분해해서 이물질을 제거한
다.)

갑자기 소음이 증가하
2

고

PUMP온도가

올라

간다.

①펌프 배기관에 이물질이 꼈나 확인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진공라인의 Leak 여부를 검사한다.
③진공라인의 모든 밸브 상태를 점검한다.(열려있는 밸브가 있
으면 잠그고 재가동한다.)
①오일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유면계를 확인한다.
②연결된 장비 중 Leak가 발생되는 장비는 없는가 확인한다.

3

갑작스런 진공도 저하

펌프의 흡기구를 막은 후 펌프의 진공도를 조사한다. 이때 진
공도가 유지된다면, 연결 장비쪽의 Leak가 원인이다.
③펌프의 Ballast가 잠겨 있는가 확인한다.

4

모터는 도는데 진공이
안되는 경우

①모터와 펌프의 연결 Coupler를 검사한다.
②모터와 펌프 Coupler의 Key 및 Set Screw가 제대로 유지되
고있는 상태인가 여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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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공펌프의 고장원인

No.

1

고장원인
오일의 수분 다량 흡
입

고장상태
① Oil의 열화로 진공도 저하(원인:증기압 상승)
② 금속부위 심각한 부식으로 펌프 손상(예:스프링파손, 베어링부
및 저널부위 부식)
① 펌프내 부식 급속히 진행

2

산성 성분 유입

②Oil의 화학적 변질로 인한 진공기능 상실
③Sealant 파손으로 오일 누유

3

반응 가스 흡입

4

분체 고형물 흡입

① 상기 “2”상황 발생
② 오일과의 반응으로 침전물 발생 ->펌프 손상
① 펌프 막힘
②펌프 운전 불능
① 오일 열화 ->펌핑능력 저하

5

고온분위기 운전

②오일 고착 ->모터부하증가로 모터 burning
③Sealant 파손으로 오일 누유
① 오일 소모량 증대 ->오일 부족

6

고압(10Torr)에서

②오일 산화 ->진공기능 저하

한시간 이상 운전

③ 펌프마모화 증대
④오일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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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서비스 의뢰
※ 서비스 의뢰 전에 소비자님께서 점검하여 주십시오.

①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②



모델별로 전원사양이 틀리니 전원 공급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전원 플러그 연결이 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작동순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냉각되지 않아요!



열이 나는 것이 가깝게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응축기 공기 흡입구가 먼지로 막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공냉식)



한번에 많은 시료를 건조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시료의 예비 동결이 부족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작동순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진공 상태가 되질 않아요!



진공 펌프가 가동되는지 확인하세요.



진공 펌프의 오일 교환 시기가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드레인 밸브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진공 밸브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시료의 예비 동결이 부족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작동순서대로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④ 제품바닥에 기름이 많이 있습니까?



진공펌프 작동 중에는 진공펌프의 기체 배출구 쪽으로 다소의 오일이 같이
흘러나옵니다.
(조치 : 진공펌프 상단부에 있는 이그제스트 필터의 엘레멘트를 교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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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음과 이상한 소리가 나요!



설치 바닥이 평평한지 확인하세요.



제품의 압축기 작동 소음인지 확인하세요.
* 본 제품의 압축기 작동 소음은 가정용 냉장고 압축기 소음보다는 다소 큰 소음이
납니다.



제품의 진공펌프 작동 소음인지 확인하세요.
* 평소 진공펌프 작동 소음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3가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1. 진공펌프가 바른 자세로 잘 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 조치 : 바른 자세가 아닌 경우에는 펌프를 조금만 옮겨주세요.
2. 진공배관이나 밸브 또는 드레인 밸브가 열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주세요.
- 조치 : 열려 있으면 닫아 주세요.
3. 진공펌프 상단에 있는 밸라스트 밸브가 너무 열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조치 : 너무 열려 있으면 오른쪽(시계방향)으로 약간 돌려주세요.



“줄줄줄” 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까?
* 본 제품은 많은 냉매 배관이 내장되어 냉매가 흐르는 소리이므로 고장이 아닙니다.



작동 버튼을 누를 때 “딱” 하는 소리가 납니까?



본 제품의 전기 작동은 마그네트 릴레이 방식이므로 작동할 때 “딱” 하는 소음이 발생
됩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⑥ 이상한 냄새가 납니까?



진공펌프 작동 중에 냄새가 날 경우에는 아래 3가지를 확인하여 주세요.
1. 전번 실험 중에 시료의 분비물이 진공펌프와 희석되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

다.
- 조치 : 진공펌프의 오일 교환을 하여 주십시오.
2. 진공펌프의 밸라스트 밸브가 너무 열려 있거나 진공라인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치 : 밸라스트 밸브를 오른쪽(시계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닫아 주시고 진공
라인의 새는 곳은 막아 주십시오.
3. 진공펌프 상단에 있는 이그제스트 필터의 엘레멘트를 교환할 시기입니다.
- 조치 : 이그제스트 필터의 엘레멘트를 교환하세요.

- 33 -

ilShin Bio Base

Lyoph-Pride30 사용설명서

제 품 명

진공동결건조기

모 델 명

Lyoph-Pride 30R

제품 번호

QC3011

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2년간 ( 단, 진공펌프의 A/S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상 호
고
객

연락처
주 소
판

상 호

주식회사 일신바이오베이스

매

연락처

031-867-1384

처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075-1

본 제품은 재경제원이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정당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교환, 수리, 환불해
드립니다.

(주)일신바이오베이스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일 구입하신 제품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당사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하시고 본 증서를
제시하시면 아래와 같은 보증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 보증규정 1. 제품을 구입하신 날로부터 무상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2. 단 제품보증기간 이내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서비스료와 부품비를 당사 기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여 받습니다.
1) 고객의 취급부주의 및 조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2) 당사 지정 수리요원 이외의 제3자가 수리하였거나 부당한 수리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파손
3) 사용전원에 장애로 인한 고장 및 파손
4) 당사 지정 소모품 및 소모성 부품 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이나 파손
5)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파손
6) 보증서의 제시가 없을 경우
3. 보증기간 외의 수리
보증기간 경과후의 수리 요청시에는 수리비와는 별도로 소정의“기계점검 출장료”를 받습니다.
4. 본 보증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한“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5. 본 보증서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 기타 1. 본 제품의 사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은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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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075-1번지
☞ 서비스센터
TEL : 031) 867-1384
TEL : (031) 867-1384

FAX : (070) 7950-3911

서울지사 TEL : (02)491-1328

FAX : (070) 7950-3911

FAX : (02)491-1329
☞ 긴급출동반

수원지사 TEL : (031)415-7261 FAX : (031)415-7263
대전지사 TEL : (042)824-1145 FAX : (042)824-1147

H.P : 010-3078-9995 (서 울 )
010-9052-8397 (수 원)
010-5419-0937 (대 전 )

호남지사 TEL : (062)951-8010 FAX : (062)951-8011
경북지사 TEL : (070)4354-3977 FAX : (070)7950-3941
제주대리점 TEL : (064)721-7749 FAX : (064)721-7753

010-6692-2489 (호 남 )
010-6589-2355(경 북 )

☞ INTERNET : www.1sbb.com

* 본 제품의 사양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전화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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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hin BioBas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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