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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및 중량 규격
작동 모드에서 기기 전체 크기
(너비 x 깊이 x 높이) 804 x 715 x 1533mm

시리얼 포장 전체 크기(너비 x 깊이 x 높이) 1040 x 1045 x 1480mm
비어 있는 무게(부속품 미포함) 235kg
전체 중량(부속품 포함) 315kg
포장을 포함한 기기 중량 300kg
레토르트
용량 최대 2 x 200 카세트
온도(파라핀) 58°C~85°C에서 파라핀 온도 선택 가능
온도(처리 시약) 상온 또는 35°C~65°C
온도(세척제) 35°C~85°C
진공 충전 -60kPa
배수 압력 45kPa

레토르트 뚜껑 심벽 재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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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핀 용기
파라핀조 수조 수 4
용량 최대 파라핀 수조당 3.9L
용해 시간 알갱이 형태의 경우 약 4.5시간, PEGASUS Parablock의 경우 3.5시간

온도 설정 범위 파라핀 녹는점 설정: 50°C~65°C
대기 온도 설정: 파라핀 용융

폐파라핀 배수 중력에 따름
용량
시약 용기 수 17개 시약병, 1개 응축물병, 최대 3.88L

프로토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한 20개의 프로토콜. 5개의 사전 설치된 프로토콜. 최대 10개의 시약과 3개의 파라핀 처리 
단계로 구성된 2개의 사전 설치된 자일렌 프로토콜. 최대 8개의 시약과 3개의 파라핀 처리 단계로 구성된 2개의 
사전 설치된 자일렌 없는 프로토콜.
— 프로토콜 단계당 시간: 0~5999분.
— 지연 시간: 최대 1000시간.
사전 설치된 세척 프로토콜 1개

최대 처리량 최대 400개의 카세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드립 트레이 >3.88L
밀도계 예

시약 관리 시스템 •  처리 프로토콜: 카세트/주기/일수/농도
•  세척 프로토콜: 주기/일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컬러 LCD 터치스크린, 12인치
•  사용자 친화적인 지능형 다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  USB 2.0 포트 3개, DC 5V
•  2개의 경보 소켓이 있는 경보 시스템(로컬 경보 및 원격 경보: 30V DC, 최대 1A)
•  검체 보호를 위한 스마트한 오류 처리

시약 캐비닛의 백라이팅 예
만료된 시약병의 시각적 신호 예
파라핀 세척 예



전기 사양
명목 공급 전압 100~120VAC/220~240VAC
명목 공급 주파수 50/60Hz
전력 소비 최대 100~120VAC 15A, 최대 220~240VAC 10A
기타 사양
CE 승인됨
CSA 승인됨

액세스 수준

•  작업자
•  감독관
•  관리자
•  서비스
•  제조업체

암호 상태

•  작업자
•  감독관
•  관리자
•  서비스
•  제조업체

암호 유형 영숫자, 자유롭게 선택 가능
환경 기술 규격
작동 고도(해발고도)(최소/최대) 해발 최대 2250m
온도(작동)(최소/최대) +10°C~+35°C
상대 습도(작동)(최소/최대) 습도 20%~80% 비응축
온도(운반)(최소/최대) -29°C~+50°C
온도(보관)(최소/최대) +5°C~+50°C
상대 습도(운반) 습도 10%~85%
상대 습도(보관) 습도 10%~85% 비응축
벽까지의 최소 거리 80mm

BTU •  100~120V: 최대 6141.86BTU/h(1800J/s)
•  220~240V: 최대 8189.14BTU/h(2400J/s)

방출 및 경계 조건
IEC 61010-1 과전압 범주 과전압 설치 범주 II
IEC 61010-1 오염 정도 오염도 2
IEC 61010-1 보호 수단 등급 I
IEC 60529 보호 정도 IP20
A-가중 소음 수치, 1m 거리에서 측정 <70dB(A)
EMC 등급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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