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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용설명서에 포함된 정보, 수치 자료, 참고  
사항 및 가치 판단은 이 분야의 철저한 조사에 따라  
Leica가 이해하고 있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 및  
최신의 기술을 나타냅니다. 
Leica는 현재의 사용설명서를 최신 기술 발전에  
맞춰 정기적 및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사용 
설명서의 추가적인 복사본 또는 업데이트 사항을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국가 사법 체제
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Leica는 본 사용설명서에 
포함된 설명 오류, 그림, 기술 삽화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본 사용설명서의 설명 
또는 기타 정보를 따르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정적 손실 또는 결과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이나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한 설명, 도면, 그림 및 기타 정보는 당사 제품의  
보증된 특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품 특성의 보증은 당사와 당사 고객 간 이전에  
합의된 계약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Leica는 사전 고지 없이 제조 공정은 물론 기술적  
사양을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만 
당사의 제품에 사용된 기술 및 제조 기술을 지속적 
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문서의  
모든 저작권은 Leica Biosystems Nussloch GmbH에  
있습니다.
인쇄, 복사, 마이크로피시, 웹 캠 또는 기타 방식 
(전자 시스템 및 매체 포함)을 이용한 텍스트 및 도판의  
재생산은 Leica Biosystems Nussloch GmbH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기의 일련번호와 제조연도는 기기의 뒷면에 있는 
명판을 참조하십시오.

© Leica Biosystems Nussloch GmbH

참고사항

Leica Biosystems Nussloch GmbH
Heidelberger Strasse 17 - 19
69226 Nussloch
Germany
전화: +49 (0) 6224 143-0
팩스: +49 (0)6224 143-268
웹 사이트: http://www.LeicaBiosyst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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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 정보

1.1  본문 내 기호와 의미

경고   
회색 상자에 삼각형( )으로 표시됩 
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그림의 항목 번호를  
나타냅니다.

(5)

기기에서 누르는 기능 키는 굵은 글씨의 
대문자로 표시됩니다.RUN

이 기기에서 처리된 샘플은 생물학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기의 이 경고 기호는 사용자에게 감전 
위험을 알려줍니다. 감전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방지하려면 이 표시가 있는 패널
이나 하우징을 열지 마십시오.

인화성 용매 및 시약을 식별하는 기호입
니다.

참고사항
회색 상자에서 중요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기호( )로 표시됩니다.

제조사는 CE 표시를 통해 의료기기가 해당 
EC 법령을 준수함을 알립니다.

체외 진단용 의료 기기: 체외 진단용 의료
기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나타냅
니다.

파손 주의, 취급 주의
주의해서 취급하지 않으면 파손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의료 기기를 표시합니다.

사용설명서 참고: 사용자가 사용설명서를 
참고할 필요성을 표시합니다.

중국 RoHS: 중국 RoHS 지침의 환경 보호 
기호입니다. 이 기호에서 숫자는 제품의  
"환경친화적 사용 기간"(연수)을 표시합 
니다.

UKCA(영국 제품 적합성 평가) 표시는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 
출시되는 상품에 사용되는 새로운 영국 
제품 표시입니다. 이전에 CE 표시가 필요
했던 대부분의 제품이 해당됩니다.

원산지: 원산지(Country of Origin) 항목은 제품의  
최종 특성 변화가 수행된 원산지를 나타냅니다.

영국 책임자(UK Responsible Person)는 영국 외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제조업체의 의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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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위로
운반 포장물을 올바르게 세운 상태를 
표시합니다.

1.2 용도

Leica ST4020은 병리학 의사의 조직학적 의료 진단 
(예: 암 진단)에 사용하는 세포 형성 및 그 구성 요
소를 대조하기 위한 인체 조직 표본의 염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자동 염색기입니다. Leica ST4020은 
체외 진단용입니다.

본 사용설명서를 따르지 않으면 부적절한 제품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1.3 작업자의 자격 요건

• 교육을 받은 실험실 직원만이 Leica ST402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험실에서 본 제품을 작동하는 담당자는 제품  
사용 전에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과 제품의 모든 
기능을 숙지해야 합니다.

1.4 유형

본 사용설명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표지에 명시된 
기기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기기 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은 기기 뒷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주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 의료기기  
자체에 표시할 수 없는 경고 및 주의와  
같은 중요한 주의사항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WEEE 기호: 바퀴 달린 쓰레기통에  
X자가 표시된 모양의 WEEE 기호는 
WEEE(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의 분리
수거를 나타냅니다(§ 7 ElektroG).

제조사: 의료 제품의 제조사를 표시합
니다.

일련 번호: 특정 의료 기기의 식별을  
위한 제조사의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
다.

품목 번호: 의료기기를 식별할 수 있는 
제조사의 카탈로그 번호를 나타냅니다. 

제조 날짜: 의료 기기의 제조 날짜를  
표시합니다.

UL 인증 마크: UL 전문가가 대표 샘플
이 UL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제조사가 제품이 해당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한다고 주장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건조한 곳에 보관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료 기기를 
표시합니다.

1.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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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이 사용설명서는 기기의 작동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 및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 
니다. 사용설명서는 제품의 중요한 일부이며, 제품 
시작 및 사용 전에 주의 깊게 읽고 항상 제품 주변에 
보관해야 합니다.

2.2 경고

본 제품은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사용을 위한 전기  
장비 안전 요건에 따라 제조 및 검사가 수행되었습
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한 조작을 보장하려면  
본 사용설명서에 나온 모든 참고사항과 경고를 준수
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기기에 설치한 안전 장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만 제공합니다. 기기를 안전하게 작동 
하는 것은 기기의 작동, 서비스 또는 수리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기기 작동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지침과 경고를 준수하십시오.

관련 표준에 대한 최신 정보는 기기와  
웹 사이트에서 EC 적합성 선언과 UKCA 
적합성 선언을 참조하십시오.
www.LeicaBiosystems.com

기기에 있는 보호 장치와 부속품을 제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Leica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서비스 기사만이 기기를 수리하고 내부 구성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약 물질 안전보건자료는 해당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www.msdsonline.com

본 사용설명서는 사용자 국가의 사고  
예방 및 환경 안전성에 대한 기존 규정
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히 보완해야  
합니다.

본 장의 안전성 및 주의 참고사항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Leica 제품의 조작 및 사용에 대해 이미 숙지하고 있더라도 이 참고사항을 꼭 읽어보십시오.

2.1 안전성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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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경고 – 시약 취급

위험 – 운반 및 설치

용제를 취급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본 기기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 취급 시에는 항상 고무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사용되는 시약은 독성 및/또는 가연성일 수 있습니다.
사용한 시약을 폐기할 때, 지역의 해당 규제 및 기기가 설치된 회사/기관의 폐기물 폐기 규제를  
준수하십시오.
염색기 또는 시약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염색기는 추출기 후드 아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포장을 푼 다음 기기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운반하십시오.
기기를 실험실 벤치에 수평 상태로 놓으십시오.
기기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예: 창 옆). 충격, 밝은 직사광선 및 과도한 온도  
변화를 피하십시오.
기기를 접지된 콘센트에만 연결하십시오. 접지선이 없는 연장 코드를 사용해 접지 기능을 방해 
하지 마십시오.
기기가 전원의 전압/주파수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환기가 잘 되고 발화원이 없는 장소에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Leica ST4020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들은 가연성이 높으며 인체에 유해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방에서는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창고와 설치 장소 간 온도차가 심하며 동시에 대기 습도가 높을 경우 기기에 응축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기를 켜기 전에 2시간의 대기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고 삼각형으로 표시된 기기의 경고 라벨은 표시된 항목을 작동하거나 교체할 때 (본 사용설명서
에 명시되어 있는) 올바른 작동 지침을 따라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고, 상해, 기기 또는 부속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 기기 자체의 안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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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기기 작동

2. 안전

경고 – 청소 및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시작하기 전에 기기를 끄고 전원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세제를 사용할 때는 제조사의 지침 및 실험실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기기의 외부 표면을 청소할 때는 알코올, 알코올 포함 세제(유리 세정제), 연마성 분말세제, 아세톤, 
염소 또는 자일렌 함유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업용 순한 가정용 세제로 후드와 하우징을 닦으십시오. 마감재 처리된 표면은 용제에 내성이  
없습니다!
기기를 청소하거나 작동할 때는 기기 내부로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제품 제조업체에서 권장하지 않는 부착물이나 부속품을 사용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기가 손상되거나, 품질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교육을 받은 실험실 직원만 기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용 목적과 사용설명서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서만 기기를 작동해야 합니다.
비상 시에는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에서 기기의 플러그를 빼십시오.
연결 소켓과 전원 스위치에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코드는 발에 밟히거나 다른 물건에 깔리지 않도록 배선해야 합니다. 
시약 및 표본 슬라이드 작업 시 적절한 보호 장구(실험실 코트, 장갑, 보안경)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기(용매 연기) 바로 옆에서 나화 장치(예: 분젠 버너)를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발화원으로부터 최소 2미터 떨어진 곳에 기기를 두십시오!
염색기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염색기와 함께 제공된 시약 덮개로 시약 용기를 덮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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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요 - 제품 구성

3.   기기 구성품 및 사양

그림 2 

조절식 발

시약 용기

표본 슬라이드  
캐리어

리프트 바 후드(옵션)

세정수 용기

디스플레이 및 키패드

배출 탱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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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연결

3. 기기 구성품 및 사양

그림 3

배출 호스

세정수 연결

제품 후면

조절식 발

전원 스위치명판

고정 배치용  
지지 브래킷

전원 연결  
모듈  

(퓨즈 포함)

시약 용기  
덮개 보관

3.2 제품 사양

Leica ST4020은 독립형으로 설계된 자동 선형 염색
기이며, 조직학 실험실 및 해부 병리학 실험실에서  
냉동된 조직 절편을 염색하는 데 사용됩니다. 
Mohs 기술 실험실의 시료, 냉동 절편 실험실 또는  
일반 수술 병리학의 절편 염색에 적합합니다. 또한 
혈액학, 세포학 및 일상적인 H&E 염색에서도 사용
됩니다.

한 번에 최대 4개의 슬라이드를 넣을 수 있는 캐리어
에 슬라이드를 놓습니다. 염색기에는 시약 스테이션 
또는 세정수 스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약 스테 
이션 14개가 있으며, 최대 4개의 처리된 슬라이드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배출 탱크가 있습니다.
염색 중에는 슬라이드가 모든 스테이션에 적용되는  
지정된 시간 동안 각 시약 스테이션에 머물게  
됩니다. 스테이션 시간, 액침 횟수 및 시작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지 브래킷 장착용  
나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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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기 구성품 및 사양

3.3 구성 요소의 기능 설명 - 시스템 개요

키가 6개인 멤브레인 키패드를 이용해 처리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처리  
실행을 시작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처리 진행률과 염색기의 처리 매개변수가 영문 16자까지 표시
되는 행 2개가 LCD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표시됩니다.

10페이지의 그림 2에는 염색기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Leica ST4020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패드(14) 및 디스플레이(13)

슬라이드 캐리어(1) 및 리프트 바(2)

시약 용기(4) 및 세정수 용기(6)

염색용 슬라이드(3)를 슬라이드 캐리어(1)의 슬롯에 삽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캐리어가 리프트 바(2)에 놓여지고, 이를 통해 첫 번째 시약 용기로 
이동합니다.
리프트 바가 슬라이드 캐리어를 다음 스테이션으로 옮기고, 최종적으로 
배출 탱크에 넣습니다.

각 시약 용기(4)에 염색 및 처리용 시약을 50ml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특정 염색 프로토콜을 수행하도록 총 14개의 시약 및 세정 용기(6)를  
배열할 수 있습니다. 
14개 처리 위치마다 시약 용기 또는 세정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정 용기를 사용하면 처리 중인 슬라이드에 세정수를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3

1

2 4

4 6

그림 4

그림 5

그림 6

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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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기기 구성품 및 사양

배출 탱크에 처리된 슬라이드를 넣습니다. 최대 4개의 슬라이드 캐리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배출 탱크에 슬라이드 캐리어가 가득 차면 이를 치울 때까지 처리 작업이  
일시중지됩니다.

구성품 기능 설명(계속)

배출 탱크(7)

플랫폼(8)

배수 호스(9)

세정수 공급(10)

전원 스위치(11) 및 전원 공급 연결 장치(12)

염색기는 전원 코드로 전원공급장치(12)에 연결되며, 전원 스위치(11)로 
켭니다. 
50/60Hz의 전원 주파수와 100~230볼트의 교류 전원이 사용됩니다.

세정수 공급을 위한 연결 포트는 염색기 후면에 있습니다. 클램프가 있는 
필수 연결 호스는 제공된 장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정수가 수집 용기 또는 배수통으로 흘러가도록 배수 호스가 항상 아래
쪽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정수가 염색기에 모이면 안 됩니다.

플랫폼은 염색기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시약 용기, 세정수 용기, 배출  
탱크를 고정합니다. 염색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14개의 용기와 배출  
탱크를 모두 플랫폼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림 7

7

9

그림 8

그림 9

그림 10

8

그림 1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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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슬라이드 캐리어의 기능 구성

그림 12

핸들

슬라이드 슬롯

리프트 바 
리테이너

측면 지지대

슬라이드

그림 12와 그림 13에는 슬라이드 캐리어를 시약 용기 위에 배치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리프트 바에 염색용 슬라이드가 있는 슬라이드 캐리어를 놓은 동안  
슬라이드 캐리어의 측면 지지대를 정렬하여 슬라이드 캐리어가 용기  
위에 위치하게 하십시오.

측면 지지대

시약 용기

그림 13

3.   기기 구성품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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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본 배송 – 포장 목록

 Leica ST4020의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기기 구성품 및 사양

포장 목록, 배송 메모, 주문 내용과 배송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Leica로 연락하십시오.

수량 명칭 주문 번호

1 Leica ST4020 기본 기기 14 0509 46425

14 시약 용기(흰색) 14 0509 46437

3 세척 스테이션(검은색) 14 0509 46441

3 슬라이드 캐리어 14 0509 46438

1 배수 호스 어셈블리 
(호스 커넥터 포함, 길이 50cm, Ø 1/4“)

14 0509 46532

1 배수 호스 150 cm(기기에 설치됨) 14 0509 46445

1 세정수 스테이션으로 연결된 호스 분배기 Ø 1/8“(기기에 설치됨) 14 0509 46533

1 배출 탱크 14 0509 46450

1 튜브, 피팅, 타이 랩 세트: 14 0509 46459

1 물 호스 40cm, Ø 1/8“

3 인라인 피팅

2 플러그

10 타이 랩

1 고정 배치용 지지 브래킷 14 0509 46570

1 시약 용기 커버(금속) 14 0509 46442

1 교체용 퓨즈 세트

2 퓨즈 250 V, T 1.0 A 14 0509 46463

1 국제판 번들 사용 설명서 
(영어 인쇄본 및 데이터 저장 장치 14 0509 80200의 추가 언어본 포함)

14 0509 80001

전원 코드에 결함이 있거나 분실한 경우 Leica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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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술 데이터

전기 사양 
공칭 공급 전압 100 – 240 V AC
공칭 주파수 50 / 60 Hz
전원 공급 전압 변동 ± 10 %
소비 전력 100 VA
전원 입력 퓨즈 T1A L 250 V AC

치수 및 무게 사양

전체 기기 크기(작동 모드)
(폭 x 깊이 x 높이, mm)

630 x 245 x 250

높이(후드가 열린 상태, mm): 430
자기 무게(부속품 제외, kg) 16
총 무게(부속품 포함, kg) 19
기기 무게(포장재 포함, kg) 21

환경 사양

작동 고도(해발 미터, 최소/최대) 최대 해발 2000 m
온도(작동, 최소/최대) +15 °C~+30 °C
상대 습도(작동, 최소/최대) 20 %~80 %, 비응축

온도(운반, 최소/최대) -29 °C~+50 °C
온도(보관, 최소/최대) +5 °C~+50 °C 
상대 습도(운반 / 보관) 10 %~85 %, 비응축

벽과의 최소 거리(mm) 250
작동 소음도 < 70 dB (A)
BTU (J/s) 100 J/s

방출 및 경계 조건

IEC 61010-1에 따른 과전압 카테고리 II
IEC 61010-1에 따른 오염도 2
IEC 61010-1에 따른 보호 등급 등급 1
IEC 60529에 따른 보호 등급 IP 20
방열 100 J/s
A-가중 소음도, 1 m 거리에서 측정 ≤ 70 dB (A)

3.   기기 구성품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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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기 구성품 및 사양

EMC 등급 등급 B
승인 CE, cULus Listed

처리량

시간당 표본 슬라이드 수 프로그램 구성 및 하중에 따라 달라짐

로드 용량 슬라이드 캐리어 최대 4개

언로드 / 보관 용량 14

랙

슬라이드 랙 용량 4

스테이션

총 스테이션 수 14
총 시약 스테이션 수 14
세척 스테이션 최대 3개(시약 스테이션은 11개만 가능)
시약 용기 용량 50 ml

교반

교반 수행 리프트 바
교반 스트로크 스테이션당 액침 0~3회, 지속 시간 4초 이상

세척 스테이션

세척 스테이션 수 3

담수 연결

호스 길이 1.5 m
연결 부품 1/4”

폐수 연결

호스 재질 PVC
호스 길이 1.5 m
배수 원리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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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기를 설치하려면 약 250 x 700 mm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기에서 가장 가까운 벽 또는 다른 
기기와의 간격이 2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염색기에서 세정 스테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깨끗한 물과 폐수 연결부가 기기 뒷면의 포트에서  
1.2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옵션 후드가 제대로 열리려면 기기 위에 충분한 공간(약 30cm)이 있어야 합니다.
•  실내 온도는 10 °C~30 °C를 유지해야 합니다.
•  최대 상대 습도는 80%(비응축)입니다.
•  거의 진동이 없는 바닥. 진동, 직사광선, 심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게 하십시오.

•  포장 외부에서 사용설명서를 분리하십시오.
•  포장을 푸십시오.
•  스티로폼을 제거하십시오.
•  부속품을 모두 꺼내십시오.
•  배송된 내용물을 주문서와 비교하면서 모든 구성품과 부속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1 설치 장소 요구 사항

• Leica ST4020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가연성이 높으며 인체에 유해합니다. 
• Leica ST4020의 설치 장소는 통풍이 잘되는 곳이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발화원도 없어야 

합니다.
•  이 기기를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에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4.2 기기 포장 제거

제품이 도착하면 먼저 배송품에 외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기 손상이 배송 중에 
발생한 것이 확실하면 즉시 배송업체에 청구하십시오.

4.   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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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 설치

기기 포장 제거(계속)

본 포장 풀기 지침을 따르려면  기호
가 위를 향하도록 상자를 놓아야 합니다.

그림 14

35 36

그림 15

37 39

그림 16

38

그림 17

3838 40

1. 상자 외부에서 사용 설명서를 분리하십시오.
2. 상자 위의 포장 테이프(35)를 자르십시오.
3. '적합성 설명서'(36)가 있는 노란색 봉투를 꺼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4. 부속품 상자(37)를 꺼내고 포장재(39)를 제거하십

시오.
5. 성형된 폼 패드(38)를 잡아서 기기를 포장에서  

꺼내고 흔들리지 않는 실험실 벤치에 놓으십시오.
6. 성형된 폼 패드(38)를 기기와 분리하십시오.  

기기에서 보호 필름(40)을 제거하십시오.
7. 상자 바닥에서 시약 용기 커버와 물 호스를 제거

하십시오.
8. 함께 제공된 사용설명서를 따를 수 있도록 기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기기  발을 조절하십시오.

보증 기간 동안 포장을 보관하십시오.
기기를 반품하려면 위의 지침을 역순으로 
따르십시오.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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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수평 정렬

안전하고 정확한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기기  
발이 설치면과 균일하게 접촉해야 합니다. 
염색기는 수평 상태로 조절된 후 출고됩니다. 설치 
장소의 바닥이 수평 상태가 아니면 기기 발을 조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기기 발(25)의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  먼저, 크기가 11인 개구형 렌치를 이용해 잠금  

너트(26)를 푸십시오.
•  기기가 안정적으로 설치될 때까지 기기 발(25)을 

조절하십시오. 
•  잠금 너트를 다시 잠그십시오.

4.3 설치

지지 브래킷 장착하기
키를 눌렀을 때 기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 브래킷
(27)을 후면에 장착해야 합니다. 
•  먼저 스크류 드라이버로 필립스 헤드 나사(28)  

2개를 푸십시오. 연결된 와셔(29) 2개와 함께 푼 
나사를 두십시오.

•  기기 후면에 지지 브래킷을 설치하고(그림. 20), 
나사 2개를 다시 삽입한 후 느슨하게 잠그십시오.

•  플레이트 면이 벤치 바닥과 같은 높이가 될 때
까지 지지 브래킷을 지지면에 누르십시오 .  
이 상태에서 플레이트를 나사로 조이십시오.

그림 19

그림 20

28

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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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배수 연결
•  배수 호스(9)를 적절한 수거 탱크 또는 폐수통에 

연결하십시오. 호스가 꼬이지 않고 아래로 향해 
있어 배수가 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그런 다음 세정수 공급 호스(35)를 염색기에  
연결하십시오. 

•  딸깍 소리가 나면서 호스가 고정될 때까지 커넥터 
(36)를 기기의 홀(10)에 밀어 넣으십시오. 호스를  
분리하려면 플레이트(37)를 누르고 커넥터를  
뒤로 당기십시오. 

•  그림 21에 표시된 위치에서 클램프(37)를 사용 
하여 호스를 장치에 고정하십시오.

•  호스 반대편 끝을 적절한 수도꼭지에 연결하십
시오. 필요한 경우 옵션 연결 키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  급수 입구는 아직 열지 마십시오. 
•  세정수 속도 조절 방법은 5.4장에 나와 있습니다.

4.5 세정수 용기 설치

염색기에서 최대 3개의 세정 스테이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세정수 용기는 14개의 시약 스테이션 
중 하나에 있습니다. 
제공된 기기에는 Y 커넥터가 있는 3개의 호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Y 커넥터에서 케이블 타이를 제거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연결된 호스에서 Y 커넥터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원하는 염색 프로토콜에 따라 방수 기능을 갖춘 세정 스테이션을 설치할 때 배송품에 포함된 추가  
케이블 타이, 호스, 플러그,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21

세정 스테이션을 설치할 때 세정수 용기가 플랫폼에 수평으로 배치되고 모든 호스가 리프트  
바의 이동 경로 외부에 있는 배수 탱크 바닥에 수평으로 놓여야 합니다. 세정수 호스에는  
당기거나 늘리는 힘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9

35

36

37

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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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수 용기 설치(계속)

호스 1 호스 2
호스 3 배수  

탱크 영역

그림 23

그림 22에는 기기에 호스가 배치
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작업하
려면 추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
니다. 급수 호스를 기기에 연결 
하지 마십시오.

세정수 용기(6)를 플랫폼의 원하는  
위치에 놓으십시오. 배수 탱크와 
가장 가까운 스테이션에서 시작 
하십시오.
호스 연결부(5)가 배출 탱크를  
가리키도록 세정수 용기를 끼우십
시오(그림 23).

그림 22

그림 24

6

마킹 1

호스(15)가 기기 하단과 수평 상태
여야 합니다. 
세정수 용기에 연결할 호스 끝에 
표시를 하십시오. 
'마킹 1'입니다.

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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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 1

세정수 용기 설치(계속)

마킹 2

커넥터의 측면

커넥터의 끝부분

• 이제 세정수 용기와 호스를  
염색기에서 빼십시오. 

• 마킹 1을 커넥터 끝에 맞추고, 
커넥터의 측면임을 나타내는  
두 번째 마킹('마킹 2')을 하십 
시오(그림 25).

• 마킹 2 부분에서 호스를 자르십
시오. 

• 그런 다음 호스 끝이 커넥터의 
측면과 수평이 되도록 호스(21)
를 커넥터에 완전히 밀어 넣으
십시오(그림 26). 

• 호스를 커넥터에 완전히 밀어 
넣지 않으면 급수가 시작된 후 
호스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림 25

그림 26

마킹 2

21

피팅에서 튜브를 당기
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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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수 용기를 플랫폼의 원하는 위치에 다시 놓으십시오. 세정수 용기가 플랫
폼과 수평 상태여야 합니다. 

 호스가 너무 길면 세정수 용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너무 짧으면 왼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세정수 용기와 플랫폼이 수평 상태가 아니면 염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세정 스테이션에 대해서도 위에서 설명한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세정수 용기 설치(계속)

세정 스테이션이 1~2개만 필요하면 사용하지 않는 
호스를 플러그(17)로 막아야 합니다(그림 27 참고). 
• 플러그를 비틀어서 호스의 끝부분에 완전히 밀어

넣은 다음 케이블 타이(18)로 고정하십시오.
17

18

그림 27

두 개의 세정 스테이션을 나란히 놓아야 하면 왼쪽 
스테이션의 커넥터(19)를 그림 28에 나온 것처럼  
정렬해야 합니다.

19

그림 28

세정수 용기와 플랫폼이 수평 상태가 아니면 염색기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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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커넥터와 세정 스테이션 사이의 중간 부분에서 호스를 자르십시오. 
• 패키지에 포함된 확장 커넥터(20)를 이용해 필요한 길이만큼의 호스(21)를  

추가로 연결하십시오. 
• 이렇게 하려면 호스의 길이를 다시 측정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길이만큼  

자르십시오.
• 호스의 양쪽 끝이 연장 커넥터에 닿을 때까지 밀어 넣은 다음 케이블 타이(18)

로 각 호스를 고정하십시오.
• 마지막으로, 세정수 용기가 플랫폼과 수평 상태인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4.6 호스가 너무 짧을 경우의 해결 방법

스테이션 중 하나의 호스(21)가 너무 짧거나 실수로 호스를 너무 짧게 자른 경우
에는 다음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18

20 21

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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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기 켜기

5.   작동

•  기기를 초기화하는 데 몇 초 정도 걸립니다. 이 과정 
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이 모니터에 표시
됩니다.

기기는 접지된 소켓에 연결해야 합니다.
현지 전원 공급용 소켓에 맞는 전원 코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접지선이 없는 연장 코드를  
사용해 접지 기능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되는 AC 소켓은 기기에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30

•  기기를 전원에 연결하기 전에 기기 뒷면의 메인 
스위치(11)가 OFF('0') 상태여야 합니다.

•  올바른 전원 코드를 전원 입력 소켓에 삽입하고 
전원 소켓(12)에 연결하십시오. 해당되는 경우  
전원 소켓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  그런 다음 기기의 메인 스위치(11)를 켜십시오 
(ON = 'I').

•  그런 다음 리프트 바가 원을 그리면서 암이 올바
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FINDING HOME...(기본 위치 찾는 중)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5.2 제어 패널 기능

그림 31

제어 패널은 6개의 푸시 버튼이 있는 멤브레인 키패드와 각 줄에 영문 16자까지 표시되는 2줄 디스 
플레이로 구성됩니다.
제어 패널로 기기의 기능을 제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합니다. 염색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에는 염색기의 현재 상태와 진행 중인 작업이 표시됩니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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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패널에는 6개의 푸시 버튼이 있으며, 작동 매개변수를 조절하고 기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제어 패널 기능(계속)

MENU(메뉴) 키로 작동 매개변수를 표시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NU 키를 누를 때마다 6개의 작동 매개변수 중 다른 하나가 표시됩니다.
새로운 설정을 할 때마다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설정이 메모리에 저장 
되므로 다음에 시스템 전원이 켜질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표시 중인 작동 매개변수는 PLUS( '+', 표시된 값 상향 조정) 및 MINUS( '–',  
표시된 값 하향 조정) 키를 눌러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PAUSE/STOP(일시중지/정지) 키를 누르면 표시 중인 매개변수를 변경하지 않고 
설정 메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
PAUSE/STOP을 한 번 누르면 다른 슬라이드 캐리어가 리프트 바에 놓여질 수  
있도록 현재의 염색 작업이 중단됩니다.
PAUSE/STOP을 빠르게 연속해서 두 번 누르면 현재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시스템이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ENTER 키를 두 번 누르면 선택된 매개변수가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새 설정을 입력하거나 PAUSE/STOP 키를 눌러서 설정 메뉴를 종료할 때마다  
시스템이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RUN 키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값에 따라 염색 작업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배수 밸브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가 변경되며, 타이머에서 남은 처리 
시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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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작동 매개변수 설정

5.   작동

작동 매개변수를 조정하는 과정은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시스템이 'ON' 상태이고 대기 모드에 있을 때(RUNNING 또는 SETUP 모드가 아님) MENU 키를 눌러 
설정 매개변수를 표시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TER 키를 두 번 누르면 선택된 매개변수가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PAUSE/STOP 키를 누르면 표시 중인 매개변수를 변경하지 않고 설정 메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설정을 할 때마다 즉시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설정이 메모리에 저장되므로 다음에 시스템 전원이 켜질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새 설정을 입력하거나 PAUSE/STOP 키를 눌러서 설정 메뉴를 종료할 때마다 시스템이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각 스테이션에서 슬라이드를 담그는 시간은 2~300초로 다양합니다. 
• PLUS 또는 MINUS 키('+' 또는 '–')를 누르면 염색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30초의 범위에서 1초 단위로 변경 
 30~60초의 범위에서 5초 단위로 변경

 60~300초의 범위에서 10초 단위로 변경

 
• ENTER를 누른 후에는 새로운 처리 시간이 활성화되며, 이 시간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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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대조

액정 디스플레이의 대조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 
니다.
• 조정 범위는 1~15이며, 1이 가장 밝은 설정입니다.

이송 장치 조정

이송이 일시중지되고 처리가 시작하는 위치는 PLUS 또는 MINUS 키
('+' 또는 '–')를 누르고 ENTER 키를 눌러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PLUS 또는 MINUS 키를 누르면 스테핑 모터로 처리되는 단계 수가 

8 단위로 변경됩니다. 최소 허용값은 704이고, 최대 허용값은 1000
입니다. 

• ENTER를 누르면 단계 수가 저장됩니다. 또한 이송 장치가 다음  
스테이션으로 진행하여 선택한 수의 단계가 처리되면 이송이 중지 
됩니다.

• 공장 출하 시 조정된 값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액침 횟수

균일한 염색을 위해 수행되는 액침 횟수는 0~3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PLUS 또는 MINUS 키를 눌러서 기기에서 실행되는 액침  
횟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NTER를 누르면 액침 횟수가 저장됩 
니다.
1, 2 또는 3을 선택하였고 처리 시간이 4초 이상이면 슬라이드 캐리어가  
스테이션에 도달한 후 2초 동안 설정된 횟수만큼 액침이 진행됩니다.
처리 시간이 4초 이상이면 이후의 모든 액침이 5초 간격으로 진행됩 
니다. 처리 시간이 4초 미만이면 선택한 설정에 관계없이 액침이 진행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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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위치 14개의 염색 위치를 일부만 사용하는 염색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경우
에는 시작 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처리된 슬라이드가 최소한의 시간에 배출 탱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작 위치 설정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작 위치로 사용할 스테이션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스테이션이 10개만 필요한 프로토콜에서는 첫 번째  

스테이션 대신 5~14 스테이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슬라이드가 마지막 처리 스테이션을 떠난 직후에 배출 탱크에 들어 
갑니다. 시작 위치를 5로 설정하면 정확한 시간에 '알림 신호음'이 
울립니다. 

• PLUS 또는 MINUS 키를 이용해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NTER를  
누르면 선택한 시작 위치가 저장됩니다.

• 신호음을 통해 슬라이드가 배출 탱크에 도달했음을 알립니다.

2개의 설정이 있으며, PLUS 또는 MINUS 키를 이용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00'으로 설정하면 슬라이드 캐리어가 로드되고 염색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염색기가 실행됩니다.
• 슬라이드 캐리어가 준비될 때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3개의 랙이 

배출 탱크에 도달하면 신호음이 5번 울립니다.
• '01' 설정을 사용하면 로드 여부에 관계없이 염색기가 계속 작동합

니다. 슬라이드 캐리어가 준비될 때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 PLUS 또는 MINUS 키를 이용해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NTER를  

누르면 선택한 시작 위치가 저장됩니다.

영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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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세정수 흐름 속도 설정

• 먼저, 염색 시간을 60초로 설정하십시오. MENU를 한 번 누른  
다음 처리 시간이 60초로 표시될 때까지 PLUS 키를 반복해서  
누르면 됩니다.

•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눌러서 처리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 RUN을 누르십시오. 기기 내부의 세정수 밸브가 작동하는 동안  
스테이션의 카운트다운 시간이 표시됩니다.

• 이제 공급 호스가 연결된 수도꼭지를 천천히 트십시오. 세정수  
용기에 충분한 물이 흘러 세정수가 자유롭게 나오도록 유량을  
조절하십시오.

세정수가 흘러가는 속도를 설정하려면 다음 과정을 따르십시오.

• 유량 속도를 올바르게 설정한 다음 PAUSE/STOP 키를 두 번  
누르고, 메시지가 표시될 때 ENTER 키를 눌러서 시스템을 초기화
하십시오. 

유량 속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십시오. 유량 속도가 
너무 높으면 세정수가 플랫폼에서 다음 염색 스테이션 
으로 흘러가거나 염색기에서 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5. 작동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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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슬라이드 처리

5.   작동

Leica ST4020은 비교적 간단하고 문제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염색기에 슬라이드를 추가하거나 제거
해야 할 때마다 키패드를 통해 시스템에 알려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지정된 방법으로 로드 및 언로드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여기에 나온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슬라이드가 제대로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리프트 바의 위치가 잘못되면 슬라이드가 제대로 
운반되지 않으므로 슬라이드 캐리어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슬라이드가 시작 위치에 로드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처리 시작 전 
• 처리 시작 후 
두 경우 모두 시작 위치의 시약에 슬라이드가 잠깁
니다. 
염색의 추가 소요 시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슬라이드  
캐리어가 제자리에 오는 즉시 염색을 시작하거나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림 32

올바르게 배열한 
슬라이드 캐리어

시약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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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키를 누르면 배수 밸브가 작동하고, 디스플레이가 변하며, 남은 
처리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RUN 키를 눌러 염색을 시작하면 염색할 슬라이드가 시작 위치에 있다는  
정보가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5.5.1 염색 시작

슬라이드를 시작 위치에 놓고 RUN을 누르기 전에 각 설정 매개변수(스테이션 시간, 스텝 수, 액침 횟수 
등)가 허용 가능한 값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사용자가 설정 매개변수를 확인하는 동안 슬라이드를 로드하면 안 됩니다. 스텝 수를 변경하면('이송 
장치 조정') 이송 장치가 다음 위치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세트를 로드하기 전에 모든 매개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염색기가 대기 모드에 있지 않으면 염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기 모드에서 시스템에 처리 시간과 RUN 키를 눌러 시작하라는 지침이 표시됩니다.

첫 번째 스테이션의 처리 시간은 RUN 키를 누르는 순간
부터 시작됩니다. 즉, RUN 키를 누르기 직전에 슬라이드  
캐리어가 시작 위치에 로드해야 합니다. 

• 염색기는 슬라이드 캐리어가 스테이션 14에서 배출 탱크로 옮겨질 
때까지 계속 작동합니다.

• 현재 작업이 디스플레이에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 마지막 슬라이드 캐리어가 배출 탱크로 옮겨지면 더 많은 슬라이드

가 올바른 방법으로 삽입되지 않는 한 시스템의 프로세스가 중지 
되고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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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염색 작업 중 슬라이드 캐리어 추가

PAUSE/STOP 기능을 사용하여 처리가 시작된 후 기기에 슬라이드 캐리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정을 항상 따라야 합니다.

염색 작업이 진행 중일 때 더 많은 슬라이드 캐리어를 삽입해야 하면 
PAUSE/STOP 키를 한 번 누르십시오.

중요사항!
PAUSE/STOP을 한 번만 누르십시오. 
이 키를 두 번 누르면 염색 작업 전체가 중단됩니다.

만약

LOAD SLIDES...
 PRESS RUN 

(슬라이드 로드. RUN을 누르십시오)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면 
새 슬라이드 캐리어를 즉시 시작 위치에 삽입하고 RUN 키를 눌러야  
합니다.
RUN 키를 누르는 즉시 시스템에서 처리가 재개되고 처리 시간 카운트
다운이 시작됩니다.

이때 더 이상 슬라이드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리프트 바가 슬라이드 캐리어를 다음  
위치로 옮길 때까지 이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새 슬라이드가 로드되도록 사용자가 준비해야  
하며, 시스템의 모든 슬라이드가 추가 시간에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RUN 키를 빠르게 눌러야 합니다. 

또한 RUN 키를 다시 누를 때까지 전체 작업이 중단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삽입에 필요한 시간만큼 염색  
시간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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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E/STOP 키와 RUN 키를 순서대로 누르면 시작 위치에 더 많은 
슬라이드 캐리어가 삽입되었다는 정보가 기기에 전달됩니다. 
염색기는 슬라이드 캐리어가 스테이션 14에서 배출 탱크로 옮겨질 때
까지 계속 작동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슬라이드가 추가되지 않으면 염색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립니다. 디스플레이에 해당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5.5.3 염색 일시 중지

이 과정은 처리가 시작된 후 슬라이드 캐리어를 삽입할 때 
적용되며, 모든 상황에서 따라야 합니다.
PAUSE 키와 RUN 키를 누르지 않고 슬라이드 캐리어를  
추가하려고 하면 추가 슬라이드 캐리어가 추가되었음을  
염색기가 인식하지 못하므로 캐리어가 다른 스테이션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를 처리하는 중간에 시스템을 중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PAUSE/STOP 키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음을 위해 염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염색 중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기기에 액세스
• 시약을 확인하고 필요 시 교체

중요사항!
리프트 바는 현재 작업 주기를 완료하고 슬라이드 캐리어
를 다음 스테이션으로 이동합니다. 디스플레이에 'LOAD 
SLIDES... PRESS RUN'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기를 
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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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할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PAUSE/STOP 키를 한 번만 누르면 된다는 
점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PAUSE/STOP 키를 두 번 누르면 처리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왼쪽의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즉, 염색이 중단되며, ENTER 키를 누르면 기기가 리셋됩니다.

•  이때 ENTER 키를 누르면 이송 장치가 바로 기본 위치로 돌아갑 
니다. 이렇게 되면 기기를 처음 켤 때와 동일한 상황이 됩니다.

•  디스플레이에 해당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이송 장치가 시작 위치에 도달하면 염색기가 대기 모드로 전환됩 
니다. 전원이 정상적으로 켜졌을 때와 같은 시작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5.5.4 염색 조기 종료

슬라이드를 추가 로드할 때 PAUSE/STOP 키로 실행하는 기능은 이전 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키에는 이미 시작된 염색을 종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2회

중요사항!
소프트웨어의 모든 정보가 재설정되었으므로 모든 슬라 
이드 캐리어를 기기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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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처리된 표본 슬라이드 제거

처리된 슬라이드를 제거하려면 단순한 제거 작업 이상을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캐리어가 제거되었음을 기기에 알려서 염색기가 시스템에 남아 있는 슬라이드 캐리어 수를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 슬라이드 캐리어가 스테이션 14에서 배출 탱크로 옮겨질 때마다 슬라이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신호음이 울립니다. 
• 배출 탱크에 있는 슬라이드 캐리어 수가 업데이트됩니다. 
• 처리된 슬라이드를 최대한 빨리 빼야 합니다.
• 배출 탱크에는 최대 4개의 슬라이드 캐리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라이드를 편할 때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배출 탱크에 있는 슬라이드 캐리어가 3개가 되면 염색기에서 신호음이 5번 울립니다. 
• 이 경우에는 시스템의 카운터가 4로 변하기 전에 슬라이드를 즉시 빼야 합니다.

중요사항!
배출 탱크에는 슬라이드 캐리어가 4개까지만 들어가므로 염색기의 처리 작업이 중단됩니다. 

• 처리된 슬라이드를 제거하는 동시에 새 슬라이드를 삽입하면 염색 작업에 편리합니다. 

시편 슬라이드를 다룰 때는 부상 방지를 위해 항상 안전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표본 슬라이드 캐리어에서 염색된 슬라이드를 쉽고 안전하게 빼려면 두 손가락으로 개별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잡고 앞뒤로 약간 움직인 다음 빼십시오. 일반적으로 몇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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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새 슬라이드를 로드할 때마다 배출 탱크에서 염색된 슬라이드를 모두 제거합니다.
슬라이드가 제거되어도 슬라이드가 추가로 로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상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처리된 슬라이드 제거(계속)

1. 염색된 슬라이드만 제거하는 방법:

• 기기의 배출 탱크에서 모든 슬라이드 캐리어를 빼십시오.
• RUN 키를 한 번 눌러서 로드된 슬라이드 캐리어 처리를 시작하십

시오.

2. 염색된 슬라이드가 있는 캐리어를 제거하고 새 슬라이드 캐리어를 
로드하는 방법:

• PAUSE/STOP 키를 한 번 누르십시오.

• 슬라이드를 로드하고 RUN 키를 누르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시스템에 새 슬라이드 캐리어를 놓으십시오.

• RUN 키를 한 번 누르십시오.

• 배출 탱크에서 모든 슬라이드를 빼십시오.

5.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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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 및 유지관리

기기를 청소하려면 먼저 전원을 끄고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세제를 사용할 때는 제조사의 지침 및 실험실 안전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국내에서 시행 중인 실험실 지침에 따라 사용한 시약을 폐기하십시오.
흘린 시약은 즉시 닦아서 없애십시오. 후드 표면은 용매와 장시간 접촉할 경우 저항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구의 페인트 처리된 표면과 제어 패널은 자일렌 또는 아세톤에 저항력이 없습니다.
기기의 외부 표면을 청소할 때는 알코올, 알코올 포함 세제(유리창 세정제), 연마성 분말 
세제, 아세톤 또는 자일렌 함유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액체가 전기 연결부에 닿거나 기기 내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6.1 기기 청소

기기 내부

필요에 따라 가정용 또는 실험실 세제로 청소하십시오.

외부 표면은 중성 세제로 닦은 다음 물기가 있는 천으로 닦으십시오.
외부 표면과 후드를 청소할 때는 어떠한 용제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슬라이드 캐리어

기기 외부

젖은 천으로 리프트 바의 표면을 닦으십시오.

리프트 바

배수 호스는 조류와 박테리아로 오염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청소해야 합니다. 
박테리아 및 조류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려면 배수 호스를 5 %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으로  
세척하십시오. 그러나 금속 부품의 경우 장시간(예: 밤새 내내) 동안 이 용액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물로 깨끗하게 헹구십시오.

배수

시약 용기와 배출 탱크를 빼십시오. 시약 용기의 내벽과 배출 탱크의 스테인리스강 내벽을 청소 
하려면 일반 세제를 사용하고 물로 완전히 헹구십시오.



41Leica ST4020

6.   청소 및 유지관리

시약 용기 및 세정수 용기 

6.2 유지보수 지침

본 기기는 기본적으로 유지보수가 무료입니다. 
장기간 동안 기기를 문제없이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 Leica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 기술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받으십시오.

• 보증 기간이 끝나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Leica 기술 서비스 센터로 문의
하십시오.

일정 자격을 갖춘 공식 Leica 서비스 직원만 기기를 수리하고 기기의 내부 구성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기를 직접 수리하지 마십시오.
무단으로 기기를 수리하면 품질 보증이 무효화합니다. 9장에 나온 '보증' 섹션을 참고하십 
시오. 

기기 청소(계속)

주의!
열로 인해 스테이션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스테이션을 고온에 노출하면 안 됩니다(산업용  
식기세척기는 +85 °C에서 작동함).

일관성 있게 우수한 염색 결과를 얻으려면 시약 용기와 세정수 용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식기세척기로 +65 °C 이하에서 세척해도 됩니다. 실험실용 식기세척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표준 세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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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 해결

7.1 일반사항

다음 표에는 기기 사용 중에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추정 원인 및 문제해결 과정이 나와 있습
니다. 
이 과정을 따라도 오류가 해결되지 않거나 다시 발생하면 Leica 서비스 지원팀에 즉시 알리십
시오.

Leica ST4020에는 간단한 오류 감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특정 움직임 오류를 자동으로 식별
합니다.
• 작동 오류가 감지되면 맨 먼저 이송 장치가 멈춥니다. 
• 그런 다음 살짝 뒤로 갔다가 멈춘 다음 다시 앞으로 움직여서 목표 위치에 도달합니다. 
• 이러한 오류 복구가 제대로 실행되면 처리 작업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 그러나 슬라이드 캐리어가 목표 위치로 도달하려는 두 번째 시도 
에서 실패하면 경보음이 계속 울립니다.

• 여기에 표시된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도 나타납니다.

7.2 경보

• PAUSE/STOP 키를 누르면 시스템이 즉시 시작 위치로 돌아가고, 
초기화가 다시 진행되며,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 이 경우 진행 중인 모든 염색이 종료되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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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 해결

7.3 오류 감지 및 문제 해결 목록

문제 예상 원인 해결 방법

• 기기를 시작할 수 없음 • 전원 코드가 벽면 콘센트에  
제대로 꽂혀 있지 않음

• 전원 코드가 염색기에 제대로 
꽂히지 않음

• 기기의 전원 공급 장치에  
하자가 있음

• 케이블의 양쪽 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원 공급 코드를 교
체하십시오.

• 기술 서비스팀에 연락하십시오.

• 디스플레이가 파란색이지만 
텍스트가 표시되지 않음

• 대비 조정이 필요함

• 기기의 제어 보드에 하자가  
있음

• 5.3장에 나온 것처럼 대비  
조정을 하십시오.

 

• 기술 서비스팀에 연락하십시오.

• 전원은 켜지지만 이송 장치가 
초기화되지 않음

• 기본 장치가 끼임

• 모터가 회전하는 것 같지만  
벨트가 마모되거나, 파손되 
거나, 모터의 고정 나사가  
느슨해져서 리프트 바가 움직
이지 않음

• 장애물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 모터가 회전하지 않음 • 모터 또는 제어 보드에 하자가 
있음

• 기술 서비스팀에 연락하십시오.

• 키를 눌러도 키패드가  
반응하지 않음

• 키패드 또는 제어 보드에  
하자가 있음

• 기술 서비스팀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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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 해결

문제 예상 원인 해결 방법

• 급수가 흐르지 않음 • 급수 호스가 연결되지 않음

• 수도꼭지를 틀지 않음

• 기기의 밸브에 결함이 있거나 
(열리지 않거나) 제어 보드에 
하자가 있음

• 유량 제한기가 막힘

• 급수 호스를 염색기와  
수도꼭지에 연결하십시오.

• 수도꼭지를 트십시오.

• 기술 서비스팀에 연락하십시오.

• 유량 제한기를 교체하십시오.

• 세정 스테이션에서 물이 넘침 • 수도꼭지를 너무 많이 틈

• 배수 호스가 막힘

• 배수 호스를 잘못 연결해서  
경사가 충분하지 않음

• 5.4장의 설명에 따라  
수도꼭지에서 세정수가 나오는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 배수 호스가 꼬이면 안 됩니다. 
• 배수 호스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물이 잘 내려가도록 배수 호스
를 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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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전체가 정전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전원 플러그가 벽면 콘센트에 올바르게 꽂혀 있는지, 벽면 콘센트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원 케이블이 기기의 소켓에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원 스위치가 올바르게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일부 기기 오작동/오류는 퓨즈 결함 때문에 발생합니다. 
 보조 퓨즈 하나 또는 둘 다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7.4 전원 문제

7.   문제 해결

퓨즈를 교체하기 전에 기기를 끄고 전원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결함이 있는 퓨즈는  
기기와 함께 공급된 교체용 퓨즈로만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기기를  
켜기 전에 퓨즈 결함의 원인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퓨즈를 교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크류 드라이버(30)를 이용해 후면의 퓨즈 인서트 

(34)를 주의해서 제거하고 위로 뒤집으십시오.
• 퓨즈 인서트(31)를 제거하십시오. 후면에 퓨즈  

2개(32)가 있습니다.
• 퓨즈의 유리 모세관에 있는 가는 전선(33)이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퓨즈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림 33

• 두 개의 퓨즈가 있는 퓨즈 인서트를 삽입하고  
기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30

33

34

3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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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옵션 부속품

           주문 번호

시약 용기(팩당 6개) ......................................................................................................................... 14 0509 46437
시약 용기(팩당 48개) ....................................................................................................................... 14 0509 46439
슬라이드 캐리어(팩당 4개) .............................................................................................................. 14 0509 46438
슬라이드 캐리어(팩당 48개) ............................................................................................................ 14 0509 46440
세척 스테이션(용기 1개, 클리닝 노즐 1개, 호스 커넥터 1개, 호스 1개) ....................................... 14 0509 46441
세척 스테이션용 호스(길이 61  cm, Ø 0.32 cm ) ............................................................................ 14 0509 46457
튜브 및 장착 키트(세척 스테이션용 1.22 m 호스 - Ø 0.32 cm,
Y 피팅 2개, 인라인 호스 커넥터 3개, 플러그 2개, 케이블 타이 10개) ........................................... 14 0509 46459
급수 입구용 호스(호스 커넥터 있음, 인라인 필터, 호스 클램프 4개, 
황동 피팅 2개, 길이 1.52 m, Ø 0.64 cm 강화 호스) ....................................................................... 14 0509 46443
급수 입구용 호스(호스 커넥터 있음, 호스 클램프 2개,
길이 12.5 cm, Ø 0.64 cm 강화 호스, 인라인 필터 없음) ................................................................ 14 0509 46532
수도꼭지 연결용 어댑터 키트(1.9 cm NPT 외부 나사용) ............................................................... 14 0509 46444
배수 호스(길이 1.52 m, Ø 1.50 cm), 0.32 cm 케이블 타이 ............................................................ 14 0509 46445
배출 탱크 .......................................................................................................................................... 14 0509 46450
안정적 배치용 지지 브래킷 ............................................................................................................. 14 0509 46570
스테빌라이저 바 ............................................................................................................................... 14 0509 46451
시약 용기 커버(금속) ....................................................................................................................... 14 0509 46442
플렉시글라스 후드(옵션) ................................................................................................................. 14 0509 46478
포장(포장재, 외부 상자, 버블 랩 및 부속품 상자)
포장 안내 포함 ................................................................................................................................. 14 0509 46455
외부 상자 .......................................................................................................................................... 14 0509 46456

8.1 주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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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용기

팩당 6개

주문 번호: 14 0509 46437

팩당 48개

주문 번호: 14 0509 46439

슬라이드 캐리어

팩당 4개

주문 번호: 14 0509 46438

팩당 48개

주문 번호: 14 0509 46440

세척 스테이션

구성:
용기 1개, 클리닝 노즐 1개 
호스 커넥터 1개,
호스 1개

주문 번호: 14 0509 46441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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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옵션 부속품

세정 튜브
길이 61 cm, Ø 0.32 cm

주문 번호: 14 0509 46457

튜브 및 장착 키트

1. 세척 스테이션용 22 m 호스 - Ø 0.32 cm,
2. Y 피팅, 인라인 파이프 유니언 3개, 플러그 2개,  
케이블 타이 10개

주문 번호: 14 0509 46459

그림 37

그림 38

배수 호스 어셈블리

호스 커넥터, 인라인 필터,  
호스 클램프 4개, 황동 피팅 2개 포함,  
길이 12.5 cm, Ø 0.64 cm 강화 호스

주문 번호: 14 0509 46443

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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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호스 어셈블리

호스 커넥터,
호스 클램프 2개, 길이 1.52 m, Ø 0.64 cm 강화 호스 
포함, 인라인 필터 없음

주문 번호: 14 0509 46532

그림 40

배수 호스

길이 1.52 cm, Ø 1.6 cm, 0.32 cm 케이블 타이

주문 번호: 14 0509 46445

그림 42

그림 41

수도꼭지에 급수 호스를 연결하기 위한  
어댑터 키트

(1.9 cm NPT 외부 나사 포함)

주문 번호: 14 0509 46444

8.  옵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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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지지 브래킷

주문 번호: 14 0509 46570

그림 44

스테빌라이저 바

주문 번호: 14 0509 46451

배출 탱크

주문 번호: 14 0509 46450

그림 45

그림 46

시약 용기 커버,

금속

주문 번호: 14 0509 46442

8. 옵션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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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xiglas 후드(옵션)

주문 번호: 14 0509 46478

그림 47

8.  옵션 부속품

포장,
스티로폼, 바깥쪽 상자, 버블 랩 및 부속품 상자  
포함, 포장 안내 포함

주문 번호: 14 0509 46455

바깥쪽 상자만

주문 번호: 14 0509 46456

그림 48

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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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증 및 서비스

보증

Leica Biosystems Nussloch GmbH는 계약에 따라 제공된 제품이 Leica 사내 
테스트 기준의 종합적인 품질 관리 절차를 따르고, 제품에 결함이 없으며, 모든 
기술 사양 및 합의된 특징을 준수함을 보장합니다.
보증의 범위는 최종 합의 내용에 근거합니다. Leica 영업 조직 또는 계약에 따라 
제품을 구매한 조직의 보증 기간이 독점적으로 적용됩니다.

서비스 정보

고객 서비스팀의 기술 지원 또는 예비 부품이 필요하면 Leica 담당자 또는 기기 
판매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 기기 모델명 및 일련번호

• 기기 위치 및 담당자 이름

• 서비스 통화 사유

• 수령일

해체 및 폐기

기기 또는 기기의 부품은 기존의 관련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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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염 제거 인증서

Leica Biosystems로 반송되거나 현장 유지관리가 필요한 모든 제품은 적절히 청소하고 오염을 제거
해야 합니다. 오염 제거 확인서 전용 템플릿은 Leica Biosystems 웹 사이트 www.LeicaBiosystems.
com의 제품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반송 시,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한 확인서의 사본을 동봉하거나 서비스 기술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 없이 또는 불완전한 확인서와 함께 반송한 제품에 대한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습
니다. 회사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는 반송된 제품에 대한 재 반송의 비용은 발송자 부담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발송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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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www.LeicaBiosystems.com

Leica Biosystems Nussloch GmbH
Heidelberger Strasse 17-19
69226 Nussloch
Germany
전화: +49 - (0) 6224 - 143 0
팩스: +49 - (0) 6224 - 143 268
웹사이트: www.LeicaBiosyst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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