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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기 전에
― 사용하시기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 본 설명서를 언제라도 보실 수 있도록 잘 보관해 주십시오.
― 이 기기는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 기기 외부 혹은 내부에 액체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제품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제품의 안전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메듀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바이오메듀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 4로 17 308호, 309호
Tel. +82 (0)31-899-8620 / Fax. +82 (0)31- 899-8621
Email: biomedux@biomedux.com
www.biomedu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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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소개
2.1. 제품 정보
품목군

분자진단기기

품목코드

N01020.01

품목명

일반유전증폭장치

모델명

DuxCycler

허가번호

체외 제신 20-929 호

허가년월일

2020.06.24.

중량

1.5kg

의료기기 표준코드

발급 중

2.2. 제품 사용 목적
질병 진단을 위한 특정 유전자(DNA 또는 RNA)의 증폭에 사용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입니다.

! CAUTION 본 사용설명서에 적힌 제품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기(전원 공급 장치 포함)는 의도한 용도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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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소개

2.3. 제품 개요 & 특장점
DuxCycler는 질병 진단을 위해 특정 유전자(DNA 또는 RNA)의 증폭에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통하여 유전자를 증폭합니다.
DuxCycler는 25개의 Well로 이루어진 챔버가 장착된 Thermal Cycler 입니다. 이 기기의 특징은 무게 1.5kg으로 소형화 되어있어
기기의 이동이 매우 간편하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DuxCycler는 일반적인 PC와 연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기기를 최대 8대까지 동시 연결이 가능하며 동시 작업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기존 유전자 증폭장비의 1/10 가격으로 나만의 PCR 장비 준비가 가능합니다.
150mm x 150mm x 150mm, 1.5kg 의 소형진단기기입니다.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GUI화 되어있어 손쉽게 프로토콜을 선택 및 수정하고 기기를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1개의 운영체제 당 최대 8대까지 동시 연결이 가능하며 동시 작업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운전이력과 에러 발생 시의 이력이 .txt(텍스트파일)로 자동 저장되어 기기의 상태나 문제발생시 판단 및 대처가 빠릅니다.

DuxCycler

Conventional PCR

외형 사양
크기 (W x D x H)

150 x 150 x 150 mm

-

무게

1.5kg

-

처리 시료 수 / 사용 튜브

25 well / 0.2ml tube

96 well / 0.2ml tube

입력 전압 / 사용 전력

220 volt / 100 Watt

220 volt / 120 Watt

작동 사양
가열방법

Peltier

Joule

냉각방법

Peltier/ 공랭

Peltier

온도 정확성

± 0.2℃

± 0.5℃

온도 균일성

± 0.2℃

± 0.5℃

리드히터 온도

25~1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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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성
기기 본체
제품명

DuxCycler

카탈로그 넘버

DUXC-99-02E

수량

1

크기

150 x 150 x 150 mm

중량

1.5kg

부속품

제품명

전원 어댑터

제품명

전원 케이블

수량

1

수량

1

크기

155 x 45 x 70 mm

길이

1325mm

중량

540g

중량

154g

제품명

USB 통신 케이블

제품명

USB

수량

1

수량

1

중량

49g

중량

15g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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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각부의 명칭 및 용도 : 정면

잠금장치

리드 히터

well-plate

개폐 단자
LED 표시등

잠금장치
리드 히터

well-plate

Lid(뚜껑)을 닫을 때 열리지 않도록 걸어주는 걸쇠
반응 tube 및 plate 상부를 가열하여 증발 방지

! CAUTION 내부는 고온(최고 110℃)입니다.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반응 tube 및 plate 장착

! CAUTION 최고 100℃까지 가열이 되므로 화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폐단자

Lid(뚜껑)을 열고자 할 때 누르는 버튼

LED
표시등

기기 작동 상태 표시등 (3색)
초록색 - 기기 전원 켜짐
파란색 - PCR 작동 중
빨간색 - 동작 에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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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각부의 명칭 및 용도 : 후면

환풍구

전원 연결 포트

USB 연결 포트

전원 스위치 (ON/OFF)

환풍구

! CAUTION 이곳의 주위에 물건을 놓거나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전원 연결 포트

전원 케이블 연결 포트

USB 연결 포트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PC와 연결

전원 스위치 (ON/OFF)

기기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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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소개

2.6. 사용 시 주의사항
1) 설치장소에 관한 주의
- 흔들리거나 경사진 곳 불안정한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기기의 환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십시오. 환풍구를 막으면 내부에 열이 생겨 기기에 고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습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온도가 높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 제품 위에 물건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2) 전기적인 주의
- 표시된 전원 전압 이외의 전압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코드를 파손 또는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기의 내부에 금속류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것 등을 꽂거나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제품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이동시키십시오.
- 사용 후에는 기기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 기기 청소를 실시하실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은 후에 실시하십시오.
3) 기타 주의사항
- 제품의 덮개를 벗기거나 제품을 개조하지 말아 주십시오.
- 제품을 분해하거나 내부에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 만일 기기에서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조작을 중지하시고 전원을 끈 뒤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여 주십시오.
- 제품 내부에 이물질 혹은 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작을 중지하시고 전원을 끈 뒤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고 당사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4)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 방법
- 직사광선을 피해 주십시오.
- 먼지가 적은 장소에 설치 해 주십시오.
- 진동이 일어나는 장소에 설치를 피해 주십시오.
- 장치의 중량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 온도 변화가 심한 장소, 공조기기의 바람이 나오는 곳 및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 결로 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 동작 중에는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 사용 환경의 온도(20~40℃) 및 습도(20~80%) 내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 장치 측면에 존재하는 환풍구를 막지 말아주십시오.
- 장치의 소비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 주십시오.
- 기기의 이동 시에는 주위를 살피고 제품이 낙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제품이 낙하할 경우에는 상처 혹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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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MC
규격

설명

KN 61000-4

전자파 적합

KN11

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ISM) 장해 방지

IEC 60601-1(4.10.2)
IEC 61010-1:2010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Part 1: General requirements

2.8. 규격 및 성능
크기 (W x D x H)

150 x 150 x 150 mm

무게

1.5kg

처리 시료 수 / 사용 튜브

25 well / 0.2ml tube

입력 전압 / 사용 전력

220 volt / 100 Watt

가열 방법

Peltier

냉각 방법

Peltier/ 공랭

온도 정확성

± 0.5℃

온도 균일도

± 0.5℃

리드 히터 온도

25~110℃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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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관 및 저장 방법
배송 및 사용 전 보관 온·습도
온도

0∼40℃

상대습도

20∼80% 정도의 수증기가 응결하지 않는 범위

장비 배송, 운반, 포장시 허용온도

10∼50℃

장비 배송, 운반, 포장시 허용상대습도 10∼70%
장비 작동간 허용 실험환경온도

15∼32℃

설치 및 사용 후 보관 온·습도
사용환경의 온도

15 ~ 32℃

사용환경의 습도

20 ~ 8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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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제품보증에 관한 사항
본 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은 1년 입니다. 무상 보증 기간 중 기기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주)바이오메듀스는 결함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합니다.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구입한 제품이 신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년 이상 지난 제품은 유상으로
제품의 보수 등이 지원되며, 제품 수리를 위한 실제 비용만 청구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들은 무상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한 결함
바이오메듀스, 또는 회사의 공적 대리인 외의 인물이 수행한 수리 또는 수정
바이오메듀스 이외의 인물이 공급하는 예비 부품의 사용
사고 또는 오용으로 인한 손상
재해로 인한 피해
부적적한 용제 또는 샘플로 인한 부식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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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방법
3.1. 기기 전원 및 PC 연결
① 동봉된 전원 어댑터와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후 기기 후면의 전원 연결 포트에 연결합니다.
전원 케이블은 110 ~ 220V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② USB 케이블을 이용해 기기와 PC를 연결합니다.
③ 기기 후면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 기기를 켭니다. (ON/OFF

①
전원 어댑터 케이블

14

/

)

③
USB 케이블

DuxCycler Instrument User Manual v.2

②
USB 케이블

3. 사용 방법

3.2. 프로그램 실행 : 기기 연결 창
① 동봉된 USB를 PC에 연결합니다.
② 'm.PCR.windows.exe' 프로그램

을 실행시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기기 연결 창이 표시됩니다. 기기의 시리얼 넘버로 각 기기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시리얼 넘버는 기기
본체 측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1개 당 최대 8대의 DuxCycler를 연결할 수 있고, 일괄 혹은 선택 구동이 가능합니다.

기기의 시리얼 넘버

해당 기기 선택 버튼

모든 기기 선택 버튼

[ 기기 연결 창 ]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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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방법

3.3. PCR 시작 : 기기 상태 창
기기 연결 창에서 해당 기기 선택 버튼

혹은 모든 기기 선택 버튼

을 클릭해 작동 시킬 기기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기기 상태 창이 나타납니다.

남은 PCR 시간
기기상태

프로토콜 이름
A

B

C

D

E

F

G

[ 기기 상태 창 ]

A

Serial Number

선택된 기기의 시리얼 넘버

B

Chamber

25개 Well의 챔버(well-plate) 온도

C

Lid Heater

리드 히터 온도 (온도 설정 가능 (0~104℃))
프로토콜 요약 정보
No

D

Protocol

Temp.

설정한 온도

Time

설정한 시간

Remain

남은 시간

E

Start

PCR 시작 버튼

F

Stop

PCR 멈춤 버튼

G

Protocol Manager

프로토콜 관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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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방법

3.4. 프로토콜 관리 : Protocol Manager
기기 상태 창에서 Protocol Manager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토콜 관리 창이 나타납니다.

I
H
J

K

L

M

[ 프로토콜 관리 창 (Protocol Manager) ]

H

Create New

I

Existing Protocols

J

Selected Protocol

K

Use Selected Protocol 현재 선택된 프로토콜을 사용

L

Edit Selected Protocol 현재 선택된 프로토콜을 편집

M

Remove Selected
Protocol

새로운 프로토콜 생성
생성된 여러 프로토콜 중에서 선택
*소프트웨어에 기본적으로 2개의 프로토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Dengue.pl, HPV PCR.pl)

현재 선택된 프로토콜

현재 선택된 프로토콜을 삭제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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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방법

3.5. 프로토콜 편집 : Protocol Editor
프로토콜 관리 창에서 Create New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프로토콜 편집 창이 나타납니다.

N

O

P

Q

[ 프로토콜 편집 창 (Protocol Editor) ]

스텝 추가 방식 (After/Before)

N

Insert Step

O

Insert Step

스텝 추가

P

Insert Goto

반복 추가

Q

Delete Step

스텝 삭제

R

Save Protocol

프로토콜 저장

S

Cancel

프로토콜 생성 취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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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방법

3.6. 프로토콜 스텝 추가 : Protocol Editor
① 프로토콜 편집 창에서 기준이 될 스텝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② Insert Step

버튼을 눌러 새로운 스텝을 생성합니다.

1

2

③ 새로운 스텝이 생성된 화면입니다.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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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방법

3.7. 온도 및 시간 수정 : Protocol Editor
① 프로토콜 편집 창에서 온도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클릭합니다.
② 키보드를 이용해 ℃ 단위으로 입력한 후 다른 곳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누릅니다.

1

2

① 프로토콜 편집 창에서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클릭합니다.
② 키보드를 이용해 분 또는 초 단위으로 입력한 후 다른 곳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누릅니다. (ex. 3분 = 03:00 혹은 180 입력)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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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방법

3.8. 반복 스텝(Goto) 추가 : Protocol Editor
① 반복 스텝을 추가하기 전에 기준이 될 스텝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②

버튼을 눌러 새로운 반복 스텝을 생성합니다.

1

2

③ 반복 스템이 생성된 화면에서 반복시킬 구간의 스텝 번호를 위의 칸에 적습니다.
④ 반복시킬 횟수를 아래에 적습니다.

3
4

2
10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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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방법

3.9. 프로토콜 사용 : Protocol Manager
① 현재 선택된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 Selected Protocol을 확인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기존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 Existing Protocols에서 사용하고 싶은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② Use Selected Protocol

버튼을 클릭합니다.

1
1

2

③ 기기 상태 창이 나타납니다. 기기 상태 창에서 Start

3

22

DuxCycler Instrument User Manual v.2

버튼을 누르면 해당 프로토콜로 PCR이 시작됩니다.

3. 사용 방법

3.10. 프로토콜 수정 : Protocol Manager
① 현재 선택된 프로토콜을 수정할 때 : Selected Protocol을 확인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기존의 프로토콜을 수정할 때 : Existing Protocols에서 수정하고 싶은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② Edit Selected Protocol

버튼을 클릭합니다.

1

1

2

③ 선택한 프로토콜의 편집 창이 나타납니다.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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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방법

3.11. 프로토콜 삭제 : Protocol Manager
① 현재 선택된 프로토콜을 삭제할 때 : Selected Protocol을 확인합니다.
선택되지 않은 기존의 프로토콜을 삭제할 때 : Existing Protocols에서 수정하고 싶은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② Remove Selected Protocol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해당 프로토콜이 삭제됐다는 창과 함께 프로토콜이 삭제됩니다.

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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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용 예시
DuxCycler를 사용해 증폭시킨 유전자를 DuxGeldoc을 이용해 촬영한 이미지들입니다.

[DuxCycler 25개 well간 균일성]

[DuxCycler와 타사 기기를 이용한 증폭 결과 비교]
Lane 1 1X109 copy/㎕
Lane 2 1X108 copy/㎕
Lane 3 1X107 copy/㎕
Lane 4 1X106 copy/㎕
Lane 5 1X105 copy/㎕
Lane 6 1X104 copy/㎕
Lane 7 1X103 copy/㎕
Lane 8 Negative Control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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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장 시 해결 방법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셔도 이상 증상이 계속될 경우, 구매한 대리점이나 제조사로 연락하셔서 A/S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확인 및 조치사항
- USB 포트가 2.0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PC를 설치하려 하는데

- USB 포트의 연결상태를 확인합니다.

드라이브 설치가 되지 않음

- 다른 USB포트에 설치하여 확인합니다.
- USB 메모리등 다른USB 장치를 이용하여 현 PC의 USB포트 상태를확인합니다.
- USB 포트의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PC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음

- 다른 USB포트에 설치하여 확인합니다.
- 다른 PC에 연결하여 확인합니다.

전원은 들어오는데 LED Light가
약하거나 켜지지 않음

- LED Light 의 수명이 다하였습니다. 교체를 위해 구매하신 대리점이나 제조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Power Cord가 잘 꽂혀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이 안 들어옴

- 공급되는 전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누전차단기가 ON 위치인지 확인합니다.
- 퓨즈단락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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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주문 및 문의에 관한 안내
대분류

카탈로그 넘버

제품명

Instrument

DUXC-99-02E

DuxCycler

LABG-99-01E

LabGenius

DUXG-99-03E

DuxGeldoc

CTNG-90-01A

CT/NG

LAMB-10-01A

Lambda Phage PCR의 기초를 탐구할 수 있는 교육용 PCR Kit

LabGenius
Cartridge
DuxEdu
PCR Kit

설명
질병 진단을 위한 특정 유전자(DNA 또는 RNA)의 증폭에 사용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인체유래 검체에서 분자진단을 위해
핵산(DNA,RNA)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장치
전기영동 결과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젤 이미지 처리 장치
비뇨생식기 감염 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주는
전자동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DuxCycler 사용자 설명서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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