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so Clean Mark 1

*In order to avoid any possibility of washing liquid dripping into dissolution vessels that have already been cleaned, we
suggest that the paddle and basket shafts be cleaned with the PadWash prior to washing the vessels.
이미 세척한 용출용기에 세척 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용출용기를 세척하기 전에 PadWash로 패드와 바스켓 샤프트를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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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일반정보
Congratulations on your purchase of the DissoClean Mark 1.
DissoClean Mark 1 is an ultra-portable, high-performance washer (6 vessels cleaned in just 4
minutes) in which all types of dissolution test vessels can be cleaned in-place
DissoClean Mark 1은 초소형 고성능 세척기/Washer로(6 용기는 4분만에 청소된다.) 모든
유형의 용출기 용기들/vessels을 제자리에서 세척할 수 있습니다.
thus saving time, reducing cost through the elimination of vessel breakage and costly re-calibration,

and improving overall laboratory efficiency and productivity.
따라서 용기 파손 및 비용이 많이 드는 재 보정 과정을 제거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전반적인 실험실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한다.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의 한계
Before operating the dissolution vessel washer, the user should read this instruction manual.
용출기 용기세척기를 작동하기 전에 사용자는 이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합니다.
Uniflex Co. Ltd.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events that occur due to non-compliance with these
instructions,
Uniflex사는 이러한 지침서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he improper use of the washer, unauthorized interference with the equipment, any action contrary
to that provided for by specific national standards or any mishap that occurs in which proper use of
the washer cannot be verified.
세척기의 부적절한 사용, 장비에 대한 무단 간섭, 특정 국가 표준에 의해 제공된 조치 또는
세척기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할 수 없는 잘못에 대한 조치

Uniflex’s liability in such instances shall be limited to the contract price between the client and
Uniflex.
그러한 경우, Uniflex의 책임은 고객과 Uniflex 사이의 계약 가격으로 제한된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to Uniflex Co. Ltd. Reproduction,
adaptation, or translation of this material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is prohibited.
All trademarks and patent rights related to the DissoClean Mark 1 are the property of Uniflex Co.
Ltd.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Uniflex(주: Uniflex)의 독점점이고 기밀입니다.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자료를 복제, 적응 또는 번역할 수 없습니다.
DissoClean Mark 1과 관련된 모든 상표 및 특허권은 Uniflex사의 재산입니다.

Unpacking 포장해체
1. Open the cardboard container and carefully remove the Washing Nozzle assembly,
the washing Unit and the accompanying accessories.
마분지 container를 열고 세척 노즐 어셈블리, 세척 장치 및 부속품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2. Referring to the picture, ensure that all components are enclosed. (Please note that the Waste
Tank Level Sensor Cable and Holder are not shown in the picture.)
그림을 참조하여 모든 부품이 동봉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폐액탱크 레벨센서 케이블과
홀더는 그림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3. Check for damage which may have occurred during transport. If damage found please
telephone Uniflex immediately (Tel.: +81-4-7160-2721) or send an email to
international_contact@uniflex.co.jp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파손이 발견된 경우 즉시 Uniflex에
전화하거나(전화: +81-4-7160-2721) international_contact@uniflex.co.jp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System Installation 시스템설치
1. Fill the Washing Liquid Tank with washing liquid.
세척액 탱크에 세척액을 주입하십시요
2. Place the Washing Nozzle nearby DissoClean Mark1.
세척 노즐을 DissoClean Mark1 근처에 놓습니다.
3. In accordance with the color-coding, connect the Washing Liquid Supply Hose to the
like-colored Wash Supply Connector and the Drain Hose to like-colored Drain Connector both of
which are located on the surface of the Washing Unit.
색상 코드에 따라 세척액공급호스/ Washing Liquid Supply Hose를 Wash Supply Connector에
연결하고 Drain Hose를 세척기 표면에 있는 같은 색상의 Drain Connector에 연결합니다.
4. Connect the other two color-coded hoses as follows.
The hose with the black tape should be connected to the Waste Tank Connector.
The hose with the white tape should be connected to the Wash Tank Connector.
Insert their other ends into the appropriate Washing Liquid Tank or Waste Tank.
다음과 같이 색상으로 표시된 다른 호스 2개를 연결하십시오.
검은색 테이프가 있는 호스를 Waste Tank Connector에 연결해야 합니다.
흰색 테이프가 있는 호스는 Wash Tank Connector에 연결해야 합니다.
다른 쪽 끝을 적절한 Washing Liquid Tank 또는 Waste Tank에 삽입합니다.
5. Verify that the end of the Washing Liquid Supply Hose has been
affixed to its Holder so as to be anchored near the bottom of the Washing Liquid Tank.
세척액공급호스의 끝이 세척액탱크/Washing Liquid Tank 하단 근처에 고정되도록 홀더에
부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Connect the Waste Tank Level Sensor Cable that is attached to the Waste Tank to the small
diameter connector that is to the right of the Waste Tank Connector.
폐액탱크/Waste Tank에 부착된 폐액탱크 Level Sensor Cable을 Waste Tank Connector
오른쪽에 있는 소형 직경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7. Connect the Signal Cable to the Wash-Cycle Signal Connector that is adjacent to the Drain
Hose connector.
Signal Cable을 Drain Hose connector에 인접한 Wash-Cycle Signal Connector에 연결합니다.
8. Connect the Power Cable to the Washing Unit and plug the other end into an electrical outlet.
전원 케이블을 세척기/Washing Unit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전기 콘센트에 꽂습니다.
9. The adjustable Washing and Drainage Timers have been pre-set to the recommended 5
seconds for washing and 10 seconds for draining. However, the settings may be changed if so
desired.
조정가능한 Washing and Drainage Timer는 세척 시 권장 5초, 배출 시 10초로 사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경우 설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This completes system installation.

이렇게 하면 시스템 설치가 완료됩니다.

System Setup
1. Turn on the power using the Main Switch located on the top of the Washing Unit. Upon
confirming a faint sucking sound coming from the Washing Nozzle port, immediately turn it off.
세척기 상단에 있는 메인 스위치를 사용하여 전원을 켭니다. Washing Nozzle 포트에서 나오는
희미한 흡입음이 확인되면 즉시 끄십시오.
2. Fill an empty dissolution test vessel with water which simulates spent dissolution test media.
빈 용출기 용기에 사용된 용출기 media를 시뮬레이션하는 물을 채웁니다.
3. Insert the Washing Nozzle vertically into the vessel until it reaches the bottom.
Make sure the Adjustable Vessel Cover is properly fitted on the vessel. In this position turn the

Main Switch on again. Red and green Drainage Lamps will come on.
After clearing the air out of the line, the pump will begin sucking the washing liquid from the vessel.
세척 노즐을 바닥에 닿을 때까지 용기에 수직으로 삽입한다.
Adjustable Vessel Cover가 용기에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위치에서 메인
스위치를 다시 켭니다. 빨간색 및 녹색 배출 램프가 켜집니다.
라인 밖으로 공기를 비운 후, 펌프는 용기에서 세척액을 빨아들인다.
4. When the liquid has been evacuated from the vessel there will be a dry sucking sound coming
from the Washing Nozzle. The red Drainage Lamp will go out which indicates that a washcycle may begin.1
용기에서 액체를 배출하면, Washing Nozzle에서 마르게 빨아들이는 소리가 납니다. Red
Drainage Lamp가 꺼지며 이는 a wash-cycle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5. Push the Wash-Cycle Start Switch for one second and release.
Red and green Wash Lamps will turn on and a spray of washing liquid will jet from the Washing
Nozzle after the air in the Washing Liquid Supply Hose has been purged. Thereafter, When
washing timer completed, automatically activate drainage timer, the water(spent media) will begin
to drain from the vessel. Simultaneously, the red and green Drainage Lamps will come on.
Wash-Cycle Start Switch를 1초간 누른 후 놓습니다.
세척액 공급호스의 공기가 제거되면 적색 및 녹색 세척 램프가 켜지고 세척액 스프레이가
세척 노즐에서 분사됩니다. 이후 세척 타이머가 완료되면 배수 타이머를 자동으로 활성화하여
물(사용된 미디어)이 용기에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빨간색 및 녹색 배출 램프가
켜집니다.
6. This concludes set up. An actual washing of vessels in a dissolution tester may now be carried
out.
이것으로 시스템 setup을 마칩니다. 용출기내 용기들의 실제 세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If the Waste Liquid Tank is full, an alarm in the Washing Unit will sound. Immediately turn off
the Main Switch in order to prevent overflow. The tank holds waste liquid from the cleaning of 4
testers (24vessels/20L Tank).
*폐액탱크가 가득 차면 세척기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메인
스위치를 끄십시오. 폐액탱크는 용출기 4대를 세척한 폐액을 보관합니다. (24 용기/20L 탱크).

Wash Procedures for Dissolution Tester Vessels
You are now ready to carry out an actual in-place cleaning of dissolution tester vessels.
1. Place the DissoClean Mark 1 on a sturdy workbench or cart near the dissolution tester so as to
be within reach of the vessels to be washed.
세척할 용기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튼튼한 작업대 또는 용출기 근처의 카트에 DissoClean
Mark 1을 놓습니다
** When lamps are green, it means that a signal from the Wash-Cycle Start Switch will initiate washing. When the lamps
turn red, it means a wash-cycle cannot be initiated thus preventing accidental overfill.
램프가 녹색이면 Wash-Cycle Start Switch의 신호가 세척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램프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세척
사이클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실수로 넘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Lift the dissolution tester paddles or baskets out of the vessels.
용출기의 paddles 또는 baskets을 용기의 위로 들어올립니다
3. Turn on the Main Switch and insert the Washing Nozzle vertically into the first dissolution
vessel until it reaches the bottom and hold it in place (make sure the Adjustable Vessel Cover
is properly fitted on the vessel). Red and green Drainage Lamps will come on.
메인 스위치를 켜고 첫 번째 용출용기 바닥에 닿을 때까지 세척 노즐을 수직으로 삽입하여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조절가능용기커버/Adjustable
Vessel
Cover가
용기에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빨간색 및 녹색 배출 램프가 켜집니다.)
4. After the pump clears the air from the hose, the spent media in the vessel will be sucked out.
When the media has been evacuated from the vessel there will be a dry sucking sound coming
from the Washing Nozzle. The red Drainage Lamp will go out which indicates that a washcycle may begin.
펌프가 호스에서 공기를 배출하면 용기에서 사용된 media가 흡입됩니다. 용기에서 media가
배출되면 세탁 노즐에서 마른 흡착음이 들립니다 빨간색 배수 표시등이 꺼지며 이는 세척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음을 표시합니다.
5. Press the Wash-Cycle Start Switch on the Washing Nozzle head for one second and release.
At this time the green Drainage Lamp will go out, red and green Wash Lamps will turn on and a
spray of washing liquid will jet from the Washing Nozzle after the air in the Washing Liquid
Supply Hose has been purged.
세척 노즐 헤드의 Wash-Cycle Start Switch를 1초간 누른 후 놓습니다. 이때 녹색 배수등이
꺼지고, 빨간색 및 녹색 워셔 램프가 켜지며, 세척액 공급 호스의 공기가 청소된 후 세척액의
스프레이가 세탁 노즐에서 분사됩니다.
Thereafter, a sensor will automatically activate and the spent media will begin to drain from the
vessel. Simultaneously, the red and green Drainage Lamps will come on.
이 때 녹색 이후 센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소모된 사용된 media가 용기에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빨간색 및 녹색 배출 램프가 켜집니다
6. After emptying the first vessel, place the Washing Nozzle into the second vessel and repeat
Step 4 above. Continue until all vessels have been washed.
첫 번째 용기를 비운 후 세척 노즐을 두 번째 용기에 넣고 위의 4단계를 반복합니다. 모든
용기가 세척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Post-Use Storage 사용후 보관
Please follow the steps below before storing your DissoClean Mark 1 after use.
1. Loosen the cap on the Washing Liquid Tank into which a hose has been inserted. Lift up the
hose Holder so the hose is above the washing liquid level.
호스를 삽입한 세척액 탱크의 캡을 푸십시오. 호스 홀더를 들어 올려 호스가 세척액 레벨보다
높게 합니다.
2. Insert the Washing Nozzle into an empty dissolution vessel and push the Wash-Cycle Start
Switch to expel any washing liquid remaining in the Washing Nozzles system. Repeat the
above until all liquids in the flow passages have been purged.
세척 노즐을 빈 분해 용기에 넣고 Washing-Cycle Start Switch를 눌러 세척 노즐에 남아 있는
세척액을 배출합니다. 유로의 모든 액체가 제거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3. Lower the hose Holder until it reaches the bottom and replace the cap.
호스 홀더를 아래로 내려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리고 캡을 교체하십시오.
4. Disconnect the Washing Liquid Supply Hose from the Wash Tank Connector.
세척액 공급 호스를 세척탱크커넥터/ Wash Tank Connector에서 분리합니다.
5. Insert the Washing Nozzle into an empty container and push the Wash-Cycle Start Switch to
purge any washing liquid remaining in the Washing Nozzle system. Repeat the above until all
liquids in the flow passages have been purged.
세척 노즐을 빈 용기에 삽입하고 Washing-Cycle Start Switch를 눌러 세척 노즐 시스템에 남아
있는 모든 세척액을 제거합니다.유로의 모든 액체가 제거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6. When washing liquid is no longer being expelled, turn off the Main Switch, wait a few seconds
and turn it on again.
세척액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을 때는 메인 스위치를 끄고 몇 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켭니다.
***Depending on the viscosity of the spent media or laboratory policy, the operator may choose to wash a vessel more than
once. We do not recommended washing vessels with a detergent.
사용된 media의 점도 또는 실험실 정책에 따라, 작업자는 두 번 이상 용기를 세척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세제로 용기를 씻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7. Next, disconnect the quick-release connector from the Waste Tank.
그런 다음 폐액 탱크에서 quick-release connector를 분리하십시오
8. Insert the Washing Nozzle into an empty container and push the Wash-Cycle Start Switch to
purge any washing liquid remaining in the Washing Nozzle system. Repeat the above until all
liquids in the flow passages have been purged.
세척 노즐을 빈 용기에 삽입하고 Washing-Cycle Start Switch를 눌러 세척 노즐 시스템에 남아
있는 모든 세척액을 제거합니다. 유로의 모든 액체가 제거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9. Disconnect all connectors from the Washing Unit and store them and the DissoClean Mark 1 in
an appropriate storage area.
세척 장치에서 모든 커넥터를 분리하고 적당한 보관 영역에 DissoClean Mark 1을 보관합니다.

Model Specification

Optional Cart and PadWa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