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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품 설명
1.01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오염 측정 방법
1.02 ATP 및 표면 위생 시험
1.03 ATP 및 수질 시험

1.01 오염도 측정 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작동 방식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표면 오염도 및 물 샘플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3M 시약 키트와 함께 사용되는
계측기입니다. 이 계측기는 아데노신 3인산염(ATP) 생물 발광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TP는 대부분의 음식 파편,
박테리아, 균류 및 그 외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성 물질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ATP는 개똥벌레의 꼬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효소 반응을 이용해 측정됩니다.
루시페린/루시페라아제(개똥벌레 시약) + ATP = 발광(빛 생성)
발광량은 ATP의 양에 비례합니다. 샘플에서 발생하는 빛의 강도는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통해 측정되며,
그 수치는 상대발광단위(Relative Light Units, 약칭 RLU) 로 표시됩니다.
1.02 ATP 및 표면 위생 시험.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그에 적합한 시험용 키트와 함께 사용하면 표면의 위생 상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측기는 미생물 및 제품 잔류물에서 발생하는 ATP를 검출합니다. “총 ATP” 수치를 측정하면
전반적인 청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 후에도 표면에 남아 있는 물질은 잔류 미생물의
영양 공급원이 되며, 소독제의 작용으로부터 미생물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사용하면 측정 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정 결과를 얻을 경우,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표면은 사용하기 전에 다시 청소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양호한 위생 관리와 오염 통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용 키트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03 ATP 및 물 시험.
시험용 키트는 액체 샘플의 오염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처리액 샘플 내에서 측정된 총 ATP 함량은
용수세정(Clean in Place, 약칭 CIP) 공정의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에 속합니다. 공정수 및 폐수, 수조 및 냉각탑에서 측정된
총 ATP 함량은 살생물제 처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확인 및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염 특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총 ATP 함량 외에도 유리 ATP 또는 비미생물 ATP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용 키트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2.0 계측기 개요
2.01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부품 개요
2.02 일반 기능
2.03 건전지 교체
2.04 장비 전원 켜기
2.05 측정 모드
2.06 시험용
2.07 스왑 센서 삽입
2.08 저전력 모드
2.09 PC 연결

2.01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구성 부품
기능 버튼의 용도는 메뉴 화면의 표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뉴를 선택하면 각 버튼의 바로 위에 위치한
화면의 하단에 해당 기능 버튼이 표시됩니다.
그림 1
그림 2
챔버 뚜껑
뚜껑 열기
건전지 잔량 표시계

RS 232 ‑ PC 연결
USB ‑ PC 연결

디스플레이 화면
탐색 버튼
커서 제어
On/Off 스위치

충전기에서 공급되는 전원

* USB는 버전
1 계측기에서는 비활성
상태

2.02 일반 특징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가벼운 휴대용 계측기로서, 영숫자 입력 방식의 LCD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측기는 생산 구역, 보건 의료 환경 및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주머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내장형 리튬 건전지는 샘플 추출 계획서, 시험 지점, 데이터 및 교정 설정과 관련된 정보를 계측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NGi 발광측정기는 RS 232 ‑ PC 연결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2.03 건전지 충전
계측기는 재충전이 가능한 착탈식 리튬 이온 건전지로 작동됩니다. 밀봉된 상태의 건전지 팩은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와 함께 제공되며, 사용하기 전에 충전해야 합니다.
건전지 팩을 계측기에 부착해야 합니다. 먼저 건전지 팩의 하단부를 끼운 후에 건전지를 제자리에 밀어 끼워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후면에 위치한 삽입구에 건전지 팩을 부착하십시오. 작은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해
고정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건전지 팩을 고정하십시오. 나사를 지나치게 조이지 마십시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현재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충전기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전기의 커넥터를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에 꽂은 다음, 충전기를 교류 전원 콘센트에 꽂고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또는, 선택 사양의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할 경우,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도킹
스테이션에 삽입하고 충전기의 커넥터를 도킹 스테이션에 꽂은 다음, 충전기의 플러그를 교류 전원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건전지의 충전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이며, 충전이 완료되면 계측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 잔량 표시계는 충전 상태를 보여줍니다. 교류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은 다음, 계측기에 꽂은
충전기의 커넥터를 뽑아내십시오.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할 경우, 충전기를
도킹 스테이션에 계속 연결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측기를 도킹
스테이션에 꽂아 놓고 수시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충전 시 이
화면을 표시합니다.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스위치를 켠
후에 이를 작동할 경우, 건전지 기호 바로 옆에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메인메뉴
일반샘플측정
프로그램모드
결과값 다시 보기
설정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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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전원을 켜면 화면 우측 상단에 건전지 잔량을 표시합니다.

착탈식 건전지 팩은 1개의 나사를 통해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건전지 팩을 제거하려면 먼저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어낸 다음(고정용 나사이기 때문에 건전지 팩에 부착되어 있음),
건전지를 빼내십시오.

건전지 제거 나사
오른쪽 그림은 건전지 팩을 빼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전지 접촉부를
확인하십시오. 건전지 접촉부를 건드리거나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계측기의
작동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건전지 팩은 3M 또는 지역 판매 대리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4 계측기 전원 켜기
계측기의 전원을 켜기 전에 이전 단계의 시험에서 사용한 샘플이 챔버 내부에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계측기의 빨간색 버튼이 전원 스위치입니다. On/Off 버튼을 계속 누르면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가 켜집니다.
On/Off 버튼을 한 번 더 계속 누르면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가 꺼집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면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초기 계측기 배경 측정 및 교정 검사를 포함해 일련의 자체 점검을 수행합니다.
다음 화면은 사용 초기 및 시스템 자체 점검 중에 표시됩니다.
다음 화면이 먼저 표시됩니다:
초기화 준비 중
중단을 원하시면 아무버튼이나
이 시점에서 오작동 시 문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누르세요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작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표시되는 동안에 버튼을
누르면 계측기의 작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버전 번호는 화면 하단부에 표시됩니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계속 작동시키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십시오.
3M Clean-Trace NGi
H:1.6

S:4.5

B:2.3

F:1.0

이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초기 배경 측정 및 교정
검사를 수행합니다.

자체 검사 실행 중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초기 배경 측정 및 교정 검사가 한도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경우, 우측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초기 배경 측정이 실패할 경우, 이 설명서의 10절에 설명된 문제 해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자체 검사 실행 중


OK

OK 버튼을 누르면 기본 시스템 메뉴가 표시됩니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가 시동 자체 점검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화면 중 하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면이 표시될 경우, 이
설명서의 13절에 명시된 문제 해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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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측정 모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샘플을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샘플 측정(MEASURE SAMPLE) 을 이용하면 필요한 만큼 많은 측정값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만 차후에 사용할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모드(PROGRAM MODE) 를 사용하면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에 이를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드를 사용하려면 샘플 추출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이를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에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5장을 참조할 것).
시간지정 샘플링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사전에 정의된 샘플링 지정시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본 기능은
NGi 발광측정기에 로그온한 사용자에게 할당된 날짜, 시간 및 샘플 추출 계획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9
절을 참고하십시오.
2.06 시약 삽입
뚜껑 해제 버튼을 왼쪽으로 밀어 챔버 뚜껑을 엽니다. 뚜껑이 활짝 열립니다.

3M 시험 장치를 챔버 내부에 삽입하십시오. 시험 장치 위로 뚜껑을 다시 덮은
다음, 뚜껑이 닫힐 때까지 아래로 누르십시오.

2.07 면봉 센서
시험 측정이 완료되는 즉시, 시험 장치를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챔버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3M™ Clean‑Trace™ ATP 시험 장치가 챔버 내에 남아 있으며 계측기를 반대로 놓거나 챔버의 측면에 둘 경우, 시약의
내용물이 발광측정기 내부로 누출됨으로써 계측기의 민감한 구성 부품들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측정을 완료한 후에 3M™ Clean‑Trace™ ATP 시험 장치가 30초 이상 챔버 내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센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감지될 경우, 계측기는 화면 상으로 “챔버 내에
면봉이 남아 있습니다 (Swab Left In Chamber)”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게 되며, 측정 후에 시약을 제거할 것을 사용자에게
상기시키는 경보음을 생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측기의 챔버 내에서3M™ Clean‑Trace™ ATP 시약 없이 프로그램 모드로 측정을 시도할 경우,
시험 센서는 “면봉을 찾을 수 없습니다(No Swab Detected)” 라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면서 경보음과 함께 챔버 안이
비어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샘플 측정 (MEASURE SAMPLE) 모드에서 시험을 시도할 경우, 이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2.08 저전력 모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전원을 켰지만 작동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런 조작도 없이 방치될 경우, 계측기는 건전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저전력 모드(Low Power Mode) 로 전환됩니다. 정상 작동 과정에서 이 모드는
백라이트 스위치가 꺼진 후 약 30초가 경과했을 때 실행됩니다.
저전력 모드(Low Power Mode) 화면은 맞은 편에 표시됩니다. ‘기본 메뉴
(MAIN MENU)’ 가 화면에 표시될 때 상단 왼쪽에 위치한 녹색 기능 버튼을 계속
눌러도 저전력 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모든 녹색 버튼(빨간색 전원 버튼은
제외) 을 누르면 계측기의 화면은 저전력 모드가 실행되기 전에 표시된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2.09 PC 통신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와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간
통신을 실행하려면 USB 케이블이나 3M™ Clean‑Trace™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
발광측정기를 PC와 연결해야 하며, 여기서 도킹 스테이션은 USB 케이블을
통해 PC와 연결됩니다.
오른측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은 샘플 추출 계획서나 측정 결과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PC와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간에 통신이 실행될
때 표시됩니다.

....

데이터 동기화 진행 중

3.0 부속품
3.01 3M™ Clean‑Trace™ NG 발광측정기 도킹 스테이션
3.02 3M™ Clean‑Trace™ NG 발광측정기 휴대용 소프트 케이스

3.01 3M™ Clean‑Trace™ NG 발광측정기 도킹 스테이션
3M™ Clean‑Trace™ NG 발광측정기 도킹 스테이션은 선택형 부속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기 및 PC 통신 장치와 신속히 연결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계측기 꽂이입니다. 이
스테이션이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블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상태로 계측기를 휴대하면서 사용 가능
• 편리한 충전용 받침대
• 데스크톱 안정성 향상
• 도킹 스테이션은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작업 각도 및 시야 각도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고정합니다.
• 사용자는 케이블을 계측기에 바로 연결하거나 도킹 스테이션에 꽂을 수 있습니다

커넥터 - Clean-Trace™ NG 연결

프린터

RS232 USB* 충전기에서 공급되는 전원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이를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뒷편 삽입구에 넣고 가볍게 눌러주면 됩니다. 프린터,
PC 및 충전기와 연결된 커넥터는 필요하다면 뽑지 않고 제자리에 계속 끼워두면 됩니다.
RS232는 NGi 발광측정기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프린터는 NGi 발광측정기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USB는 버전 1 계측기에서는 비활성 상태
3.02 3M™ Clean‑Trace™ NG 발광측정기 휴대용 케이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생산 구역, 보건 의료 환경 및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의 휴대용 계측기이며, 선택 사양의 휴대용 파우치를 함께
구입하면 이동성 및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측기는 측정을 실시할 때
휴대용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으며, 다만 계측기를 주머니 속에 담은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각 샘플은 휴대용 주머니의 상단부 날개판을 다시
접은 후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계측기를 보호하는 주머니에는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맬끈이 달려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파우치의 편리한 사용 방법을 보여줍니다. 적정한 높이와 안전도를
실현하기 위해 끈의 길이를 조절하십시오.

4.0 샘플 측정
4.01 샘플 측정이란?
4.02 샘플 측정을 이용한 측정법

4.01 샘플 측정(MEASURE SAMPLE) 의 정의
샘플 측정(MEASURE SAMPLE) 을 이용하면 필요한 만큼 많은 측정값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만 차후에 사용할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5장의 프로그램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4.02 샘플 측정(MEASURE SAMPLE) 을 이용해 시험을 진행하는 방법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켭니다. 계측기를 초기화할 경우, 화면은
기본 메뉴를 표시합니다:
커서는 샘플 측정을 가리키게 됩니다. 3M 시험 장치를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에 삽입하십시오(2.06항을 참조할 것)

메인메뉴
일반샘플측정
프로그램모드
결과값 다시 보기
설정메뉴

수 04 1월 2012 10:09

샘플 측정
샘플을 측정할 경우, 선택(SELECT) 키를 누르십시오. 화면은 측정 중
(MEASURING) 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며,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막대가 나타납니다.

선택

측정 중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측정 결과는 화면에서 상대 발광 단위(RLU) 로 표시됩니다.

52,827 RLU
이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뒤로

수 04 1월 2012 10:09

측정

또 다른 샘플을 측정할 경우, 이전의 시약을 제거하고 다음 시약을 삽입한 후에 측정 (Measure) 키를 누르십시오.
모든 측정이 완료된 후에 뒤로(Back) 키를 누르면 기본 메뉴로 되돌아갑니다.
챔버 내부의 조도가 계측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과부하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계속 진행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과부하 현상은 RLU 단위의 증가율이 공장에서 미리 지정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우발적인 과부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측정
작업 진행 중, 샘플을 담은 챔버를 개방할 경우).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밝혀진다면 측정을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수치가 최대수치를 넘었습니다.

뒤로

수 04 1월 2012 10:09

측정

5.0 프로그램 모드
5.01 프로그램 모드란?
5.02 프로그램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
5.03 재시험
5.04 부분 결과 세트
5.05 측정 결과 검토

5.01 프로그램 모드란?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프로그램 모드는 저장된 샘플 계획의 범위 내에서 특정 시험 지점과 맞추어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USB 연결을 통해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와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간 통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려면,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1.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USB 케이블 또는 3M™ Clean‑Trace™ NG 발광측정기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 PC와
연결해야 합니다.
2.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샘플 추출 계획서를 작성하십시오.
3.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에서 샘플 추출 계획서를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로 전송합니다.
4.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로 전송합니다.
샘플 추출 계획서가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로 전송되고 나면 측정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5.02 프로그램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
기본 메뉴 (MAIN MENU) 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프로그램 모드
(PROGRAM MODE) 를 강조표시한 후, 선택 (SELECT) 을 누르십시오.

메인메뉴
일반샘플측정
프로그램모드
결과값 다시 보기
설정메뉴

수 04 1월 2012 10:09

프로그램 모드 메뉴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샘플 추출 계획서의
현재 목록을 보여줍니다. 탐색 (▲/▼) 버튼을 사용해 필요한 샘플 추출 계획서를
강조표시한 후, 선택 (SELECT) 을 누르십시오.
결과 세트 수는 이미 측정되었으며 각 샘플 추출 계획에 따라 화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프로그램모드
결과 집합↴

병동1
병동2
병동3
병동4

뒤로

NGi 발광측정기에서 사용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명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웹사이트 관리자가 허가한 경우에는 이름 목록 끝에 <사용자명
없음> 옵션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익명 사용자로
로그온하게 됩니다.

선택

0
0
0
0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사용자 선택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
<사용자 이름 없음>

수 04 1월 2012 10:09

<사용자명 없음>외의 사용자를 선택할 경우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웹사이트에 로그온하여 내 계정 메뉴에서NGi
비밀번호를 확인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PIN 입력
0 1 2 3 4 5 6 7 8 9

뒤로

←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이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사용하여 선택된 샘플 추출 계획서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시험들을
수행하거나, 화면 상에 날짜순으로 표시되는 기존의 저장된 결과들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결과 세트에 대해 다음 표시가 나타납니다:
샘플 추출 계획의 전체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 완료.
샘플 추출 계획의 일부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 완료 이 측정결과는 NGi
발광측정기가 다음번 동기화되는 중에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샘플 추출 계획의 일부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 완료되었으며 결과
세트는 완료된 것으로 표시. 이 측정결과는 NGi 발광측정기가 다음번
동기화되는 중에 업로드됩니다.

새로운 결과
19 10월 02
19 10월 02
21 10월 02
22 10월 02
22 10월 02
뒤로

병동 1

●
●
●
◒

09:25:11
13:47:02
09:05:44
08:55:17
14:30:22

◒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새로운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장할 경우, 새로운 결과(NEW RESULTS) 가 강조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선택 (SELECT)
을 누르십시오.
이 시점에서 웹사이트 관리자가 이 기능을 내 조직 섹션에서 활성화시켰을
결과 라벨
경우 결과 라벨을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은 사용자가 진행하려는 측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데 이용되는
완료
자유 텍스트 필드입니다. 이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생성하는 보고서에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
사용될 수 있습니다.
N O P Q R S T U V W X Y Z .
결과 라벨을 입력하려면 커서를 필요한 문자가 있는 곳에 놓고 선택을
a b c d e f g h i j k l m !
누릅니다. 선택한 문자가 화면 상단에 나타납니다. 입력 완료 후 커서를
n o p q r s t u v w x y z $
완료로 옮기고 선택을 누릅니다.
수 04 1월 2012 10:09
취소
선택
웹사이트 관리자가 임의 기입 기능을 설정하였고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NGi
발광측정기에 로드된 경우, 추가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0절 ‑ 임의 기입를 참고하십시오.
병동 1
새로운 결과
새로운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려면 탐색 (▲/▼) 버튼을 사용해
상단 침상 또는 간이 침대 ► ATP-S
필요한 시험 지점을 강조표시한 후, 측정 (Measure) 을 누르십시오.
테스트 1:
“ ►” 마크는 테스트 점수명이 화면에 다 표시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커서
재
테스트:
제어 버튼의 오른쪽을 누르면 테스트 점수명의 나머지 부분이 표시됩니다.
상단 침상 또는 간이 침대► ATP-S
선택한 테스트 점수에 적용되어야 하는 테스트 유형은 테스트 점수명
테스트 1: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ATP‑S (표면용 스왑) 가 필요합니다.
재 테스트:
뒤로

이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측정 주기를 진행하고...

수 04 1월 2012 10:09

측정

병동 1
침상 탁자 중앙
면봉:ATP-표면

측정 중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측정 결과를 표시합니다. 측정 결과를 수락 및 저장하려면 OK를 누르십시오.

병동 1
침상 탁자 중앙
면봉:ATP-표면

52,827 RLU

X 실패

OK

수 04 1월 2012 10:09

OK

참고: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챔버 내에서3M™ Clean‑Trace™ ATP 시험 없이 측정을 시도할 경우, “면봉을
찾을 수 없습니다(No Swab Detected)” 라는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며 챔버 내에 시약이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가청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이제 측정 결과가 저장됩니다. 커서는 그 다음 시험 지점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탐색 (▲/▼) 버튼을 사용해 필요한 다음 시험
지점을 강조표시합니다.
뒤로 (Back) 키를 누르면 시험이 종료됩니다.

5.03 재시험
개선 조치를 취한 후에는 이전에 실패 판정을 받은 시험 지점을 언제든지
재시험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바른 시험 지점을
선택한 후에 측정을 실시하십시오.
이제 측정 화면은 ‘재시험 (Retest)’ 을 표시합니다.

병동 1
새로운 결과
상단 침상 또는 간이 침대 ► ATP-S
테스트 1:
52,847 RLU X
재 테스트:
상단 침상 또는 간이 침대 레일
테스트 1:
재 테스트:
수 04 1월 2012 10:09
뒤로
측정
병동 1
침상 탁자 중앙
면봉:ATP-표면
재 테스트

측정 중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새로운 측정 결과는 화면의 ‘재시험 (Retest)’ 영역에 저장됩니다. 이제 측정
결과는 성공으로 판정됩니다.
성공 판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지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시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최초 1회 시험과 가장 최근 테스트만이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전체 재시험 정보가 저장됩니다.

병동 1
새로운 결과
상단 침상 또는 간이 침대 ► ATP-S
테스트 1:
52,847 RLU X
재 테스트:
108 RLU 
상단 침상 또는 간이 침대 ► ATP-S
테스트 1:
재 테스트:
수 04 1월 2012 10:09
뒤로
측정

참고: 일련의 측정 결과에 관한 조회를 종료하고, 나중에 이러한 데이터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시점에서 모든 측정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경우거나 재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일련의 측정 결과들을 다시 조회해야 할
경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미완료된 일련의 측정 결과들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5.04 부분 결과 세트
부분 결과 세트는 전체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치가 없는 결과 세트를 말합니다.
측정치 또는 재시험을 수집하는 경우, (뒤로 가기를 눌러) 결과 세트 화면을
미완성 결과
벗어나기로 한 경우, 전체 테스트 점수에 대한 측정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
병동1
부분 결과 세트이거나) 불완전 결과가 표시됩니다.
새로운 결과
- 시험 지점: 3
예를 선택한 경우 다음 동기화 때 결과 세트가 서버에 업로드되며 NGi
- 측정값: 2
발광측정기에서는 삭제됩니다.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다음 동기화 때 결과 세트가 서버에 업로드되지
결과를 완성으로 표시하시겠습니까?
않습니다. 동기화 후 결과 세트는 NGi 발광측정기에 남아있으므로 측정치 및
재시험 정보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수 04 1월 2012 10:09
아니오

5.05 측정 결과 검토
이전 결과를 평가 및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본 메뉴 (MAIN MENU) 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측정 결과 검토 (REVIEW
RESULTS)를 강조표시한 후, 선택 (SEL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예

메인메뉴
일반샘플측정
프로그램모드
결과값 다시 보기
설정메뉴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에 저장된 샘플 추출 계획서의 목록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탐색 (▲/▼) 버튼을 사용해 검토할 샘플 추출 계획서를 강조표시한
후, 선택 (SELECT) 을 누르십시오.

결과값 다시 보기

뒤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검토해야 할 해당 결과 집합을 강조표시한 후, 선택
(SELECT) 을 누르십시오.

결과 집합↴

병동1
병동2
병동3
병동4

1
0
0
0

수 04 1월 2012 10:09
병동 1

19
19
21
22
22
22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뒤로

02
02
02
02
02
02

09:25:11
13:47:02
09:05:44
08:55:17
14:30:22
14:46:22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
●
●
●
◒

◒
선택

기존 결과 세트에 대해 다음 표시가 나타납니다:
샘플 추출 계획의 전체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 완료.
샘플 추출 계획의 일부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 완료 이 측정결과는 NGi 발광측정기가 다음번 동기화되는 중에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샘플 추출 계획의 일부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 완료되었으며 결과 세트는 완료된 것으로 표시. 이 측정결과는 NGi
발광측정기가 다음 번 동기화되는 중에 업로드됩니다.
병동 1
이제 화면에 해당 결과 집합에 대한 모든 결과들이 표시됩니다. 탐색 (▲/▼)
21 10월 02
09:05:44
버튼을 사용하면 결과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T R
테스트지점: Centre
침상 탁자 중앙

상단 침상 또는 간이 침대 레일  X !
병실 바닥
X 
병실 침대 통신 장치 키워드
X X
침상 캐비닛 상단
수 04 1월 2012 10:09
뒤로
선택

선택을 누르면 테스트 점수를 보다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재시험을 보려면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사용자명이 캡처되는 경우 측정을 진행하거나 재시험을 한 사용자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병동 1
21 10월 02
09:05:44
병실 침대 통신 장치 키워드
ATP-표면
Result:
4112 RLU 
22 10월 02, 13:52:11
사용자명
수 04 1월 2012 10:09
뒤로

6.0 설정 메뉴
6.01 설정 메뉴 기능
6.02 설정 메뉴 찾기
6.03 날짜 포맷 설정
6.04 날짜 설정
6.05 시간 설정
6.06 언어 설정
6.07 자체 점검
6.08 백라이트 시간 설정

6.01 설정 메뉴 기능
설정 메뉴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의 형식을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정하고 시간의 형식을 12/24시간으로 지정
• 현재 시각과 날짜를 설정
• 화면에 표시되는 언어를 변경
• 계측기가 교정 한도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
• 화면의 백라이트 시간 제한을 설정
6.02 설정 메뉴를 찾는 방법
기본 메뉴 (MAIN MENU) 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설정 메뉴 (SETUP MENU)
를 선택한 후, 선택 (SEL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메인메뉴
일반샘플측정
프로그램모드
결과값 다시 보기
설정메뉴

수 04 1월 2012 10:09

이제 설정 (SETUP)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6.03 날짜 형식 설정
설정 (SETUP) 메뉴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날짜 및 시간(DATE & TIME) 을
선택한 후, 선택 (SEL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제 날짜 및 시간 (DATE & TIME)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날짜 형식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DOW D M Y e.g. Wed 04 Jan 2012 12:31
DOW M D Y e.g. Wed Jan 04 2012 12:31
Y M D DOW e.g. 2012 Jan 04 Wed 12:31
탐색 (▲/▼) 버튼을 이용하면 날짜 형식 (DATE FORMAT) 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형식이 표시될 때까지 변경 (Change)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뒤로 (Back) 버튼을 누르면 설정 (SETUP) 메뉴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탐색 (▲/▼)
버튼을 사용하면 날짜 및 시간 (DATE & TIME) 메뉴에서 또 다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설정메뉴
날짜와 시간
언어
자체 검사
배경화면 조명시간

뒤로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날짜와 시간
날짜 설정
04-1월-12
시간 설정
14:28:56
데이터 형식
DOW D M Y

뒤로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6.04 날짜 설정
설정 (SETUP) 메뉴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날짜 및 시간 (DATE & TIME) 을
선택한 후, 선택 (SEL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제 날짜 및 시간(DATE & TIME)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DATE & TIME) 메뉴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날짜 설정
(SET DATE) 을 선택하십시오. 선택 기능 버튼을 눌러야만 날짜가 강조 표시
됩니다. 탐색 (▲/▼) 버튼을 사용하면 정확한 값에 이를 때까지 ‘일 (Day)’ 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제 화면에서 ‘월 (Month)’ 이 강조표시됩니다. 탐색 (▲/▼) 버튼을 이용해 ‘월
(Month)’ 을 설정한 다음, OK를 누르십시오.
이제 화면에서 ‘년 (Year)’ 이 강조표시됩니다. 탐색 (▲/▼) 버튼을 이용해 ‘년
(Year)’ 을 설정한 다음, OK를 누르십시오.
이제 탐색 (▲/▼) 버튼을 사용하면 날짜 및 시간(DATE & TIME) 메뉴에서 또 다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뒤로 (Back) 를 누르면 설정 (SETUP) 메뉴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6.05 시간 설정
설정 (SETUP) 메뉴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날짜 및 시간(DATE & TIME)을
선택한 후, 선택 (SEL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제 날짜 및 시간 (DATE & TIME)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DATE & TIME) 메뉴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시간 설정 (SET
TIME)을 선택한 후, 선택 (SELECT)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서 ‘시간(Hours)’ 이
강조표시됩니다. 탐색 (▲/▼) 버튼을 사용하면 정확한 값에 이를 때까지 ‘시간
(Hour)’ 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제 화면에서 ‘분(Minutes)’ 이 강조표시됩니다. 탐색 (▲/▼) 버튼을 이용해 ‘분
(Minute)’ 을 설정한 다음, OK를 누르십시오.
이제 화면에서 ‘초 (Seconds)’ 가 강조표시됩니다. 탐색 (▲/▼) 버튼을 이용해 ‘초
(Second)’ 를 설정한 다음, OK를 누르십시오.
이제 탐색 (▲/▼) 버튼을 사용하면 날짜 및 시간(DATE & TIME) 메뉴에서 또 다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뒤로 (Back)를 누르면 설정 (SETUP) 메뉴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 NGi가 동기화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6.06 언어 설정
현재 사용 가능한 언어들의 목록에 관한 정보는 지역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설정 (SETUP) 메뉴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언어 (LANGUAGE) 를 선택한 후,
선택 (SEL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날짜와 시간
날짜 설정
시간 설정
14:28:56
데이터 형식
DOW D M Y

뒤로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날짜와 시간
날짜 설정
04-1월-12
14:28:56
시간 설정
데이터 형식
DOW D M Y

뒤로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설정메뉴

날짜와 시간
언어
자체 검사
배경화면 조명시간

뒤로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언어

이제 언어 (LANGUAGE)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탐색 (▲/▼) 버튼을 사용하면 필요한 언어(Languag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 (SETUP) 메뉴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고: 탐색 (▲/▼) 버튼을 눌러 다른 언어를 선택하면 언어는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6.07 자체 점검 실시
자체 점검 (Self Check) 은 배경 판독과 교정 검사를 모두 실시합니다.
자체 점검 (SELF‑CHECK) 을 선택하기 전에 샘플 챔버는 비어 있어야 하고,
챔버 뚜껑이 닫혀 있어야 하며, 계측기는 적어도 15분 이상 안정적인 온도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설정 (SETUP) 메뉴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자체 점검 (SELF‑CHECK)
을 선택하십시오.

English
Francais
Espanol
Portugues
Deutsch
Italiano
뒤로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설정메뉴
날짜와 시간
언어
자체 검사
배경화면 조명시간

뒤로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선택 (SELECT) 을 누르면 자체 점검이 시작됩니다. 화면은 “자체 점검 실행 중
(PERFORMING SELF‑CHECK)” 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며 일련의 “시간 계수
(count‑up)” 막대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자체 검사 실행 중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측기가 교정 한도 범위 내에서 작동하며 배경 판독이 허용될 경우, 성공
(PASS) 이 표시됩니다.

자체 검사 실행 중


OK

통과

수 04 1월 2012 10:09

OK

계측기가 교정 한도 범위 내에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3가지 화면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
계측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리 및 교정에 관한 안내는 3M 또는 지역 3M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교정 검사가 실패했습니다

자체 검사
검 교정 필요함 –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OK

배경 판독에 실패했습니다

수 04 1월 2012 10:09

OK

자체 검사
백그라운드 값이 높음:
1,047 RLU

OK

교정 점검에 실패했습니다.

수 04 1월 2012 10:09

OK

자체 검사
백그라운드 값이 높음:
1,047 RLU
검 교정 필요함 –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십시오.

OK

수 04 1월 2012 10:09

OK

6.08 백라이트 시간 제한 설정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디스플레이는 조명이 없거나 희미한 환경에서 화면이 잘 보이도록 백라이트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백라이트는 항상 끄기 (off) 또는 항상 켜기 (on) 로 설정할 수 있으며, 백라이트가 꺼진 후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켜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백라이트가 다시
켜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간격은 최소 5초에서 최대 60초까지 5초씩 늘려가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켜지면 계측기의 전력 소모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변 조명 환경에서는 백라이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라이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백라이트 시간 제한(BACKLIGHT TIMEOUT)
설정메뉴
을 항상 OFF로 설정해 건전지 수명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백라이트 시간
날짜와 시간
제한의 기본값은 15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언어
자체 검사
설정 (SETUP) 메뉴에서 탐색 (▲/▼) 버튼을 사용해 백라이트 시간 제한
배경화면 조명시간
(BACKLIGHT TIMEOUT) 을 선택하십시오.
탐색 (◄/►) 버튼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 제한 값을 선택하십시오.
◄
15
► 변경
뒤로 (Back) 버튼을 누르면 기본 (MAIN) 메뉴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탐색 (▲/▼)
버튼을 사용하면 설정 (SETUP) 메뉴에서 또 다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 04 1월 2012 10:09
뒤로

선택

7.0 NGi 동기화
7.01 NGi 동기화란
7.02 NGi 동기화 방법

7.01 NGi 동기화란
측정 결과 업로드 (UPLOAD RESULTS) 를 실행하면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들을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로 전송할 수 있으며,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에서 샘플 추출
계획서를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업로드하려면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가 USB 케이블 또는 3M™ Clean‑Trace™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 PC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가 설치된) 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와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간 통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계측기가 USB 케이블이나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와 연결된 경우에만 USB
기호는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화면에 표시됩니다.
7.02 NGi 동기화 방법
동기화를 시작하려면 PC의 시스템 상자에 있는 3M 동기화 관리자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3M 동기화 관리자열기를 선택하십시오
.
시스템 상자에 아이콘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실행하면 됩니다:
시작\모든 프로그램\3M CleanTrace Hygiene Management Solution\ 3M NGi Sync.
이제 3M 동기화 관리자 화면 아래쪽에 있는 동기화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OK를 클릭하십시오.
3M 동기화 관리자에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사용자명이나 비밀번호가 다를 경우, 로그인 실패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십시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와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가
통신을 시작합니다. 옆의 화면이 NGi 에 표시됩니다.
데이터 동기화 진행 중

동기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동기화 (Synchronisation) 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NGi에 표시됩니다. 저장된 결과들은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로 업로드되며,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에서 삭제됩니다.
샘플 추출 계획서의 모든 조정 사항은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에서
업데이트됩니다. OK를 선택하면 기본 메뉴 (MAIN MENU) 로 되돌아갑니다.

동기화 완료

OK

수 04 1월 2012 10:09

OK

* 참고: 표시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 결과 세트는 서버로 업로드되거나 NGi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5.04절의 부분 결과
세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동기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사용 설명서의 문제 해결 절 또는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8.0 여러 조직 관리하기
여러 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NGi에 다운로드할 조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조직을 다운로드할 경우조직 변경 메뉴가 메인 메뉴에 새로 표시되며
현지 사용중인 조직은 메인 메뉴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조직1
일반샘플측정
프로그램모드
결과값 다시 보기
설정메뉴
변경 조직
수 04 1월 2012 10:09

조직 변경을 선택하면 NGi에 다운로드되어 있는 조직들의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조직을 선택하려면 원하는조직으로 스크롤하여선택을 누릅니다.

조직1
조직2
조직3

취소

선택

선택 조직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조직을 변경하면 NGi에는 해당 조직에 대한 정보만 표시합니다. 단, 다른
조직에 대해 수집된 정보는 NGi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으로 다시 변경하면 관련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9.0 시간지정 샘플링
9.01 시간지정 샘플링 사용법
9.02 재시험
9.03 부분 결과 세트
9.04 시간지정 재설정

시간지정 샘플링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특정 위치에 대한 측정 주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측정 진행자 역시 지정
가능합니다. 시간지정 샘플링이 웹사이트에서 설정된 경우 동기화 시 관련 데이터가 NGi에 로드됩니다.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도움말 파일에는 시간지정 샘플링 설정 방법 및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9.01 시간지정 샘플링 사용법
시간지정 샘플링 데이터가 로드되면 메인 메뉴에 시간지정 샘플링옵션이
새로 표시됩니다.

조직1
일반샘플측정
프로그램모드
결과값 다시 보기
설정메뉴
예정된 샘플링
수 04 1월 2012 10:09

시간지정 샘플링을 선택하면 NGi에 사용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명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선택

사용자 선택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
<사용자 이름 없음>

수 04 1월 2012 10:09

웹사이트 관리자가 허가한 경우 이름 목록 끝에 <사용자명 없음> 옵션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경우 익명 사용자로 로그온하게 되며 특정 사용자에 할당되지 않은 샘플링
스케줄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명 없음> 외의 사용자를 선택할 경우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웹사이트에 로그온하여 내 계정
메뉴에서NGi 비밀번호를 확인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PIN 입력

0 1 2 3 4 5 6 7 8 9

뒤로

←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스케줄 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웹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명을 NGi에 다운로드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스케줄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가 선택된 경우 해당 사용자의 스케줄과 할당되지 않은 스케줄이 함께 표시됩니다.
• <사용자 없음> 이 선택된 경우 할당되지 않은 스케줄만 표시됩니다.
일정 날짜
사용자에 할당되지 않은
병동 1 스케줄 시작시간
미지정
사용자 PM0에 할당된 병동 2 스케줄
지정 시작시간 09:00

로그인한 사용자

예정된 샘플링 PM0
2012 1월 04 수
병동1
09:00 PM0 병동2
2012 1월 05 목
병동1
09:00 PM0 병동2
2012 1월 06 금
뒤로

O

◒

O
O

수 04 1월 2012 10:09

상태 마크 (
마크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선택

이 경우 사용자 PM0가 로그인했으며 화면에는 PM0 관련 스케줄과 할당되지 않은 스케줄이 함께 표시됩니다.
참고: 화면에 3글자만 표시된 사용자명의 전체 사용자명이 필요한 경우 (예: PMO) 웹사이트에 로그온하여 계정 기록을
조회하면 됩니다.
화면에는 수일간의 스케줄이 표시되며 (정확한 일 수는 웹사이트의 내 조직섹션에 표시되지만 오늘이나 지난 일자에
대한 스케줄의 측정결과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설정되어 있고 아직 그 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늘스케줄을 처리하려 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지만 해당
스케줄의 측정치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
이 스케줄에 대해서는 아직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샘플 추출 계획의 전체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 완료.
샘플 추출 계획의 일부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 완료 이 측정결과는 NGi 발광측정기가 다음번 동기화되는 중에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샘플 추출 계획의 일부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 완료되었으며 결과 세트는 완료된 것으로 표시 이 측정결과는 NGi
발광측정기가 다음번 동기화되는 중에 업로드됩니다.
스케줄을 선택하면 테스트 점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웹사이트 관리자가 이 기능을 내 조직 섹션에서 활성화시켰을
결과 라벨
경우 결과 라벨을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은 사용자가 진행하려는 측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데 이용되는
완료
자유 텍스트 필드입니다. 이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생성하는 보고서에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
사용될 수 있습니다.
N O P Q R S T U V W X Y Z .
결과 라벨을 입력하려면 커서를 필요한 문자가 있는 곳에 옮기고 선택을
a b c d e f g h i j k l m !
누릅니다. 선택한 문자가 화면 상단에 나타납니다. 입력 완료 후 커서를
n o p q r s t u v w x y z $
완료에 옮기고 선택을 누릅니다.
수 04 1월 2012 10:09
취소
선택
웹사이트 관리자가 임의 기입 기능을 설정하였고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NGi
발광측정기에 로드된 경우 추가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0
절 ‑ 임의 기입를 참고하십시오.
새로운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려면 탐색 (▲/▼) 버튼을 사용해 필요한 시험 지점을 강조표시한 후, 측정
(Measure) 을 누르십시오.
“ ►” 표시는 테스트 점수명이 화면에 다 표시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커서
병동 1
수 04 1월 2012 10:04
제어 버튼의 오른쪽을 누르면 테스트 점수명의 나머지 부분이 표시됩니다.
► ATP-S
침상 탁자 중앙
선택한 테스트 점수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테스트 유형은 테스트 점수명
테스트
1: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ATP‑S (표면용 스왑) 가 필요합니다.
재 테스트:
상단 침상 또는 간이 침대► ATP-S
테스트 1:
재 테스트:
수 04 1월 2012 10:09
뒤로
측정

이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측정 주기를 진행하고...
병동 1
침상 탁자 중앙
면봉:ATP-표면

측정 중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 측정 결과를 표시합니다. 측정 결과를 수락 및 저장하려면 OK를 누르십시오.

병동 1
침상 탁자 중앙
면봉:ATP-표면

52,827 RLU

X 실패

OK

수 04 1월 2012 10:09

OK

참고: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챔버 내에서 3M™ Clean‑Trace™ ATP 시험 없이 측정을 시도할 경우, “면봉을
찾을 수 없습니다(No Swab Detected)” 라는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며 챔버 내에 시약이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이제 측정 결과가 저장됩니다. 커서는 그 다음 시험 지점으로
병동 1
수 04 1월 2012 10:04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거나, 탐색 (▲/▼) 버튼을 사용해 필요한 다음 시험
► ATP-S
지점을 강조표시합니다.
침상 탁자 중앙
테스트
1:
52,847
RLU X
뒤로 (Back) 키를 누르면 시험이 종료됩니다.
재 테스트:
상단 침상 또는 간이 침대 레일
테스트 1:
재 테스트:
수 04 1월 2012 10:09
뒤로
측정

9.02 재시험
개선 조치를 취한 후에는 이전에 실패 판정을 받은 시험 지점을 언제든지
재시험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바른 시험 지점을
선택한 후에 측정을 실시하십시오.
이제 측정 화면은 ‘재시험 (Retest)’ 을 표시합니다.

병동 1
침상 탁자 중앙
면봉:ATP-표면
재 테스트

측정 중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새로운 측정 결과는 화면의 ‘재시험 (Retest)’ 영역에 저장됩니다. 이제 측정
결과는 성공으로 판정됩니다.
성공 판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지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시험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최초 측정 결과와 마지막 측정 결과만을 표시하지만 이전의
재시험 결과들도 모두 저장됩니다.
참고: 일련의 측정 결과에 관한 조회를 종료하고 나중에 이러한 데이터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시점에서 모든 측정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경우 혹은 재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일련의 측정 결과들을 다시 조회해야 할
경우,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미완료된 일련의 측정 결과들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병동 1
수 04 1월 2012 10:04
Centre of overbed Ta► ATP-S
테스트 1:
52,847 RLU X
재 테스트:
108 RLU 
상단 침상 또는 간이 침대► ATP-S
테스트 1:
재 테스트:
수 04 1월 2012 10:09
뒤로
측정

9.03 부분 결과 세트
부분 결과 세트는 전체 테스트 점수에 대해 측정치가 없는 결과
세트를 말합니다.
측정치 또는 재시험을 수집하는 경우, (뒤로 가기를 눌러) 결과 세트 화면을
벗어나기로 한 경우, 전체 테스트 점수에 대한 측정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
부분 결과 세트이거나) 불완전 결과가 표시됩니다.
예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동기화 때 결과 세트가 서버에 업로드되며 NGi
발광측정기에서는 삭제됩니다.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동기화 때 결과 세트가 서버에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동기화 후 결과 세트는 NGi 발광측정기에 남아있으므로 측정치 및
재시험 정보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9.04 시간지정 재설정
웹사이트 관리자가 NGi에 스케줄 재할당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경우 (내
조직화면 참고) 그리고 스케줄이 NGi에 로드된 경우 작업 스케줄메뉴가 새로이
메인 메뉴에 표시됩니다.

미완성 결과
병동1
수 04 1월 2012 10:04
- 시험 지점:
3
- 측정값:
2
결과를 완성으로 표시하시겠습니까?
수 04 1월 2012 10:09
아니오

예

메인메뉴
일반샘플측정
프로그램모드
결과값 다시 보기
설정메뉴
예정된 샘플링
일정 지정
수 04 1월 2012 10:09

작업 스케줄을 선택하면 기존 스케줄 및 현재 작업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선택

일정 지정
2012 1월 04 수
병동1
09:00 PM0 병동2
2012 1월 05 목
병동1
09:00 PM0 병동2
2012 1월 06 금
뒤로

O

◒

O
O

수 04 1월 2012 10:09

스케줄을 스크롤하여 선택을 누르면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 스케줄이 사용자에게 할당된 경우, 그 할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스케줄이 사용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경우, 한 사용자에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스케줄이 사용자에게 할당되어 있으나 이를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하고자 할 때는, 먼저 할당을 해제한 다음
새로운 사용자에게 지정하면 됩니다.
기존에 할당된 스케줄을 선택하면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예를 선택하면
해당 스케줄이 이 사용자로부터 할당 해제됩니다.

선택

지정 제거
2012 1월 04 수
병동1
할당된 스케줄 제거
사용자명

취소

기존에 할당되지 않은 스케줄을 선택하면 이름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름을
선택하고 선택을 누르면 스케줄을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수 04 1월 2012 10:09

예

일정에 사용자를 지정
2012 1월 04 수
병동1
사용자명1
사용자명2
사용자명3
사용자명4
사용자명5
뒤로

수 04 1월 2012 10:09

UN1
UN2
UN3
UN4
UN5
선택

10.0 임의 기입
10.01 신규 결과 세트 작성
10.02 기존 결과 세트 업데이트

웹사이트 관리자가 임의 기입기능을 설정하였고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NGi에 로드된 경우 측정 중 추가 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임의 기입 기능은 측정치에 추가 확인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고서 내용을 보다 의미있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용중인 세정제 정보를 파악하거나 시험 중인 해당 부분을 세정한 사용자의 이름을 파악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 기입 기능이 설정된 경우라면, 신규 결과 세트를 작성하거나 기존 결과 세트를 업데이트할 때 다음 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10.01 신규 결과 세트 작성
신규 결과 세트를 작성할 경우, 임의 기입 및 그 기본값이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일부 필드에는 기본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을 유지하려면 탐색 (▲/▼) 버튼을 눌러 기본값 확인을 강조한 후 선택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측정 과정이 시작됩니다.

유연 필드 가치
유연 필드 1 이름
가치
유연 필드 2 이름
가치
유연 필드 3 이름
가치
값 수락
뒤로

임의 기입의 값을 변경하려면 탐색 (▲/▼) 버튼을 눌러 값을 강조표시하고 을
누릅니다. 이제 임의 기입의 선택 값을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본 값은 자동을 선택됩니다. 탐색 (▲/▼)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필드가 비어있을 경우 이 값 리스트 최하단에 표시됩니다. 원하는
값을 선택하기 전에는

10.02 기존 결과 세트 업데이트
기존 결과 세트를 선택할 때 임의 기입 값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임의 기입
값을 이용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은 신규 결과 세트 작성법과 동일합니다.

수 04 1월 2012 10:09

선택

변경 유연 필드 이름
가치11
가치12
가치13
가치14
가치15
가치16
<없음>
수 04 1월 2012 10:09
취소
선택

11.0 사용자 지침
경고: 3M™ Clean‑Trace™ 발광측정기, 도킹 스테이션 또는 전원 장치를 수리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수리는 3M 공인
A/S 직원에게만 의뢰하십시오.
경고: 엔클로저가 파손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또는 전원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3M에서 지정하지 않은 전원 장치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는 견고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취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민감한 계측기에 속합니다.
2. 측정 사이에는 샘플 챔버의 뚜껑은 닫혀있어야 합니다.
3. 액체 샘플가 유출되거나 면봉 삽입 후 꺼내지 않아서 챔버 내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전원 스위치를 OFF로 전환하기 전에 항상 샘플을 제거하십시오.
5. 사용 후 전원 스위치를 OFF로 전환하십시오.
6. 시약 시험용 키트는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 따라 보관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3M 또는 지역 3M 판매 대리점에서 공급한 시약만 사용하십시오.
8. 15‑25°C 이상의 온도에서는 경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15°C이하에서 더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테스트를 항상 그 온도에서 실시한다면 일관성 있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9. 샘플 챔버는 측정 중 환경 조명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계측기는 매우 민감한 검출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밝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에서는 계측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 증기, 높은 습도, 분진 또는 진동에 노출된 장소에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11.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를 제거하십시오.
12. 해당 시험 유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시험용 키트 설명서에서 확인하십시오.

12.0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관리
12.01 청소
12.02 온도
12.03 건전지 가이드라인

12.01 청소
계측기의 외부 표면은 젖은 천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에 마른 천으로 습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12.02 온도
4°C 미만의 저온 또는 40°C를 초과하는 고온의 환경에 계측기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계측기가 저온 환경에 노출될
경우, 응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측기는 사용하기 전에 실온으로 예열해야 하며, 계측기의 외표면에 묻어 있는
습기를 닦아낼 경우에는 천이나 화장지를 사용하십시오.
12.03 건전지 가이드라인
건전지의 충전 용량과 주기 수명을 최적화하기 위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건전지 사용 모범 규준입니다.
•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를 제거하십시오.
•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2시간 이상 동안 건전지를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이 사항은 새
건전지와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에 장착된 교체용 건전지에 모두 해당됩니다.
• 정상적인 사용 시 3M NGLBP1 충전용 리튬 이온 건전지는 최대 8시간의 충전 용량을 제공합니다. 건전지를 충전해야
할 경우 건전지 상태 표시기에는 막대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며 Flat(충전량 없음)-10%로 표시됩니다. 재충전하기
전에 건전지를 막대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까지 방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 충전도 가능합니다.

• 건전지에는 예상 수명이 있으며 충전 및 방전 시마다 건전지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건전지의 수명이 줄어들면서
건전지 충전 용량이 서서히 감소되며 특정 충전량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건전지의 수명이 줄어들면서
충전 용량이 8시간 미만으로 점점 감소됩니다.
• 건전지를 한 달 넘게 보관할 경우 50% 충전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건전지 아이콘에 2개의 막대가 나타나면
건전지가 20-49%로 충전된 상태이고 3개의 막대가 나타나면 50-74% 충전된 상태입니다. 재충전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건전지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전체 용량까지 재충전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건전지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또는 건전지를 액체 속에 담기거나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 주머니, 지갑/핸드백 또는 금속 물체와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건전지를 휴대하지 마십시오.
• 건전지를 직사 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직사 광선 또는 고온(60ºC [140ºF])이나 습한 환경 또는 부식성 환경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건전지를 치거나 던지거나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건전지 케이스를 뚫거나 개방하지 마십시오. 건전지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 건전지를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건전지를 열원 근처 또는 극도의 고온 조건(45ºC 초과)에서 충전하지 마십시오.
• 건전지에서 냄새가 나거나 과도한 열을 발생시키거나 크게 변색 또는 변형된 경우 건전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건전지에서 누액이 발생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이 건전지를 노출된 화염으로부터 격리하십시오.
• 건전지에서 누액이 발생하여 이 건전지 누액이 눈과 접촉한 경우 물로 씻어낸 후 진료를 받으십시오.
정상적인 사용으로 2년 후, 위와 같이 건전지를 잘못 사용한 경우 또는 건전지에 과열 징후가 나타나거나 형태가 왜곡된
경우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튬 건전지 안전 정보와 함께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및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도킹
스테이션의 중요 정보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현지 3M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13.0 문제 해결
13.01 일반 에러
13.02 건전지 관련 에러 화면
13.03 통신 에러 화면
13.04 자체 점검 에러 화면
13.05 기타 에러 화면
13.06 의도치 않은 언어 설정 변경

13.01 일반 에러
이 절은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3M 또는 지역 3M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문제

가능한 원인

해결책

건전지 부족
메시지

건전지 팩은 충전을 해야 합니다.

계측기의 전원 스위치를 OFF로 전환하십시오. 건전지 부족
(LOW BATTERY)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에 측정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건전지를 충전하거나 교류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높은 배경

(a) 계
 측기 챔버가 꽉 닫혀 있지 않음. 챔버가
(a) 외
 부 조명의 투입.
닫혀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 샘
 플가 계속 챔버 내에 있음.
(b) 샘플을 제거하십시오.
(c) 긴
 측정 시간 간격 동안 챔버가
(c) 챔
 버가 닫힌 상태에서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개방되어 있음.
(d) 계
 측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2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한 후,
(d) 챔
 버가 오염되어 있음.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계측기 내부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e) 계
 측기 오작동.
(e) 3M 또는 지역 3M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화면이 표시되지
않음

(a) 건
 전지 충전 완료.
(b) 건
 전지 접촉부 오염.
(c) 계
 측기 기능 고장.

(a) 건
 전지 재충전
(b) 건
 전지를 제거하고 마른 화장지로 건전지 접촉부를
부드럽게 청소하십시오. 연마재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c) 3M 또는 지역 3M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높은 시약 대조

(a) 높
 은 배경
(b) 시
 약 또는 소모품의 오염.

(a) 높
 은 배경을 참조할 것
(b) 시
 약 대조를 반복해서 실시함으로써 개별 시약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계속될 경우, 3M 또는 지역 3M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예상보다 낮은
결과

(a) 샘
 플 / 시약 문제.
(b) 계
 측기 기능 고장.

(a) 시
 험용 키트 설명서에 명시된 대로 샘플 및 시약을
올바르게 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M 양성 대조
시약 등 새로운 시약 및 양성 샘플을 사용해 점검하십시오.
(b) 3M 또는 지역 3M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햇빛이나 정전기는 면봉 튜브가 푸른 빛을 내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측정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햇빛이나 또는 정전기가 원인이 될 경우, 측정을 반복해서 실시할 때 반복 측정 결과는 최초
측정 결과의 5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측정을 반복해서 실시하면 결과는 정상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낮게 줄어듭니다.
면봉 튜브의 햇빛 노출은 피해야 하며 밝은 햇빛 아래에서 시험을 실시하지 마십시오.
13.02 건전지 부족 화면
OK를 눌러 기본 메뉴로 되돌아간 다음, 계측기의 전원 스위치를 OFF로
전환하십시오. 건전지 부족 (LOW BATTERY)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에
측정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건전지를 충전하거나 교류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전원 부족!

OK

수 04 1월 2012 10:09

13.03 통신 오류 화면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와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간 통신 오류가 발생할 경우, 3M 동기화
관리자 화면에 표시된 지침들을 준수하십시오.
통신용 케이블은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커넥터는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와 PC 포트에 위치해야
합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3M 또는 지역 3M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OK

13.04 자체 점검 오류 화면
이 화면은 배경 판독 또는 교정 검사에 실패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보여줍니다.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측정 작업에서
계측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리 및 교정에 관한 안내는 3M 또는 지역 3M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자체 검사
백그라운드 값이 높음:
1,047 RLU
검 교정 실패입니다. 상온에서
15분 동안 기기를 방치한 후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OK

13.05 기타 오류 화면
계측기 내에는 세부적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 가용 메모리가 없습니다. ‘OK’
를 누른 후, 저장된 모든 결과를 PC에 업로드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챔버 또는 챔버 연결부 내부에 결함이 있습니다. 3M 또는 지역 3M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OK

챔버 문제!
측정할 수 없습니다.

OK

오류 메시지
예기치 않은 오류:
결과 요청
예상치 않은 에러
결과 업로드중
일부 샘플 추출 계획서가
다운로드되지 않았습니다 ‑
샘플 추출 계획서를 삭제 및
다운로드할 때
오류 발생
일부 샘플은
다운로드되지 못함. 업로드 재시도
과정

수 04 1월 2012 10:09

수 04 1월 2012 10:09

OK

사용자 작업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USB 리드에서 분리하거나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 제거한 뒤, 다시 연결하고 동기화를 재시도하십시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USB 리드에서 분리하거나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 제거한 뒤, 다시 연결하고 동기화를 재시도하십시오.
샘플 추출 계획서를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사용자에게 배포했는지
여부는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관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USB 리드에서 분리하거나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 제거한 뒤, 다시 연결하고 동기화를 재시도하십시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USB 리드에서 분리하거나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 제거한 후, 다시 연결하고 동기화를 재시도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샘플 추출 계획서가
없습니다

샘플 추출 계획서를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 사용자에게 배포했는지
여부는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 관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USB 리드에서 분리하거나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 제거한 후, 다시 연결하고 동기화를 재시도하십시오.

수신된 오류 메시지:
결과 삭제, 결과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USB 리드에서 분리하거나 도킹
스테이션으로부터 제거한 후, 다시 연결하고 동기화를 재시도하십시오.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음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간
네트워크 연결 문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체로
사용자의 네트워크 상에 설치된 프록시 서버 때문입니다. 작업장 (병원) 의
전산실에 문의하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06 의도되지 않은 언어 설정 변경
의도치 않게 언어 설정이 변경될 경우, 원래의 언어로 되돌아 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키 입력 순서에 따라 원래의 언어로 복원하십시오:
1.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의 전원 스위치를 끈 다음, 스위치를 다시 켠 후 기본 메뉴가 표시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2. “위쪽 (up)” 탐색 버튼을 한 번 누르십시오.
3. 오른쪽 (Right) 기능 버튼을 한 번 누르십시오.
4. “아래쪽 (down)” 탐색 버튼을 한 번 누르십시오.
5. 오른쪽 (Right) 기능 버튼을 한 번 누르십시오.
6. 탐색 버튼을 사용해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Right) 기능 버튼을 한 번 누르십시오.

14.0 부록
14.01 기술 규격
14.02 약정 및 협정

14.01 기술 규격
사용자 인터페이스
• 단순 구조화 메뉴 시스템
• 버튼 및 메뉴 선택 방식의 LCD 사용자 인터페이스
• 7 버튼 사용자 인터페이스 ‑ 위쪽 (UP), 아래쪽 (DOWN), 왼쪽 (LEFT), 오른쪽 (RIGHT), 전원 (POWER) 및 2개의 소프트웨어
정의 키
• 촉각 실리콘 고무 키패드
•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텍스트를 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 LCD 그래픽 패널 (240x160 픽셀)
• 자동 대비 제어 ‑ 화면 대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 변화를 보정
• 소프트웨어 내에 시한 ON/OFF 옵션 기능을 포함한 백라이트 기능
• 긴 목록으로 나열된 항목들을 조회하기 위한 위쪽/아래쪽 스크롤 제어
• Microsoft®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목록의 크기와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자동 확장형 스크롤 막대
• 절전 모드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및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표시되는 날짜 및 시간
인체 공학
•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조작
• 손으로 들고 있거나, 책상에 놓아도 읽을 수 있는 화면
• 사용자의 유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완전 휴대용 핸드헬드, 데스크톱, 벨트 또는 어깨 휴대형 파우치 또는 도킹
스테이션 옵션을 사용 가능
샘플 챔버
• 뚜껑이 열릴 때 예방 조치
충전
• 착탈식 밀폐형 건전지 팩
• 급속 충전
• 계측기의 전원 커넥터 및 충전기 리드용 도킹 스테이션 (옵션)
• 충전기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은 상태에서 계측기는 자동 검출 기능을 수행합니다
• 아래의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은 건전지 잔량을 나타냅니다

지능형 진단
• 고장 진단 및 상태 진단 기능 내장
• 교정 (calibration) 이 되지 않음
• 배경값이 너무 높음
• 교정 검사 기술 내장
결과 저장
• 저장된 파일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oo 고유한 결과 파일 이름
oo 계측기 ID 또는 일련 번호
oo 샘플 추출 계획서의 이름
oo 최초 개봉일/시간 표시
oo 최종 편집일/시간 표시
oo 각각의 결과에 대한 날짜/시간 표시
oo 재시험을 포함한 모든 결과가 이 파일에 나타납니다
oo 각각의 결과에 대한 성공/주의/실패 상태
oo 사용자 이름
oo 제품 번호 또는 사용자 시험 기준 (입력한 경우)
oo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에 정의된 그 밖의 필드
• 비휘발성 데이터 메모리
• 건전지 내장 SRAM
• 3,500개 이상 결과 저장 가능
보안
• 모든 계측기에 고유한 소프트웨어 비밀번호화 ID 번호 지정
• 계측기 및 사용자 수준에서 비밀번호 보호

부속품
• 3M™ Clean‑Trace™ NG 발광측정기 도킹 스테이션
-- 이중 계측기 커넥터를 포함한 비지능형 계측기 꽂이
-- 사용자는 계측기 또는 도킹 스테이션에 케이블을 직접 꽂을
수 있습니다
-- 케이블의 플러그를 뽑지 않은 상태로 계측기를 휴대하면서
사용 가능
-- 탁상에 놓을 때 안정성을 높여줌.
-- 3M™ Clean‑Trace™ NG 발광측정기 도킹 스테이션은 책상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작동/관찰 각도에서 3M™ Clean‑Trace™ NGi
발광측정기를 고정합니다.
• 3M™ Clean‑Trace™ NG 발광측정기 휴대용 케이스
치수: 약 205mm x 85mm x 60mm (8.1 in x 3.3 in x 2.4 in)
무게: 400그램 (14온스)
온도
보관 온도: 4°C~40°C (39°F~104°F)
최적 작동 온도: 15°C~25°C (59°F~77°F)
온도 센서 내장
건전지: 리튬 이온 (Li‑Ion)
14.02 약정 및 협정
이 설명서 전반에 걸쳐 특정 항목 및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규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굵은 대문자

예: DATE FORMAT

메뉴 항목

굵은 소문자

예: Select

기능 버튼 중 하나를 이용한 키 누름

작은 따옴표

예: ‘월 (Month)’

메뉴 내 특정 항목

메뉴
RS232
샘플 추출 계획
자체 점검
USB

사용 가능한 일련의 기능들이 화면에 표시되며 여기서 각 기능은 커서 키 및 기능 버튼을
이용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와 연결하는 방법. 특정 케이블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샘플 추출 계획서는 성공/실패 수준이 3M™ Clean‑Trace™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전에
생성된 시험 지점들의 목록입니다.
자체 설정된 성능 한도 범위 내에서 계측기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
PC와 연결하는 방법. 특정 케이블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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