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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M년 Q월

본 문서는 pCfbu 장비를 구매한 고객들이 pCfbu 장비를 작동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K 본
문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본 문서 또는 본 문서의 어느 일부에 대한 복제도 엄격히 금지됩니다K 단I
pCfbu가 서면으로 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K
이 문서에서 설명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제공됩니다K 라이센스 계약에서 특별
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수단으로든 소프트웨어를 복사I 수정 또는 배포하는 것은 법률 위반
입니다K 또한I 라이센스 계약은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목적으로든 디스어셈블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거나 디컴파일하는 것을 금할 수 있습니다K 제품 보증은 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K
이 문서의 일부는 다른 제조업체 및L또는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을 참조할 수 있으며I 참조 내용에는 이
름이 상표로 등록되거나 해당 소유자의 상표로 기능하는 부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K 이러한 이용의 목
적은 pCfbu가 장비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당 제조업체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지정하는 것에만 국한
되며I 이는 타인이 이러한 제조업체 및L또는 제조업체의 제품 이름을 상표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및L또
는 허가를 의미하지 않으며 타인의 그러한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K
pCfbu 보증은 제품 판매 또는 허가 시점에 제공되는 명시적 보증에만 국한되며 pCfbu의 독자적 및 독
점적 진술I 보증 및 의무입니다K pCfbu는 법령이나 그 외의 법률 또는 거래 과정이나 거래의 관습으로
인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성 보증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 보증 등 기타 어떤 종류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K 이와 같은 모든 보증은
명확히 부인됩니다K 그리고 pCfbu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해를 포함해 구매자의 이용 또는 구매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책임 또는 불확정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K

연구 전용K 진단 절차에 사용하지 마십시오K
이하 언급된 상표 및L또는 등록 상표는 미국 및L또는 특정 기타 국가에서 AB pciex mteK itdK 또는 해당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K
AB pCfbu™는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K
©

OMOM ae qechK aevK mteK itdK

AB pciex mteK itdK
BlkPPI @MQ-MS M~rsiling fndustri~l bst~te oo~d P
toodl~nds Centr~l fndustri~l bst~teI ping~pore TPVORS

TM

Ionarive

O L S4

Turbo s Ion pource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목차
N 작동 주의 사항 및 제한 사항.................................................................................................................5
작업 예방책 및 위험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
화학물질 주의 사항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
시스템에 안전한 액체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T
실험실 조건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U
작동 조건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U
성능 사양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U
장비 사용 및 개조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V
O 이온 소스 개요....................................................................................................................................NM
이온화 모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
bpf 모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M
AmCf 모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N
이온 소스 구성품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O
프로브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P
®
qurbofonppr~y 프로브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P
AmCf 프로브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Q
가스 및 전기 연결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R
이온 소스 감지 회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R
소스 배기 시스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S
P 이온 소스 설치....................................................................................................................................NT
설치 준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T
프로브 설치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U
이온 소스 배관 연결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V
질량 분석계에 이온 소스 설치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NV
샘플 주입구 요건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M
누출 검사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N
4 이온 소스 최적화................................................................................................................................OO
샘플 소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O
방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O
유속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P
®
qurbofonppr~y 프로브 최적화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P
유속 및 이온 소스 온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Q
시스템 설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Q
시스템 준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Q
시작 조건 설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Q
®
qurbofonppr~y 프로브 위치 최적화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R
소스 및 가스 매개 변수 및 전압 최적화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T
터보 히터 온도 최적화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T
AmCf 프로브 최적화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U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TM

Ionarive

Turbo s Ion pource

P L S4

목차

시스템 설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V
시스템 준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V
시작 조건 설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OV
소스 및 가스 매개 변수 최적화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M
코로나 방전 바늘 위치 조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M
AmCf 프로브 위치 최적화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N
분무기 전류 최적화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O
AmCf 프로브 온도 최적화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P
최적화 팁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P
5 이온 소스 유지보수.............................................................................................................................P4
권장 유지보수 일정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R
qM
fonarive qurbo s 이온 소스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S
이온 소스 제거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T
이온 소스 표면을 청소합니다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U
프로브 청소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U
프로브 제거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V
전극 교체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PV
코로나 방전 바늘 교체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QN
샘플 배관 교체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QP
보관 및 취급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QP
S 이온 소스 문제 해결............................................................................................................................44
A 작동 원리 — 이온 소스......................................................................................................................4T
전자 분무 이온화 모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QT
AmCf 모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QU
AmCf 이온화 영역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N
B 소스 매개 변수 및 전압......................................................................................................................5P
®
qurbofonppr~y 프로브 매개 변수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P
AmCf 프로브 매개 변수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Q
매개 변수 설명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Q
프로브 위치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S
용매 구성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S
디클러스터링 전위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RT
C 기호 용어집........................................................................................................................................58
문의하기................................................................................................................................................SP
고객 교육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P
온라인 학습 센터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P
pCfbu 지원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P
사이버 보안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P
문서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SP

TM

Ionarive

4 L S4

Turbo s Ion pource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N

작동 주의 사항 및 제한 사항
참고: 시스템 작동 전 본 안내서의 모든 섹션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K

이 섹션에는 일반 안전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K 또한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과
관련 경고는 물론I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예방책도 설명합니다K
이 섹션 외에도I 기호 용어집을 참조하여 실험실 환경I 시스템 및 이 설명서에서 사용되는 기호
와 표기 규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K

작업 예방책 및 위험
질량 분석계에 대한 규정 및 안전 정보는 또는 시스템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K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이온 소스
와 함께 사용되는 독성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의 올바른 사용I 억제 및 배출에 대
한 지식이 없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온 소스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TM

경고! 고온 표면 위험. 유지보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Ionarive Turbo s 이
온 소스를 VM분 이상 식히십시오. 작동 중에 이온 소스와 진공 인터페이스는 작
동 중 일부 표면이 뜨거워집니다.
경고! 자상 위험I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이온 소스 창이 갈라지거나 깨진 경우 이온 소스 사용을 중단하고 pCIbu 현장
서비스 직원EcpbF에게 문의하십시오. 장비로 유입되는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은
소스 배기 출력 장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비의 배기가스를 실내에서 환기시
켜야 합니다. 규정된 실험실 안전 절차에 따라 날카로운 조각을 폐기하십시오.
경고! 독성 화학물질 위험. 피부 또는 눈에 위험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실험실
코트I 장갑I 보안경 등의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화학물이
유출된 경우 제품 안전 보건 자료의 특정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이온 소스 주변
의 유출물을 청소할 때는 시스템이 ptandby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와 흡수성 천을 사용하여 유출물을 닦은 다음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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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환경 위험. 시스템 구성품을 일반 폐기물로 폐기하지 마십시오. 구성품을
폐기할 때는 현지 규정을 따르십시오.

경고! 감전 위험. 작동 중 이온 소스에 적용되는 고전압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온 소스 근처의 샘플 배관이나 기타 장비를 조정하기 전에 시스템을 대기 모
드로 설정하십시오.

화학물질 주의 사항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청소나 유
지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지 판단하십시오. 사용자는
방사성 물질I 생물학적 작용제 또는 독성 화학물질을 시스템과 함께 사용한 경
우 청소 또는 유지보수 전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경고! 환경 위험. 시스템 구성품을 일반 폐기물로 폐기하지 마십시오. 구성품을
폐기할 때는 현지 규정을 따르십시오.

경고! 생물학적 위험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배출 배관을 질량 분석계와 소
스 배출 용기에 올바로 연결해 유출을 막으십시오.

• 서비스 및 정기 유지보수 전에 시스템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을 확인하십시오K 화학물질에 대
해 준수해야 할 보건 안전 주의 사항은 안전 보건 자료를 참조하십시오K pCfbu 안전 보건 자
료는 sciexKcomLtech-regul~tor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K
• 항상 무분말 장갑I 보안경 및 실험복을 비롯한 적정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K
참고: 니트릴 또는 네오프렌 장갑 권장K
• 통풍이 잘 되는 영역이나 흄후드에서 작업하십시오K
• 이소프로판올I 메탄올 및 기타 인화성 용매 등 인화성 물질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점
화원을 피하십시오K
•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폐기할 때는 항상 주의하십시오K 올바른 화학물 취급 및 폐기 절차
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K
• 청소 중에 화학물질과의 피부 접촉을 피하고 사용 후에는 손을 씻으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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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배출 호스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연결부가 설계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K
• 사용된 모든 액체를 수집하여 위험물질 폐기물로 처리합니다K
• 생물학적으로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의 보관I 취급 및 폐기에 대한
모든 현지 규정을 준수하십시오K

시스템에 안전한 액체
다음 액체는 시스템과 함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K
주의: 잠재적인 시스템 손상. pCIbu로부터 위험이 없다는 확인을 받을 때까지 다른 액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목록은 완전한 목록이 아닙니다.
참고: iC 이동상에는 새로 준비한 iC-Mp 등급 이상의 용매를 사용하십시오K
• 유기 용매
• iC-Mp 등급의 아세토니트릴I NMMB 이하
• iC-Mp 등급의 메탄올I NMMB 이하
• iC-Mp 등급의 이소프로판올I NMMB 이하
• iC-Mp 등급 이상의 물I NMMB 이하
• 테트라히드로푸란I NMMB 이하
• 톨루엔 및 기타 방향족 솔벤트I NMMB 이하
• 헥산I NMMB 이하
• 완충액
• 아세트산 암모늄I NB 미만
• 포름산 암모늄I NB 미만
• 인산염I NB 미만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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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및 염기
• 포름산I NB 미만
• 아세트산I NB 미만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EqcAFI NB 미만
• 헵타플루오로뷰티르산EecBAFI NB 미만
• 암모니아L수산화암모늄I NB 미만
• 인산I NB 미만
• 트리메틸아민I NB 미만
• 트리에틸아민I NB 미만

실험실 조건
작동 조건
이 시스템은 아래의 조건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K
• 실내
• 고도W 해발고도 최대 OIMMMmESIRSM피트F
• 주변 온도W R°CEQN°cF ~ QM°CENMQ°cF
• 상대 습도W OMB ~ UMBE비응축F
• 주 전원 공급 장치 전압 변동W 공칭 전압의 –NMB
• 과도 과전압W 과전압 카테고리 ff까지
• 주 전원 임시 과전압
• 오염도W 오염도 O

성능 사양
이 시스템은 아래의 조건에서 사양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K
• 주변 온도 NR°C ~ PM°CERV°c ~ US°cF
시간 흐름에 따라 온도는 시간당 O°C EPKS°cF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 변화 비율로 Q°C ETKO°cF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K 제한을 초과하는 주변 온도 변동으로 스펙트럼 내 질량 변화가 생
길 수 있습니다K
• 상대 습도 OMB ~ UMBI 비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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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 및 개조
경고! 감전 위험. 커버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커버를 분리하면 부상 또는 시스
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버는 정기 유지보수I 검사 또는 조정 시 분
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커버를 제거해야 하는 수리 작업은 pCIbu 현장 서비스
직원EcpbF에게 문의하십시오.
경고! 개인 부상 위험. pCIbu 권장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pCIbu에서 권장하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거나 용도에 알맞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
거나 시스템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질량 분석계에 대한 현장 계획 안내서에 권장된 환경 조건을 준수하는 실험실 내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K
시스템을 제조업체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식이나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장비에서 제공하는
보호 상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K
무단 시스템 개조 또는 작동으로 부상 및 장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
습니다K 권장 환경 조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조건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작동하거나 무
단으로 개조하여 작동하는 경우 잘못된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K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cpb에게 문의하십시오K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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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소스 개요
qM

fonarive qurbo s fon pource는 전자 분무 이온화EbpfF 또는 기압 화학 이온화EAmCfF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K
®

qurbofonppr~y 프로브는 bpf 모드 작동에 사용됩니다K AmCf 프로브는 AmCf 모드 작동에 사
용됩니다K
qM

fonarive qurbo s fon pource는 특히 고유속에서 더 많은 열을 제공하고 탈용매화 및 이온화
를 향상시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K 이온화 향상I "스윗 스폿" 확대 및 성능 가변성 감소를 위해
히터 직경이 증가되었습니다K
이온 소스 관련 적용 분야에는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방법 개발이 포함됩니다K
설치 절차는 다음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K
®

• qripleqlc iC-MpLMp pystems
®

qM

• nqoAm 및 pCfbu qriple nu~d
qM

• pCfbu qriple nu~d

iC-MpLMp pystems

SRMMH iC-MpLMp pystems

본 안내서에서 질량 분석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어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K 제어 소프
트웨어는 사용하는 질량 분석계에 따라 달라집니다K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K
표 O-N 질량 분석계 및 획득 소프트웨어
질량 분석계

소프트웨어
qM

pCfbu qriple nu~d

iC-MpLMp pystems

®

®

An~lyst poftw~re
®

nqoAm pystems

An~lyst poftw~re

®

qripleqlc iC-MpLMp pystems
qM

pCfbu qriple nu~d

SRMMH iC-MpLMp pystems

®

An~lyst qc poftw~re
®

An~lyst poftw~re 또는 pCfbu lp

이온화 모드
bpI 모드
bpf는 바늘을 통해 흐르는 샘플 폐수에 높은 전압을 적용해 분석 물질의 가스상 이온을 생성합
니다K bpf는 가열된 가스 유량의 도움으로 약물이나 농약과 같은 저분자 화합물과 펩타이드I 단
백질I 바이오폴리머와 같은 고분자 화합물을 비롯한 다양한 화합물에 적합하도록 비교적 온화
한 조건에서 단일 대전 이온 및 다중 대전 이온을 생성합니다K 이온의 감도는 분석 물질의 화학
적 속성I 가스 유속I 온도I 전압 및 이동상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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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f 기술은 매우 순하여 펩타이드I 단백질I 그리고 열에 민감한 약물 등 불안정한 화합물과 함
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K RµiLmin ~ PIMMMµiLmin의 유속으로 작동하며 수분을 NMMB 기화시켜
NMMB 유기 용매로 만듭니다K
전자 분무 이온화 모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AmCI 모드
AmCf 모드는 다음 용도로 적합합니다K
• 용액에서 이온을 잘 형성하지 못하는 화합물의 이온화K 이러한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비극성
화합물입니다K
• iC-MpLMp 실험용 단순 AmCf 스펙트럼 생성K
• 복합 샘플 및 오염된 샘플에 대한 고처리 용량 분석K 이 프로브는 이온 억제 효과에 덜 민감
합니다K
• iC 컬럼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유량 주입에 의한 신속한 샘플 유입K
AmCf 기술은 열 분해를 최소화하면서 휘발성 및 불안정한 화합물을 기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K 액적 및 흡기된 분석 물질의 급속한 탈용매화 및 기화는 열 분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방전 바늘에 의한 이온화를 위해 분자 정체성을 유지합니다K 완충액은 심각한 오염 없이 이온
소스에서 쉽게 허용되며 분사된 폐수의 플래시 기화로 NMMB 이하의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K
프로브는 와이드 보어 컬럼을 통해 OMMµiLmin ~ PIMMMµiLmin의 유속으로 유출 없이 전체 폐수
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K
AmCf 모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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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소스 구성품
그림 O-N 이온 소스 구성품

항목
N

샘플 배관

O

전극 조정 너트

P

고정 링

Q

프로브 타워

R

코로나 방전 바늘 조정 나사

S

이온 소스 감도 조정을 위해 가로 축에 프로브를 배치하는 데 사용되는 마
이크로미터

T

윈도우 포트

U

이온 소스를 질량 분석계에 고정하는 두 개 소스 래치 중 하나

TM

Ionarive

NO L S4

설명

Turbo s Ion pource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이온 소스 개요

항목

설명

V

접지 유니언I 이온 소스 커버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음

NM

이온 소스 감도 조정을 위해 세로 축에 프로브를 배치하는 데 사용되는 마
이크로미터

프로브
®

qurbofonppr~y 및 AmCf 프로브는 다양한 샘플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K 샘플의 화합물에 가
장 적합한 프로브와 방법을 선택하십시오K
표 O-O 이온 소스 사양
®

사양

TurboIonppray 프로브

AmCI 프로브

온도 범위

액체 유량에 따라I 대기 온도 ~ 액체 유량에 따라I 대기 온도 ~
TRM°C
TRM°C

액체 주입구

RµiLmin ~ PIMMMµiLmin

가스 NL가스 O

질량 분석계에 대한 현장 계획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K

OMMµiLmin ~ PIMMMµiLmin

질량 분석계의 소프트웨어는 설치된 프로브를 식별하고 해당 사용자 제어를 가능하게 합니다K
이온 소스를 사용하여 획득한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사용된 프로브를 나타내는
®
약어로 식별됩니다Equrbofonppr~y 프로브는 qfpI AmCf 프로브는 ekFK
®

TurboIonppray 프로브
®

qurbofonppr~y 프로브는 외경EoKdKF이 MKMNO인치인 스테인리스 스틸 배관으로 구성됩니다K
®
양 쪽에 QR도 각도로 배치된 두 개의 터보 히터와 함께 중심에 위치합니다K qurbofonppr~y 프
®
®
로브를 통해 주입된 샘플은 고전압EIonppray soltageI An~lyst LAn~lyst qc poftw~re 또는
ppray voltageI pCfbu lpF을 적용하여 배관 내에서 이온화됩니다K 고온의 건조한 초순도
Erltr~eigh murityW remF 질소 가스 분출에 의해 분무되어 고대전 미세 액적 연무를 생성합니다K
qM
터보 분사기에서 나오는 fonppr~y pource 폐수와 가열된 건조 가스의 결합물이 이온 경로에
대해 VM도 각도로 분출됩니다K 작동 원리 — 이온 소스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경고! 자상 위험. 전극을 다룰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극 팁은 매우 날카롭습니
다.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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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O-O TurboIonppray 프로브 부품

항목

설명

N

전극 팁 확장을 조정하는 전극 조정 너트E검은색 칼라F

O

프로브를 이온 소스 하우징의 프로브 타워에 고정하는 고정 링

P

샘플을 이온 소스의 샘플 주입구에 분사하는 전극 팁

AmCI 프로브
AmCf 프로브는 내경EiKdKF이 NMMµmEMKMMQ인치F인 스테인리스 스틸 배관과 이를 에워싸는 분무
기 가스E가스 NF 유량으로 구성됩니다K 액체 샘플 스트림은 분무기를 통해 분출되는데I 이 때
히터를 포함하는 세라믹 튜브에서 분무됩니다K 세라믹 튜브의 내벽은 NMM°C ~ TRM°C의 온도
범위에서 유지되며 히터에 내장된 센서에 의해 모니터링됩니다K
분무기 가스가 전극 팁 주변에서 고속으로 분사되어 샘플을 미립자 연무로 확산시킵니다K 세라
믹 기화 히터를 통해 이온 소스의 반응 영역으로 이동하고 나서 코로나 방전 바늘을 통과합니
다K 코로나 방전 바늘에서 샘플 분자는 이온 소스 하우징을 통과할 때 이온화됩니다K 작동 원리
— 이온 소스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경고! 자상 위험. 전극을 다룰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극 팁은 매우 날카롭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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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O-P AmCI 프로브의 부품

항목

설명

N

전극 팁 확장을 조정하는 전극 조정 너트E검은색 칼라F

O

프로브를 프로브 타워에 고정하는 고정 링

P

샘플을 이온 소스의 샘플 주입구에 분사하는 전극 팁

가스 및 전기 연결
가스 및 고L저전압 전기 연결은 진공 인터페이스의 전면 플레이트에서 제공되며 이온 소스 하
우징을 통해 내부적으로 연결됩니다K 이온 소스가 질량 분석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모든 전
기 및 가스 연결이 완료된 것입니다K

이온 소스 감지 회로
이온 소스 감지 회로는 다음의 경우 질량 분석계와 소스 배출 시스템에 대한 고전압 전원 공급
장치를 비활성화합니다K
• 이온 소스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잘못 설치한 경우
• 프로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질량 분석계에서 가스 오류가 감지된 경우
• 터보 히터 하나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이온 소스가 과열된 경우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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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배기 시스템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소스 배기
시스템을 연결 및 작동시켜 실험실 환경에서 샘플 증기 배기가 안전하게 제거
되도록 하십시오. 장비의 배기 가스는 일반 건물 배기관으로 배출되어야 하며
실험실의 작업 공간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스 배기 시스템에 대한 요
구사항은 현장 계획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소스 배기
시스템에 전용 실험실 흄후드 또는 외부 환기 시스템으로 통하는 환기구를 만
들어 위험 증기가 실험실 환경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질량 분석
계에서 iC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소스 배출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 경
우I 소스 배출 시스템 기능이 복구될 때까지 iC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경고! 화재 위험. PmiLmin 이상의 가연성 용매를 이온 소스에 직접 공급하지 마십시
오. 최대 유량을 초과하면 용매가 이온 소스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온 소스와 프로브
가 올바로 설치될 때 소스 배기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작동할 경우 이온 소스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장비 배기 가스가 방에 유입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배기 배관이 단단하게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K
이온 소스에서는 샘플과 용매 증기가 양쪽 모두 생성됩니다K 이러한 증기는 실험실 환경의 잠
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K 소스 배출 시스템은 샘플 및 용매 증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적절하
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K 이온 소스를 설치한 경우 소스 배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질량 분석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K
소스 배기 감지 회로에 설치된 진공 스위치는 소스의 진공량을 측정합니다K 프로브가 설치된
상태에서 소스의 진공량이 설정점보다 높아지면 시스템이 배출 오류E준비되지 않음F 상태로 전
환됩니다K
활성 배출 시스템은 화학적 노이즈 발생 없이 배출 포트를 통해 이온 소스 배출물E가스I 용매I
샘플 증기 포함F을 제거합니다K 배출 포트는 배출 챔버와 소스 배출 펌프를 통해 배출 용기로 연
결되고I 이곳에서 고객 제공 배출 환기 시스템까지 연결됩니다K 소스 배출 시스템 환기 요구 사
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장 계획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K
참고: 배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배출 라인에 손상이 없고 내부에서 누출되지 않는
지 확인하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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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소스 설치

경고! 감전 위험. 이 절차의 마지막에 질량 분석계에 이온 소스를 설치하십시오.
이온 소스가 설치되면 고전압이 흐릅니다.
주의: 잠재적인 시스템 손상. 한 손으로 이온 소스를 들거나 운반하지 마십시오. 이온 소스는
양손으로 각 면을 잡고 들거나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온 소스는 진공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며 두 소스 래치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됩니다K 이온 소
스의 내부는 이온 소스의 측면과 앞면에 있는 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K
이온 소스가 설치되면 소프트웨어에서 이온 소스를 인식하여 이온 소스 fa를 표시합니다K
준비물
• 이온 소스
®

• qurbofonppr~y 프로브
• E선택 사항F AmCf 프로브
• 빨간색 mbbh 튜브EMKMMR인치 구경F

설치 준비
경고! 자상 위험. 전극을 다룰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극 팁은 매우 날카롭습니
다.
팁! 빈 패키지를 버리지 마십시오K 사용하지 않는 이온 소스를 보관할 때 이 패키지를 사용하
십시오K
•

프로브의 전극 조정 너트를 조정하여 전극 튜브 내부의 전극 팁을 이동합니다K 그림 O-O 및
그림 O-P의 항목 N을 참조하십시오K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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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과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전극 팁을 프로브 끝지점에서 MKRmm ~ NKMmm 정도
®
연장해야 합니다K qurbofonppr~y 프로브 위치 최적화 또는 AmCf 프로브 위치 최적화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K

프로브 설치
경고! 감전 위험. 진행하기 전에 이온 소스가 질량 분석계에서 완전히 분리되도
록 하십시오.

경고! 자상 위험. 전극을 다룰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극 팁은 매우 날카롭습니
다.
주의: 잠재적인 시스템 손상. 프로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돌출된 전극 팁이나 코로나 방전
바늘이 이온 소스 하우징의 어떤 부분에도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주의: 잠재적인 시스템 손상. TurboIonppray 프로브를 사용 중인 경우 코로나 방전 바늘 팁
이 구경으로부터 먼 쪽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선행 조건
• 이온 소스 제거
프로브는 이온 소스에 미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K 프로브를 교환하기 전에 항상 질량 분석
계에서 이온 소스를 제거하십시오K
참고: 프로브를 이온 소스에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질량 분석계와 소스 배출 시스템용
고전압 전력이 꺼집니다K
NK 코로나 방전 바늘 팁이 커튼 플레이트 구경에서 먼 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K 코로
나 방전 바늘 위치 조정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OK 프로브를 타워에 삽입합니다K 프로브의 구멍과 이온 소스 상부의 코로나 방전 바늘 조정 나
사를 맞춥니다K 이온 소스 구성품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PK 접촉부가 타워와 맞물리도록 프로브를 살짝 아래로 누릅니다K
QK 프로브 위에 있는 고정 링을 돌리고 아래로 눌러서 프로브의 나사산과 타워의 나사산을 맞
물린 다음I 조여질 때까지 손으로 조입니다K
RK AmCf 프로브에 한하여I 코로나 방전 바늘 팁이 커튼 플레이트 구경 쪽을 향하는지 확인하
십시오K 코로나 방전 바늘 위치 조정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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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소스 배관 연결
경고! 감전 위험. 접지 유니언 연결을 우회하지 마십시오. 접지 유니언은 질량
분석계와 샘플 삽입 장치 사이에 접지를 제공합니다.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누출이 발
생하지 않도록 이 장비를 작동하기 전에 샘플 배관의 너트가 올바르게 조여졌
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온 소스 구성품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NK 빨간색 mbbh 배관을 PMcm 정도 샘플 배관 너트에 삽입합니다K
OK 샘플 배관 너트를 프로브 상부의 포트 안에 끼운 다음 샘플 배관 너트가 완전히 조여질 때까
지 손으로 조입니다K
PK 튜브의 다른 한 쪽 끝을 이온 소스의 접지 유니언에 연결합니다K

질량 분석계에 이온 소스 설치
경고! 감전 위험. 질량 분석계에 이온 소스를 설치하기 전에 이온 소스에 프로
브를 설치하십시오.

경고! 핀치 위험. 이온 소스를 설치할 때I 이온 소스와 진공 인터페이스 사이에 손가락
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의: 잠재적인 시스템 손상. 프로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돌출된 전극 팁이나 코로나 방전
바늘이 이온 소스 하우징의 어떤 부분에도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고: 프로브를 이온 소스에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은 경우 질량 분석계와 소스 배출 시스템용
고전압 전력이 꺼집니다K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TM

Ionarive

Turbo s Ion pource

NV L S4

이온 소스 설치

선행 조건
• 모든 l-링이 진공 인터페이스에 있는지 확인합니다K
그림 P-N 진공 인터페이스의 l-링

항목

설명

N

커튼 플레이트

O

l-링

NK 이온 소스의 한 쪽에 있는 이온 소스 래치가 위쪽 NO시 방향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K 이
온 소스 구성품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OK 이온 소스를 진공 인터페이스와 맞춰서 이온 소스의 가이드 핀이 진공 인터페이스의 소켓
과 맞춰지도록 합니다K
PK 진공 인터페이스에 대고 이온 소스를 살짝 누른 다음 이온 소스 래치를 아래로 돌려서 이온
소스를 제자리에 잠급니다K
질량 분석계는 이온 소스를 인식한 후 소프트웨어에 이온 소스 fa를 표시합니다K
QK 샘플 공급 장치에서 이온 소스의 접지 유니언 반대편까지 빨간색 mbbh 배관을 연결합니다K

샘플 주입구 요건
• 적절한 분석 절차 및 관행을 사용하여 외부 불용체적을 최소화하십시오K 샘플 주입구는 액
체 샘플을 손실 없이 최소 불용체적으로 이온 소스 입구로 이동시킵니다K
• 샘플을 사전 필터링하여 샘플 주입구의 모세 배관이 입자I 침전된 샘플 또는 소금에 의해 막
히지 않도록 하십시오K
• 누출을 막기에 충분하도록 모든 연결부를 조이십시오K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K

TM

Ionarive

OM L S4

Turbo s Ion pource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이온 소스 설치

누출 검사
경고! 독성 화학물질 위험. 피부 또는 눈에 위험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실험실
코트I 장갑I 보안경 등의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

부품 및 배관을 검사하여 누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K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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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이온 소스
와 함께 사용되는 독성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의 올바른 사용I 억제 및 배출에 대
한 지식이 없고 이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온 소스를 사용하지 마
십시오.

경고! 화재 위험. PmiLmin 이상의 가연성 용매를 이온 소스에 직접 공급하지 마십시
오. 최대 유량을 초과하면 용매가 이온 소스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온 소스와 프로브
가 올바로 설치될 때 소스 배기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작동할 경우 이온 소스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자상 위험I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이온 소스 창이 갈라지거나 깨진 경우 이온 소스 사용을 중단하고 pCIbu 현장
서비스 직원EcpbF에게 문의하십시오. 장비로 유입되는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은
소스 배기 출력 장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비의 배기가스를 실내에서 환기시
켜야 합니다. 규정된 실험실 안전 절차에 따라 날카로운 조각을 폐기하십시오.
분석 물질I 유속 또는 이동상 구성이 변경될 때마다 이온 소스를 최적화하십시오K
이온 소스 종속 매개 변수를 최적화할 때I 샘플 삽입 방법으로 흐름 주입 분석EcfAF 또는 q-주입
샘플 분석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샘플 분석 시 사용될 유속으로 샘플을 삽입합니다K 이온 소스 종
속형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기 전에 이온 소스의 위치를 최적화하십시오K
소스의 성능에 여러 매개 변수가 영향을 미칩니다K 알려진 화합물을 주입하고 알려진 이온의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동안 성능을 최적화하십시오K 마이크로미터I 가스 및 전압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신호 대 노이즈 비율과 신호 안정성을 최대화하십시오K
®

qurbofonppr~y 프로브 최적화 또는 AmCf 프로브 최적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샘플 소개
방법
액체 샘플 스트림이 iC 펌프나 주사기 펌프에 의해 이온 소스로 전달됩니다K iC 펌프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 샘플을 루프 인젝터 또는 자동 샘플러를 사용하여 개별 컬럼을 통해 또는 유량
주입 분석EcfAFL티자형 주입기 또는 주사기 펌프를 사용하여 이동상에 직접 주입할 수 있습니
다K 주사기 펌프에 의해 유입되는 경우 샘플이 이온 소스에 직접 주입됩니다K 주입 최적화는 이
온 경로 최적화 및 MpLMp 단편 선택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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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속
®

샘플 유속은 iC 시스템 또는 주사기 펌프에 따라 결정됩니다K qurbofonppr~y 프로브는 RµiLmin
~ PIMMMµiLmin의 유속을 지원합니다K AmCf 프로브는 OMMµiLmin ~ PIMMMµiLmin의 유속을 지원
합니다K
®

TurboIonppray 프로브 최적화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소스 배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작동되며 전체적인 실험실 환기 수준이 양호하도록 하
십시오. 용매 및 샘플의 배출을 제어하고 질량 분석계를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적절한 실험실 환기가 필요합니다.

경고! 화재 위험. PmiLmin 이상의 가연성 용매를 이온 소스에 직접 공급하지 마십시
오. 최대 유량을 초과하면 용매가 이온 소스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온 소스와 프로브
가 올바로 설치될 때 소스 배기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작동할 경우 이온 소스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위험 증기
가 소스에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극이 프로브 팁 밖으로 돌출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전극이 프로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잠재적인 시스템 손상. 질량 분석계에 연결된 iC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되
지 않는 경우 질량 분석계를 작동 중에 무인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질량 분석계가 ptandby
모드로 전환될 때 iC 시스템의 액체 스트림으로 인해 이온 소스가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시스템을 청결하고 및 최적의 성능으로 유지하려면 유속을 변경할 때 프로브 위치를 조
정하십시오K
팁! 흐름 주입 분석이 컬럼 주입보다 신호 및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최적화하기가 더 쉽습니
다K
®

®

참고: fonppr~y solt~ge EAn~lyst poftw~reFI fonppr~y solt~ge clo~ting EAn~lyst qc poftw~reFI
또는 ppr~y solt~ge EpCfbu lpF가 너무 높은 경우 코로나 방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K 이는
프로브 팁에서 파란색 빛으로 보입니다K 코로나 방전은 신호의 감도와 안정성의 감소를 야기
합니다K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TM

Ionarive

Turbo s Ion pource

OP L S4

이온 소스 최적화

유속 및 이온 소스 온도
®

샘플 주입 유속과 샘플 용매 구성이 최적의 qurbofonppr~y 프로브 온도에 영향을 줍니다K 유
속이 높거나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최적 온도가 높아야 합니다K
®

qurbofonppr~y 프로브는 RµiLmin ~ NIMMMµiLmin의 샘플 유속으로 자주 사용됩니다K 열은 증
발 속도를 높여서 이온화 효율과 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K 유기 함량이 높은 용매의
유속이 매우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온도 상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K 소스 매개 변수 및 전압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K

시스템 설정
NK 필요한 유속으로 이동상을 제공하도록 iC 펌프를 구성합니다K 소스 매개 변수 및 전압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K
OK 이온 소스의 접지 유니언을 iC 펌프 또는 루프가 장착된 인젝터를 통해 자동 샘플러에 연결
합니다K
PK 자동 샘플러를 사용할 경우 주입을 여러 번 수행하도록 자동 샘플러를 구성합니다K

시스템 준비
NK 제어 소프트웨어를 엽니다K
OK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합니다K
®

®

• EAn~lyst LAn~lyst qc poftw~reF k~vig~tion b~r의 Tune and Calibrate 모드에서 Manual
Tuning을 두 번 클릭합니다K
• EpCfbu lpF Mp Method 작업 영역을 엽니다K
PK 이전에 최적화된 방법을 열거나 화합물에 기초하여 방법을 생성합니다K
QK 이온 소스를 충분히 식혔으면 다음을 수행합니다K
~K Temperature를 45M으로 설정합니다K
bK 최대 PM분까지 이온 소스를 예열합니다K
PM분 예열 단계는 솔벤트 증기가 저온 프로브에서 응축되지 않도록 합니다K
RK 용매를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샘플 주입을 시작합니다K

시작 조건 설정
®

®

NK EAn~lyst LAn~lyst qc poftw~reF qune Method bditor에서 올바른 pcan Type 및 적합한 화
합물 매개 변수를 선택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K
OK 이온 소스 가스 N의 시작 값을 입력하십시오K
iC 펌프의 경우 이온 소스 가스 N에 대해 QM에서 SM 사이의 값을 사용하십시오K

TM

Ionarive

O4 L S4

Turbo s Ion pource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이온 소스 최적화

PK 이온 소스 가스 O의 시작 값을 입력하십시오K
iC 펌프의 경우 이온 소스 가스 O에 대해 PM에서 RM 사이의 값을 사용하십시오K
참고: 일반적으로 iC 시스템에서는 이온 소스 가스 O가 더 높은 유속과 더 높은 온도로 사
용됩니다K
QK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합니다K
®

®

• EAn~lyst LAn~lyst qc poftw~reF Ionppray soltage EIpF 또는 Ionppray soltage cloating
EIpscF 필드에 질량 분석계에 적합한 값을 입력합니다K
표 4-N 매개 변수 값
질량 분석계

시작 값

SRMM 및 SRMMH 시스템

QRMM

®

qripleqlc SSMMLSSMMH 시스템

RRMM

• EpCfbu lpF ppray soltage 필드에 45MM을 입력합니다K
RK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합니다K
®

®

qM

• EAn~lyst LAn~lyst qc poftw~reF Curt~in d~s
기에 적합한 값을 입력합니다K

fnterf~ce의 가스 유속에 대해 질량 분석

표 4-O 매개 변수 값
질량 분석계

시작 값

SRMM 및 SRMMH 시스템

PM

®

qripleqlc SSMMLSSMMH 시스템
qM

• EpCfbu lpF Curt~in d~s

OM ~ ORI 유속에 따라 다름

fnterf~ce의 가스 유속에 PM을 입력합니다K

SK Cb 필드에 45를 입력합니다K
TK 획득을 시작합니다K
®

TurboIonppray 프로브 위치 최적화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위험 증기
가 소스에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극이 프로브 팁 밖으로 돌출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전극이 프로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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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자상 위험. 전극을 다룰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극 팁은 매우 날카롭습니
다.
프로브가 최적화된 후에는 간단한 조정만 필요합니다K 프로브를 제거했거나 분석 물질I 유속
또는 용매 조성이 변경되면 최적화 절차를 반복하십시오K
이온 소스 구성품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NK 이온 소스의 창을 살펴보면서 프로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K
OK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분석 물질의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모니터링합니다K
PK 수평 마이크로미터를 통해 소량씩 증가시켜가며 프로브 위치를 조정하여 최적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실현합니다K
프로브를 구경의 한 쪽으로 조금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K
qM

팁! 구경 오염을 방지하고I 불안정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Curt~in d~s 인터페이스의
®
가스 흐름 천공을 방지하고I 액체로 인한 전기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qurbofonppr~y 프
로브의 액체 분무가 구경에서 멀어지도록 수평 마이크로미터 설정을 조정하십시오K
QK 수직 마이크로미터를 통해 소량씩 증가시켜가며 프로브 위치를 조정하여 최적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실현합니다K
참고: 프로브의 수직 위치는 유속에 따라 달라집니다K 낮은 유속에서는 프로브가 구경과
더 가까워야 합니다K 높은 유속에서는 프로브가 구경과 더 멀어져야 합니다K
RK 프로브의 검은색 전극 조정 너트를 조정하여 전극 튜브를 프로브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이
동합니다E돌출부 조정FK
참고: 전극 팁을 프로브 끝지점에서 MKRmm ~ NKMmm 정도 돌출시켜야 합니다K
전극 팁에 대한 최적의 설정은 화합물에 따라 달라집니다K 전극 팁 돌출 거리는 분사 원뿔
모양에 영향을 주며I 분사 원뿔 모양은 질량 분석계 감도에 영향을 줍니다K
그림 4-N 전극 팁 확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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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N

프로브

O

전극

소스 및 가스 매개 변수 및 전압 최적화
최상의 신호 안정성과 감도를 얻기 위해 이온 소스 가스 NE분무기 가스F을 최적화합니다K 이온
소스 가스 O는 용매 증발에 도움을 주어 샘플 이온화를 향상시킵니다K
®

온도가 너무 높으면 qurbofonppr~y 프로브 팁에서 용매가 조기에 기화되어 특히 프로브가 너
무 멀리 돌출한 경우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화학적 배경 노이즈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K 마찬가
지로I 히터 가스 유량이 높아도 노이즈가 심하거나 불안정한 신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K
®

신호가 손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최저 fonppr~y solt~geEAn~lyst poftw~reFI fonppr~y
®
solt~ge clo~tingEAn~lyst qc poftw~reF 또는 ppr~y solt~geEpCfbu lpF를 사용하십시오K 신호
만이 아니라 신호 대 노이즈에 중점을 두십시오K fonppr~y solt~geI fonppr~y solt~ge clo~ting
또는 ppr~y solt~ge가 너무 높으면 코로나 방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K 이 방전 현상은
®
qurbofonppr~y 프로브의 팁에서 파란색 불빛으로 나타납니다K 이 현상으로 인해 이온 신호의
감도와 안정성이 감소됩니다K
NK 이온 소스 가스 N과 이온 소스 가스 O를 R씩 증가시켜 최상의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
율을 실현하십시오K
참고: 일반적으로 iC 시스템에서는 이온 소스 가스 O가 더 높은 유속과 더 높은 온도로 사
용됩니다K
qM

OK 신호가 감소되기 시작할 때까지 Curt~in d~s

fnterf~ce의 가스 유속을 높이십시오K

qM

참고: 오염을 방지하려면 Curt~in d~s fnterf~ce용 가스 유속은 감도를 희생시키지 않으
면서 설정 가능한 최고값을 사용하십시오K 유속을 OM 미만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K 이는
qM
노이즈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Curt~in d~s fnterf~ce용 가스 흐름의 침투를 예방하고I
구경 오염을 방지하며I 전체적인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증가시킵니다K
PK Ionppray soltageI Ionppray soltage cloatingI 또는 ppray soltage를 RMMs씩 증가시켜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최대화하십시오K

터보 히터 온도 최적화
최적의 히터 온도는 화합물I 유속I 이동상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K 유속이 높고 수분 함량이 높
을수록I 최적화 온도가 높아집니다K
소스 온도를 최적화할 때 이온 소스가 새 온도 설정으로 평형화되는지 확인하십시오K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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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

참고: 소스에는 두 가지 크기의 히터가 있으므로 qurbo s fon pource용으로 최적화된 온도
qM
가 fonarive qurbo s fon pource에는 최적의 온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K 최적의 감도와 안정
qM
성을 위해 qurbo s fon pource용으로 개발된 모든 방법의 온도를 재차 최적화할 것을 권장
qM
qM
합니다K fonarive qurbo s fon pource의 온도는 qurbo s fon pource의 온도보다 낮은 경
우가 많습니다K
•

Temperature 값을 RM°C ~ NMM°C 단위로 조정하여 최상의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
을 실현하십시오K

AmCI 프로브 최적화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소스 배기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작동되며 전체적인 실험실 환기 수준이 양호하도록 하
십시오. 용매 및 샘플의 배출을 제어하고 질량 분석계를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적절한 실험실 환기가 필요합니다.

경고! 화재 위험. PmiLmin 이상의 가연성 용매를 이온 소스에 직접 공급하지 마십시
오. 최대 유량을 초과하면 용매가 이온 소스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온 소스와 프로브
가 올바로 설치될 때 소스 배기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작동할 경우 이온 소스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위험 증기
가 소스에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극이 프로브 팁 밖으로 돌출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전극이 프로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잠재적인 시스템 손상. 질량 분석계에 연결된 iC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어되
지 않는 경우 질량 분석계를 작동 중에 무인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질량 분석계가 ptandby
모드로 전환될 때 iC 시스템의 액체 스트림으로 인해 이온 소스가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AmCf 프로브에서 지원하는 최소 유속은 OMMµiLmin입니다K 사용 가능 AmCf 프로브 매
개 변수에 대한 전체 목록은 AmCf 프로브 매개 변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팁! 흐름 주입 분석이 컬럼 주입보다 신호 및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최적화하기가 더 쉽습니
다K
참고: AmCf 프로브를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 방전 바늘이 구경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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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NK 필요한 유속으로 이동상을 제공하도록 iC 펌프를 구성합니다K 소스 매개 변수 및 전압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K
OK 이온 소스의 접지 유니언을 iC 펌프 또는 루프가 장착된 인젝터를 통해 자동 샘플러에 연결
합니다K
PK 자동 샘플러를 사용할 경우 주입을 여러 번 수행하도록 자동 샘플러를 구성합니다K

시스템 준비
NK 제어 소프트웨어를 엽니다K
OK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합니다K
®

®

• EAn~lyst LAn~lyst qc poftw~reF k~vig~tion b~r의 Tune and Calibrate 모드에서 Manual
Tuning을 두 번 클릭합니다K
• EpCfbu lpF Mp Method 작업 영역을 엽니다K
PK 이전에 최적화된 방법을 열거나 화합물에 기초하여 방법을 생성합니다K
QK 이온 소스를 충분히 식혔으면 다음을 수행합니다K
~K Temperature를 45M으로 설정합니다K
bK 최대 PM분까지 이온 소스를 예열합니다K
PM분 예열 단계는 솔벤트 증기가 저온 프로브에서 응축되지 않도록 합니다K
RK 용매를 흘려보내기 시작하고 샘플 주입을 시작합니다K

시작 조건 설정
®

®

NK EAn~lyst LAn~lyst qc poftw~reF qune Method bditor에서 올바른 pcan Type 및 적합한 화
합물 매개 변수를 선택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K
OK 이온 소스 가스 N에 PM을 입력합니다K
PK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합니다K
®

®

qM

• EAn~lyst LAn~lyst qc poftw~reF Curt~in d~s
기에 적합한 값을 입력합니다K

fnterf~ce의 가스 유속에 대해 질량 분석

표 4-P 매개 변수 값
질량 분석계

시작 값

SRMM 및 SRMMH 시스템

PM

®

qripleqlc SSMMLSSMMH 시스템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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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

• EpCfbu lpF Curt~in d~s

fnterf~ce의 가스 유속에 PM을 입력합니다K

QK Nebulizer Current 필드에 N을 입력합니다K
®

®

RK EAn~lyst LAn~lyst qc poftw~reF Compound 탭에서 aeclustering motential 필드에 NMM을
입력합니다K
SK Cb 필드에 45를 입력합니다K
TK 획득을 시작합니다K

소스 및 가스 매개 변수 최적화
NK 이온 소스 가스 N을 R씩 증가시켜 최상의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실현하십시오K
qM

OK 신호가 감소되기 시작할 때까지 Curt~in d~s

fnterf~ce의 가스 유속을 높이십시오K

qM

참고: 오염을 방지하려면 Curt~in d~s fnterf~ce용 가스 유속은 감도를 희생시키지 않으
면서 설정 가능한 최고값을 사용하십시오K 유속을 OM 미만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K 이는
qM
노이즈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Curt~in d~s fnterf~ce용 가스 흐름의 침투를 예방하고I
구경 오염을 방지하며I 전체적인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증가시킵니다K

코로나 방전 바늘 위치 조정
경고! 감전 위험. 이 절차에 따라 코로나 방전 바늘I 커튼 플레이트I 터보 히터에
적용되는 고전압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준비물
• 절연된 평날 스크루 드라이버
®

AmCf 프로브를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 방전 바늘이 구경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K qurbofonppr~y
프로브를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 방전 바늘이 구경에서 먼 쪽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K
NK 절연된 평날E일자F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바늘 위에 있는 코로나 방전 바늘 조정 나
사를 돌립니다K
OK 유리 창으로 보면서 바늘이 구경에 닿는 팁과 맞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K

TM

Ionarive

PM L S4

Turbo s Ion pource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이온 소스 최적화

AmCI 프로브 위치 최적화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위험 증기
가 소스에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극이 프로브 팁 밖으로 돌출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전극이 프로브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경고! 자상 위험. 전극을 다룰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극 팁은 매우 날카롭습니
다.
커튼 플레이트 구경에는 항상 용매나 용매 액적이 없어야 합니다K
분무기 노즐의 위치는 감도 및 신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K 프로브 위치를 조금씩만 증가
시키며 조정하십시오K 낮은 유속에서는 프로브를 구경에 더 가깝게 이동하십시오K 높은 유속에
서는 프로브를 구경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하십시오K 프로브가 최적화된 후에는 간단한 조정만
필요합니다K 프로브를 제거했거나 분석 물질I 유속 또는 용매 조성이 변경되면 최적화 절차를
반복하십시오K
그림 4-O 분무기 노즐 위치

항목

설명

N

코로나 방전 바늘

O

커튼 플레이트

P

AmCf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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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시작 위치로 이전 수평 및 수직 마이크로미터 설정을 사용하거나 R로 설정합니다K
참고: 질량 분석계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려면 구경에 직접 분사하지 마십시오K
OK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분석 물질의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모니터링합니다K
PK 수평 마이크로미터를 통해 소량씩 증가시켜가며 프로브를 조정하여 최적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실현합니다K
QK 수직 마이크로미터를 통해 소량씩 증가시켜가며 프로브를 조정하여 최적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실현합니다K
RK 프로브의 검은색 전극 조정 너트를 조정하여 전극 튜브를 프로브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이
동합니다E돌출부 조정FK
참고: 전극 팁을 프로브 끝지점에서 MKRmm ~ NKMmm 정도 돌출시켜야 합니다K
전극 팁에 대한 최적의 설정은 화합물에 따라 달라집니다K 전극 팁 돌출 거리는 분사 원뿔
모양에 영향을 주며I 분사 원뿔 모양은 질량 분석계 감도에 영향을 줍니다K
그림 4-P 전극 팁 확장 조정

항목

설명

N

프로브

O

전극

분무기 전류 최적화
이온 소스는 전류와 전압에 의해 제어됩니다K 이온 소스 선택 위치와 관계 없이 획득 방법에 적
합한 전류를 선택합니다K
•

kebulizer Current 값을 P부터 시작해 조금씩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최적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실현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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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전 바늘에 적용된 kebulizer Current는 일반적으로 양성 모드의 NµA ~ RµA에서
최적화됩니다K 전류가 증가할 때 신호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면 최적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
즈 비율을 제공하는 최저 값에서 전류를 유지합니다K

AmCI 프로브 온도 최적화
솔벤트의 양과 종류는 AmCf 프로브 최적 온도에 영향을 줍니다K 높은 유속에서는 최적 온도가
증가합니다K
참고: 이온 소스가 켜져 있는 경우 이온 소스 히터가 빨간색이 되어 소스가 예열 상태임을 나
타낼 때까지 N분에서 O분 정도 기다립니다K
•

온도 값을 RM°C ~ NMM°C 단위로 조정하여 최상의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실현하
십시오K

최적화 팁
이온 소스를 최적화하면 이온 소스 및 진공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에 대한 청소를 최소로 줄여
줍니다K
• 화합물을 최적화할 때 가능한 한 높은 온도를 사용하십시오K 여러 화합물에 대해 일반적으
로 TMM°C 온도가 사용됩니다K 높은 온도는 이온 소스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배경 노이즈
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K
qM

• Curt~in d~s fnterf~ce용 가스 유속은 감도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설정 가능한 최고값을
사용하십시오K 이러한 사용은 다음에 도움이 됩니다K
qM

• 노이즈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Curt~in d~s
다K

fnterf~ce용 가스 유량의 침투를 예방합니

• 구경의 오염이 방지됩니다K
• 전체적인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이 증가합니다K
• 다음을 위해 프로브에서 발생하는 액체 분무가 구경으로부터 먼 곳으로 향하도록 수평 마이
크로미터 설정을 조정합니다K
• 구경의 오염이 방지됩니다K
qM

• 불안정한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Curt~in d~s
다K

fnterf~ce용 가스 유량의 침투를 예방합니

• 액체 존재로 인한 전기 단락 방지
이렇게 하려면 수직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프로브를 위쪽으로 이동시킵니다K
®

• 신호가 손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최저 fonppr~y solt~geEAn~lyst poftw~reFI
®
fonppr~y solt~ge clo~tingEAn~lyst qc poftw~reFI ppr~y solt~geEpCfbu lpF를 사용하십시
오K 신호만이 아니라 신호 대 노이즈에 중점을 두십시오K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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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온 소스 유지보수
다음 경고는 이 섹션의 모든 유지보수 절차에 적용됩니다K
TM

경고! 고온 표면 위험. 유지보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Ionarive Turbo s 이
온 소스를 VM분 이상 식히십시오. 작동 중에 이온 소스와 진공 인터페이스는 작
동 중 일부 표면이 뜨거워집니다.
경고! 화재 및 독성 화학물질 위험. 인화성 용매를 화염과 불꽃으로부터 멀리하
고 환기가 되는 화학 물질 흄후드 또는 안전 캐비닛에서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독성 화학물질 위험. 피부 또는 눈에 위험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실험실
코트I 장갑I 보안경 등의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경고!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I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화학물이
유출된 경우 제품 안전 보건 자료의 특정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이온 소스 주변
의 유출물을 청소할 때는 시스템이 ptandby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와 흡수성 천을 사용하여 유출물을 닦은 다음 현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경고! 감전 위험. 작동 중 이온 소스에 적용되는 고전압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온 소스 근처의 샘플 배관이나 기타 장비를 조정하기 전에 시스템을 대기 모
드로 설정하십시오.
경고! 자상 위험I 이온화 방사선 위험I 생물학적 위험 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
이온 소스 창이 갈라지거나 깨진 경우 이온 소스 사용을 중단하고 pCIbu 현장
서비스 직원EcpbF에게 문의하십시오. 장비로 유입되는 독성 또는 유해 물질은
소스 배기 출력 장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비의 배기가스를 실내에서 환기시
켜야 합니다. 규정된 실험실 안전 절차에 따라 날카로운 조각을 폐기하십시오.
주의: 잠재적인 시스템 손상. 한 손으로 이온 소스를 들거나 운반하지 마십시오. 이온 소스는
양손으로 각 면을 잡고 들거나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섹션에는 이온 소스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보수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K 이온 소스의 청
소와 유지보수 수행 주기를 결정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K
• 검사된 화합물
• 샘플 및 샘플 준비 방법의 청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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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 프로브에 샘플이 포함된 시간의 양
• 전체 시스템 실행 시간
이러한 요인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이온 소스 성능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K
설치된 이온 소스가 가스 누출의 흔적 없이 질량 분석계에 완전히 밀폐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K
이온 소스와 이온 소스의 부품에서 누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십시오K 이온 소스 성분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이온 소스를 적정 작업 상태로 유지하십시오K
주의: 잠재적인 시스템 손상. 장비 손상을 예방하려면 권장 청소 방법 및 재료만 사용하십시
오.
필수 소재
• NLQ인치 개방형 렌치
• 일자 스크루드라이버
• iC-Mp 등급 메탄올
• iC-Mp 등급 탈이온수
• 보안경
• 호흡 마스크와 여과 장치
• 무분말 장갑I 니트릴 또는 네오프렌 권장
• 실험복

권장 유지보수 일정
다음 표에 이온 소스 청소 및 유지보수용 권장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K 소모품 및 예비 부품 목록
은 부품 및 장비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K
팁!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유지보수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십시오K
소모성 부품을 주문하거나 기본 서비스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려면 적격 유지보
수 기술자EnMmF에게 문의하십시오K 기타 서비스와 유지보수 요구 사항은 pCfbu 현장 서비스
직원EcpbF에게 문의하십시오K
참고: 부품 번호는 부품 및 장비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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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N 이온 소스 유지보수
구성 요소

주기

작업

자세한 정보

®

검사 및 교체

프로브 제거 및 프로브 설치를 참
조하십시오K

qurbofonppr~y 및 AmCf 필요 시
프로브 전극

®

검사 및 교체

전극 교체를 참조하십시오K

코로나 방전 바늘

필요 시

교체

코로나 방전 바늘 교체를 참조하
십시오K

터보 히터

필요 시

교체

현지 nMm 또는 cpb에 문의하십
시오K

샘플 배관

필요 시

교체

이온 소스 배관 연결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K

qurbofonppr~y 및 AmCf 필요 시
프로브

TM

Ionarive

Turbo s 이온 소스

이온 소스의 표면은 작동 중 뜨거워집니다K 다음 그림에는 저온 표면E파란색과 회색F과 장시간
동안 계속 고온으로 유지되는 표면E빨간색F이 표시되어 있습니다K 이온 소스를 사용하거나 분
리하는 과정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표면은 접촉하지 마십시오K
그림 5-N 고온 표면: bpI 모드E빨간색=고온I 회색=따뜻함I 파란색=주의해서 취급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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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O 고온 표면: AmCI 모드E빨간색=고온I 파란색=주의해서 취급F

항목

설명

N

앞

O

뒤

이온 소스 제거
참고: 질량 분석계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시스템에서 이온 소스가 제거되면 질소는 RKPiLmin
의 속도로 계속 흐릅니다K 질소 가스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깨
끗하게 유지하려면I 질량 분석기에 설치한 이온 소스를 그대로 두고 시스템의 전원을 켜두십
시오K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온 소스를 빠르고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K 이온 소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수행하거나 프로브를 교환하기 전에 항상 질량 분석계에서 이온 소스를 제거하십시오K
NK 진행 중인 스캔을 모두 중지합니다K
OK 샘플 스트림을 끕니다K
PK 히터를 사용 중인 경우 Temperature 필드에 M을 입력합니다K
QK EpCfbu lpF 상태 패널에서 ptandbyE

F를 클릭합니다K

RK 이온 소스가 식도록 VM분 동안 기다립니다K
SK 접지 유니언에서 샘플 배관을 분리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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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두 개의 소스 래치가 NO시 위치로 향하도록 수직으로 돌려서 이온 소스를 방출합니다K
UK 진공 인터페이스에서 이온 소스를 부드럽게 잡아 뺍니다K
참고: 진공 인터페이스에 설치된 l-링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K
VK 깨끗하고 단단한 표면 위에 이온 소스를 놓습니다K

이온 소스 표면을 청소합니다
경고! 감전 위험.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질량 분석계에서 이온 소스를 분리
하십시오. 모든 전기 안전 작업 관례를 따르십시오.

선행 조건 절차
• 이온 소스 제거
소스가 유출되었거나 더러워진 경우에는 이온 소스 표면을 청소하십시오K
•

부드러운 젖은 천으로 이온 소스의 표면을 닦습니다K

프로브 청소
샘플링되는 화합물 유형과 관계 없이 이온 소스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십시오K 특히 제어 소프트
웨어에서 세척 작업용으로 방법을 설정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K
NK NWN 물W아세토니트릴 또는 NWN 물W메탄올인 이동상으로 변경합니다K
OK 가능한 한 오리피스로부터 멀어지도록 프로브의 위치를 조정합니다K
PK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K
~K Mp 방법을 생성합니다K
bK 온도를 5MM°C 및SMM°C 다음으로 설정합니다K
cK 이온 소스 가스 N과 이온 소스 가스 O를 4M 이상으로 설정합니다K
qM

dK Curt~in d~s

fnterf~ce용 가스 유속을 가능한 최고 설정으로 설정합니다K

QK 온도 설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K
RK 프로브와 샘플 배관을 철저히 세척했는지 확인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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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 제거
경고! 감전 위험.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질량 분석계에서 이온 소스를 분리
하십시오. 모든 전기 안전 작업 관례를 따르십시오.
주의: 잠재적인 시스템 손상. 프로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돌출된 전극 팁이나 코로나 방전
바늘이 이온 소스 하우징의 어떤 부분에도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행 조건 절차
• 이온 소스 제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프로브를 빠르고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K 프로브를 교환하거나 프로
브에 대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전에 항상 질량 분석계에서 이온 소스를 제거하십시오K
NK 샘플 배관 너트를 풀고 프로브에서 샘플 배관을 분리합니다K
OK 프로브를 이온 소스 하우징에 고정하는 고정 링을 풉니다K
PK 타워에서 프로브를 천천히 똑바로 잡아 뺍니다K
QK 단단하고 깨끗한 표면 위에 프로브를 놓습니다K

전극 교체
경고! 감전 위험.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질량 분석계에서 이온 소스를 분리
하십시오. 모든 전기 안전 작업 관례를 따르십시오.

경고! 자상 위험. 전극을 다룰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극 팁은 매우 날카롭습니
다.

선행 조건 절차
• 이온 소스 제거
• 프로브 제거
프로브에는 전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K 성능이 저하되면 전극을 교체하십시오K
참고: 전극을 교체한 후에 시스템 성능 변화에 미친 영향을 평가합니다K
이 절차는 두 프로브에 모두 적용됩니다K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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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전극 조정 너트를 제거한 후 전극을 분리합니다K
OK 팁이 아래를 향하도록 프로브를 잡고 스프링을 프로브 내부에 유지한 상태로I mbbh 유니
언 안에 샘플 부품을 설치하고 손으로 꼭 조입니다K
그림 5-P 프로브I 확장 보기

항목

설명

N

전극 조정 너트

O

NLQ인치 고정 너트

P

스프링

Q

고정 링

R

분무기 튜브

S

전극 팁

T

전극 튜브

U

mbbh 유니언

PK mbbh 유니언과 부착된 전극 튜브를 프로브에서 당깁니다K
QK mbbh 유니언에서 샘플 부품을 제거합니다K
RK NLQ인치 개방형 렌치를 사용하여 mbbh 유니언에서 전극 튜브를 고정하는 고정 너트를 제
거합니다K
SK 고정 너트에서 전극 튜브를 제거합니다K
TK 새 전극 튜브를 고정 너트에 삽입한 뒤 mbbh 유니언에 삽입합니다K
전극 튜브가 mbbh 유니언에서 가능한 멀리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K 전극 튜브와 유니
언 장착면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경우 불용체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K
UK 고정 너트를 조입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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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나사를 잘못 돌려서 끼우거나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K 배관에 누출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K
VK 스프링이 프로브 안에 여전히 있는지 확인한 뒤 전극 조정 너트를 조이십시오K
NMK 전극 튜브를 분무기 튜브의 좁은 입구에 맞춰 정렬한 뒤 mbbh 유니언에 삽입하고 프로브
에 부착된 전극 튜브에 삽입합니다K 전극 튜브를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K
NNK 전극 조정 너트를 설치하여 조입니다K
NOK 프로브를 설치하십시오K 프로브 설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NPK 질량 분석계에 이온 소스를 설치하십시오K 이온 소스 설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NQK 샘플 배관을 연결합니다K 이온 소스 배관 연결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

NRK 전극 팁 확장을 조정합니다K qurbofonppr~y 프로브 위치 최적화 또는 AmCf 프로브 위치
최적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코로나 방전 바늘 교체
경고! 감전 위험.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질량 분석계에서 이온 소스를 분리
하십시오. 모든 전기 안전 작업 관례를 따르십시오.

경고! 자상 위험. 바늘을 다룰 때는 주의하십시오. 바늘의 팁은 매우 날카롭습니
다.
선행 조건 절차
• 이온 소스 제거
• 프로브 제거
코로나 방전 바늘 팁이 부식되는 경우 손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K 제거할 수 없는 경우I 바늘
팁을 잘라 제거한 다음 전체 코로나 방전 바늘을 교체하십시오K
NK 개방 측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온 소스를 돌립니다K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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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코로나 방전 바늘

항목

설명

N

배기 연돌

O

세라믹 슬리브

P

코로나 방전 바늘 팁

OK 한 손의 엄지와 검지로 코로나 방전 바늘 조정 나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코로나 방전 바
늘을 잡은 상태에서I 코로나 방전 바늘 팁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팁을 풀면서 천천히
제거합니다K 참조W 이온 소스 구성품
PK 코로나 방전 바늘을 배기 연돌 아래로 통과시키면서 살며시 당겨 제거합니다K
QK 새 바늘을 배기 연돌로 통과시켜 세라믹 슬리브에 최대한 끝까지 삽입합니다K
RK 한 손의 엄지와 검지로 새 팁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코로나 방전 바늘 조정 나사를 잡은 상
태에서I 코로나 방전 바늘 팁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팁을 설치합니다K
SK 프로브를 삽입한 후에 질량 분석계에 이온 소스를 설치합니다K 이온 소스 설치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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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배관 교체
경고! 감전 위험.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질량 분석계에서 이온 소스를 분리
하십시오. 모든 전기 안전 작업 관례를 따르십시오.

선행 조건 절차
• 샘플 유량을 중지하고 남은 가스가 소스 배출 시스템을 통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K
• 이온 소스 제거K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 막힌 경우 샘플 배관을 교체하십시오K
NK 샘플 배관을 프로브와 접지 유니언에서 분리합니다K
OK 적당한 튜브 절단기로 절단한 적당한 길이의 튜브로 샘플 배관을 교체하십시오K 이온 소스
배관 연결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PK 이온 소스를 설치합니다K 이온 소스 설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QK 샘플 유량을 시작합니다K

보관 및 취급
경고! 환경 위험. 시스템 구성품을 일반 폐기물로 폐기하지 마십시오. 구성품을
폐기할 때는 현지 규정을 따르십시오.
이온 소스의 저장 및 배송을 위한 환경 요건
• 주변 온도 –PM°C~HSM°CE–OO°c~NQM°cF
• 기압 범위 TRkm~ ~ NMNkm~
• 상대 습도 VVB 이하I 비응축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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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이온 소스 문제 해결
증상

잠재적인 원인

수정 조치

제어 소프트웨어가 질량 분석 NK 프로브를 설치하지 않음K NK 프로브를 설치하십시오K 프
계가 오류 상태인 것을 보고합
로브 설치 내용을 참조하십
OK 프로브가 단단히 연결되지
니다K
시오K
않음K
OK 프로브를 다시 설치합니다K
~K 프로브를 제거합니다K
프로브 제거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K
bK 프로브를 설치하고 고
정 링을 단단히 조이십
시오K 프로브 설치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K
제어 소프트웨어가 특정 프로 cP 퓨즈가 나갔습니다K
브가 사용 중이지만 다른 프로
브가 설치되었음을 나타냅니
다K

cpb에 문의하십시오K

스프레이가 균일하지 않습니
다K

전극을 교체하십시오K 전극 교
체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전극이 막힘K

소스 온도에 도달하지 않았거 터보 히터 결함입니다K
나I 온도가 너무 높거나 불안정
합니다K
감도가 낮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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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nMm 또는 cpb에문 의락
하십시오K

NK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E프론 NK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을 청
트 엔드F가 더러워짐K
소하고 이온 소스를 설치하
십시오K
OK 분석기 영역에 용매 기포
qM
또는 기타 미확인 화학물질 OK Curt~in d~s fnterf~ce의
이 있습니다K
가스 유속을 최적화합니다K
이온 소스 최적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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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원인

수정 조치

검사 중 이온 소스가 사양을 충 NK 검사 용액이 올바르게 준비 NK 검사 용액이 올바르게 준비
족하지 못함K
되지 않았음K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K
OK 질량 분석계가 설치 검사를 OK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
통과하지 못했습니다K
우 cpb에 문의하여 설치
검사를 수행하십시오K
배경 노이즈가 높음K

NK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K

NK 주변 온도를 최적화하십시
오K

OK 히터 가스E이온 소스 가스
OF 유속이 너무 높습니다K OK 히터 가스 유량을 최적화하
십시오K
PK 이온 소스가 오염되었습니
다K
PK 이온 소스 구성 요소를 청
소 또는 교체한 후 다음과
같이 이온 소스 및 프론트
엔드 조정을 수행하십시오K
~K 프로브를 구경에서 가
장 먼 위치로 옮기십시
오E수평 및 수직 모두FK
bK 인터페이스 히터가 켜
져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K
cK NmiLmin의 펌프 유속
으로 RMWRM의 메탄올W
물을 주입 또는 주사하
십시오K
dK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온도를S5M으로I 이온
소스 가스 N의 경우SMI
이온 소스 가스 O의 경
우SM으로 설정하십시
오K
qM

eK Curt~in d~s
fnterf~ce의 가스 유속
을45 또는5M으로 설정
합니다K
fK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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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결과를 위해I 최
소 O시간 또는 가급적
이면 밤새 실행하십시
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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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원인

수정 조치

이온 소스 성능이 저하되었음K NK 프로브가 최적화되지 않았 NK 프로브를 최적화하십시오K
®
습니다K
qurbofonppr~y 프로브 최
적화 또는 AmCf 프로브 최
OK 샘플이 올바르게 준비되지
적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않았거나 샘플이 분해되었
습니다K
OK 샘플이 올바르게 준비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K
PK 샘플 입구 부품이 누출되고
있습니다K
PK 부품이 꽉 조여졌는지 확인
하고 누출이 계속될 경우
부품을 교체하십시오K 부품
을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
오K
QK 대체 이온 소스를 설치하고
최적화합니다K 문제가 계속
되면 cpb에 문의하십시오K
아크 또는 스파크가 발생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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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전 바늘 위치가 잘못 코로나 방전 바늘을 커튼 플레
되었습니다K
이트 쪽으로 돌리고I 히터 가스
스트림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K
코로나 방전 바늘 위치 조정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K

작업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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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동 원리 — 이온 소스

전자 분무 이온화 모드
프로브는 두 터보 히터 사이 중앙에 있으며 프로브 양 측면의 QR° 각도에 위치합니다K 터보 히
터의 가열 건조 가스와 분사가 결합되어 커튼 플레이트 구경의 VM도 각도로 배출됩니다K
액체 용매에 이온화되는 화합물만 소스의 가스상 이온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K 이온 생성의
효율성과 비율은 특정 이온의 용매화 에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K 용매화 에너지가 낮은 이온은
용매화 에너지가 큰 이온보다 증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K
®

fonppr~y solt~geEAn~lyst poftw~reF 또는 ppr~y solt~geEpCfbu lpF와 터보 히터의 상호 작용
은 이온이 스트림에 집중하도록 하며 액적 증발률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이온 신호가 증가됩
니다K 가열된 가스는 이온 증발 효율을 증가시켜 감도를 높이고 더 높은 액체 샘플 유속을 처리
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K
분무기 가스의 고속 유량이 fonppr~y solt~ge 입구의 액체 샘플 스트림에서 액적을 탈취합니
다K 이온 소스는 분무기에 적용되는 가변 고전압을 사용하여 순전하를 각 액적에 가합니다K 이
전하는 액적 확산을 도와줍니다K 단극성 이온이 액체 스트림에서 분리될 때 고전압에 의해 액
적으로 떨어집니다K 하지만 이 분리는 불완전하므로 각 액적에 양극선의 여러 이온이 포함됩니
다K 단극성 이온이 각 액적에서 지배적이므로 양 대전 이온 수와 음 대전 이온 수의 차이가 순전
하입니다K 과다한 지배 극성 이온만 이온 증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들 이온 중
일부만 증발됩니다K
프로브는 펩티드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등 전하 위치가 여러 개인 화합물에서 다중 대전 이온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K 이러한 생성은 여러 전하가 질량 분석계의 질량 범위 내에서 질량 대 전
하Em/zF 비율의 이온을 생성하는 고분자 중량 종을 분석할 때 유용합니다K 따라서 화합물의 분
자 중량을 kiloa~ltonEka~F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K
각 대전된 액적에는 양 이온 및 음 이온과 용매가 포함되어 있지만I 이들 이온은 하나의 지배 극
성을 띠는 이온입니다K 그림 A-N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과다 전하는 전도 매개체로서 액적 표면
에 상주합니다K 용매가 증발할 때 액적 반경 감소로 인해 액적 표면의 전기장이 증가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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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N 이온 증발

항목

설명

N

액적에는 하나의 지배 극성을 나타내는 양 이온 및 음 이온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K

O

용매가 증발할 때 전기장이 증가하고 이온이 표면으로 이동합니다K

P

일부 임계장 값에서 이온이 액적에서 방출됩니다K

Q

비휘발성 잔류물이 건식 물질로 유지됩니다K

액적에 과다 이온이 포함되어 있고 충분한 용매가 액적에서 증발하는 경우 임계장에 도달하여
이온이 표면에서 방출됩니다K 결국 샘플 용매의 비휘발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건식 물질만 남기
고 모든 용매가 액적에서 증발됩니다K
대부분 유기 분자에 대한 용매화 에너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온 증발에 대한 해당 유기 이온의
감도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K 액체의 표면에 집중된 계면 활성제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으므로 용매화 에너지의 중요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K

AmCI 모드
과거의 질량 분광분석법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연결 시 비호환성은 기본적으로 액체 용액 내
에서 비교적 비휘발성인 분자를 과다 분해 유도 없이 분자 가스로 변환할 때의 어려움으로 인
해 발생했습니다K 샘플을 가열된 세라믹 튜브의 미세 분산된 작은 액적으로 약하게 분무하는
AmCf 프로브 프로세스로 인해 샘플이 급격하게 증발되므로 샘플 분자가 분해되지 않습니다K
다음 그림은 다음에 대한 AmCf 프로세스의 반응 순서를 보여줍니다K 반응성 양이온I 양성자 수
H
화물I ePl xeOlz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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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O AmCI 반응 순서도

H

H

H

H

주요 N차 이온 kO I lO I eOl I 및 kl 는 코로나 생성 전자가 공기의 주요 중성 구성 요소에
H
미치는 전자 충격에 의해 형성됩니다K kl 는 일반적으로 청정 공기의 주요 성분은 아니지만I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되는 중화 반응으로 인해 이온 소스의 이 화학종 농도가 향상됩니다K
AmCf 프로브를 통해 유입되는 샘플이 분무기 가스의 도움을 받아 가열된 세라믹 튜브 안에 분
무됩니다K 튜브 내에서 미세하게 분산된 샘플 및 용매의 액적이 최소한의 열 분해로 급격하게
증발합니다K 가벼운 증발은 샘플의 분자 정체성을 유지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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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샘플 및 용매 분자가 이온 소스 하우징으로 전달되는데I 이 하우징에서는 AmCf에 의한 이
온화가 세라믹 튜브의 끝부분에 연결된 코로나 방전 바늘에 의해 유도됩니다K 샘플 분자는 이
동상 용매 분자의 이온화에 의해 생성된 반응물 이온과 충돌하여 이온화됩니다K 기화된 용매
H
–
분자가 이온화되어 반응물 이온 xuHez 을 양성 모드로I xu-ez 를 음성 모드로 생성합니다K 그림
A-P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이러한 반응물 이온은 샘플 분자와 충돌할 때 안정된 샘플 이온을 생
성합니다K
그림 A-P 기압 화학 이온화

항목

설명

N

샘플

O

코로나 방전 바늘 부근에서 N차 이온이 생성됩니다K

P

이온화 시 대체로 용매 이온이 생성됩니다K

Q

반응물 이온이 샘플 분자와 반응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K

R

커튼 플레이트

S

인터페이스

x = 솔벤트 분자I M=샘플 분자
샘플 분자는 양성 모드에서 양성자 전송 프로세스를 통해 이온화되고 음성 모드에서는 전자 전
송 또는 양성자 전송 프로세스를 통해 이온화됩니다K AmCf 이온화 프로세스의 에너지는 이온
소스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압 때문에 충돌에 의해 좌우됩니다K
역상 응용 부문의 경우I 시약 이온이 양성 모드의 양성화된 용매와 음성 모드의 용매화된 산소
이온으로 구성됩니다K 유익한 열역학 사용 시 변경 인자 추가로 시약 이온 구성이 변경됩니다K
–
예를 들어I 아세트산염 완충액 또는 변경 인자 추가 시 아세트산염 이온 xCePCllz 를 음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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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드에서 N차 반응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K 암모늄 변경 인자는 양성화된 암모니아 xkeQz 를 양성
모드에서 N차 반응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K
충돌을 통해 특정 이온E예를 들면 양성화된 물 클러스터 이온F의 평형화 분산 상태가 유지됩니
다K 반응물 이온에 대한 용매 클러스터의 영향 완화와 이온 소스의 높은 기체 압력으로 인해 이
온 소스에서 샘플 이온이 조기에 단편화될 확률이 감소됩니다K 결과적으로 이온화 프로세스에
서는 기본적으로 질량 분석계의 질량 분석용 생성 이온이 생성됩니다K

AmCI 이온화 영역
그림 A-Q에 AmCf 프로브 이온 분자 반응기의 일반적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K 비스듬한 라인은
벽이 없는 반응기를 나타냅니다K 마이크로암페어 범위 내 자체 시작 코로나 방전 이온 전류가
H
방전 바늘과 커튼 플레이트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장의 결과로 생성됩니다K N차 이온E예W kO 및
H
lO F은 방전 바늘 팁의 인근 혈장에서 발생하는 전자의 손실로 인해 발생합니다K 이러한 전자
의 에너지가 가스 분자와의 충돌로 인해 완화되고 나서 에너지가 유인됩니다K 이 에너지는 효
과적인 이온화 단면을 갖추고 있어 중성 분자가 효율적으로 이온화될 수 있습니다K
그림 A-4 AmCI 이온화 영역

항목

설명

N

방전 바늘 팁

O

샘플 유량

P

무벽 반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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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Q

커튼 플레이트 구경

R

Curt~in d~s

S

오리피스

T

오리피스 플레이트

U

세라믹 튜브

qM

인터페이스용 가스

N차 이온이 다시 중간 이온을 생성함으로써 샘플 이온이 형성됩니다K 선택한 극성의 이온이 커
튼 플레이트 방향으로 전기장의 영향 아래에서 떠다니다가 가스 커튼을 통과하여 질량 분석기
로 들어갑니다K 전체 이온 형성 프로세스는 AmCf 프로브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압 때문에 충돌
에 의해 좌우됩니다K 방전 바늘 팁 인근E전기장의 강도가 최대임F을 제외하고는I 전기장에 의해
이온으로 전달된 에너지는 이온의 열 에너지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K
충돌을 통해 특정 이온E예를 들면 양성화된 물 클러스터 이온F의 평형 분산 상태가 유지됩니다K
이온이 이온 분자 반응 프로세스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과다 에너지는 열중성자화됩니다K 충돌
안정화를 통해 후속 충돌이 발생할 수 있더라도 생성 이온 중 상당 부분이 고정됩니다K 생성 이
온 및 반응 이온의 형성은 모두 TSMtorrE대기F 작동 압력의 평형화 조건에 의해 제어됩니다K
AmCf 프로브는 이온 소스에서 진공 챔버 및 검출기로 전달되는 이온이 벽과 절대로 충돌하지
않고 다른 분자하고만 충돌하므로 무벽 반응기로 작동합니다K 이온은 지정된 이온 소스 외부에
도 형성되지만I 검출되지 않으며 벽 표면과의 상호 작용으로 중성자화됩니다K
프로브의 온도는 AmCf 프로브 작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K 분자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급격한
증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온도를 충분히 높게 설정해야 합니다K 충분히 높은 작동 온도에서
는 액적이 빨리 기화되어 유기 분자가 최소 수준의 열 저하로 액적에서 방출됩니다K 하지만 온
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면 증발 프로세스가 더 느려지고 증발이 완료되기 전에 분해 또는 열 분
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K 최적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AmCf 프로브를 작동하면 샘플의 열 분
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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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boIonppray 프로브 매개 변수
®

다음 표에는 세 가지 유속에서의 qurbofonppr~y 프로브에 대한 권장 작동 조건이 표시됩니다K
qM
각 유속의 경우I Curt~in d~s fnterf~ce의 가스 유속은 최대한 높아야 합니다K 최적화에 사용
된 용매 구성은 NWN 물W아세트니트릴입니다K 이러한 조건은 프로브를 최적화할 시작점을 나타
냅니다K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유량 주입 분석을 사용하여 매개 변수를 최적화함으로써 관
심 화합물에 대한 최상의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K
®

표 B-N TurboIonppray 프로브에 대한 매개 변수 최적화
매개 변수

일반 값
낮음

작동 범위

중간

높음

iC flow r~te

RµiLmin ~ OMMµiLmin
RMµiLmin

NIMMMµiLmin

RµiLmin ~
PIMMMµiLmin

fon source g~s N
Enebulizer g~sF

OMpsi ~
QMpsi

QMpsi ~ SMpsi

QMpsi ~ SMpsi

Mpsi ~ VMpsi

fon source g~s O
Ehe~ter g~sF

Mpsi

RMpsi

RMpsi

Mpsi ~ VMpsi

fonppr~y volt~ge

RRMMs

RRMMs

RRMMs

RRMMs

d~s for the Curt~in
qM
d~s fnterf~ce

PMpsi

PMpsi

PMpsi

OMpsi ~ RMpsi

qemper~ture

주변 온도
OMM°C

OMMºC ~ SRMºC

QMMºC ~ TRMºC

최고 TRMºC

aeclustering
O
motenti~lEamF

양극W TMs 양극W TMs
음극W ~
음극W ~ TMs
TMs

양극W TMs
음극W ~ TMs

양극W Ms ~ QMMs
음극W –QMMs ~ Ms

mrobe horizont~l
micrometer setting

P~U

P~U

M ~ NM

N

P~U

N

최적의 온도 값이 화합물 및 이동상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K 수분 함량을 높이려면 온도가 높아야 합니다K M은 온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K

O

am 값은 화합물에 따라 달라집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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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I 프로브 매개 변수
표 B-O AmCI 프로브에 대한 매개 변수 최적화
매개 변수

일반 값

작동 범위

iC flow r~te

NIMMMµiLmin

OMMµiLmin ~ PIMMMµiLmin

fon source g~s N Enebulizer
g~sF

PMpsi

Mpsi ~ VMpsi

PMpsi

OMpsi ~ RMpsi

qemper~ture

QMMºC

NMMºC ~ TRMºC

kebulizer current

양극W PµA

양극W MmA ~ RµA

음극W –PµA

음극W –RmA ~ MµA

양극W SMs

양극W Ms ~ PMMs

음극W -SMs

음극W -PMMs ~ Ms

R

M ~ NP 눈금

qM

d~s for the Curt~in d~s
fnterf~ce
P

aeclustering motenti~lEamF

mrobe vertic~l micrometer
setting

매개 변수 설명
표 B-P 소스 종속형 매개 변수
매개 변수

P

설명
®

fon source g~s N

qurbofonppr~y 및 AmCf 프로브용 분무기 가스를 제어합니다K 작동 원리
— 이온 소스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fon source g~s O

qurbofonppr~y 프로브용 히터 가스를 제어합니다K 온도 및 히터 가스 유
속의 조합이 iC 용매가 거의 다 증발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할 때 최상의
감도가 달성됩니다K 배경 노이즈가 크게 증가할 경우 이온 소스 가스 O를
최적화하기 위해 최상의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얻도록 유량을
증가시키십시오K 히터 가스 유량이 너무 높으면 노이즈가 심하거나 불안
정한 신호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K 작동 원리 — 이온 소스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K

®

qemper~ture 값이 화합물에 따라 달라집니다K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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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P 소스 종속형 매개 변수 E계속F
매개 변수
Curt~in g~s

설명
qM

qM

Curt~in d~s fnterf~ce용 가스 유속을 제어합니다K Curt~in d~s fnterf~ce
는 커튼 플레이트와 오리피스 사이에 있습니다K 이는 진공 인터페이스 및
스프레이 바늘 사이에 생성된 전기장에 의해 샘플 이온이 진공 챔버로 향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공기 및 용매 액적이 이온 광학장치로 들어가거나
광학장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방지합니다K 이온 입구 광학장치의 오염은
nM 전송I 안정성 및 감도를 감소시키고 배경 노이즈를 증가시킵니다K
qM

감도가 손실되지 않는 상태에서 Curt~in d~s
능한 한 높게 유지하십시오K
qemper~ture

fnterf~ce의 가스 유속을 가

샘플을 증발시키기 위해 샘플에 적용된 열을 제어합니다K 최적 온도는 샘
플이 완전히 증발되는 최저 온도입니다K
RM°C의 증가로 최적화합니다K

qemper~ture ®
qurbofonppr~y
mrobe

®

qurbofonppr~y 프로브의 히터 가스 온도를 제어합니다K
온도 및 이온 소스 가스 O의 조합이 iC 용매가 거의 다 증발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할 때 최상의 감도가 달성됩니다K
용매의 유기 함량이 증가할수록 최적 프로브 온도가 감소됩니다K NMMB 메
탄올 또는 아세토니트릴로 구성된 용매에서는 PMM°C의 낮은 온도에서 프
로브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K 약 NMMMµiLmin의 유속으로 흐르는
NMMB 물로 구성된 수용성 용매는 TRM°C의 최대 프로브 온도를 필요로 합
니다K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는 경우I 증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눈에
보이는 큰 액적이 이온 소스 하우징으로 방출됩니다K
온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는 경우I 특히 프로브가 너무 낮게 배치된 경우ER
~ NPF 용매가 프로브 팁에서 너무 빨리 증발할 수 있습니다K

qemper~ture AmCf probe

AmCf 프로브의 온도를 제어합니다K
용매의 유기 함량이 증가할수록 최적 프로브 온도가 감소됩니다K NMMB 메
탄올 또는 아세토니트릴로 구성된 용매로 프로브 성능은 NIMMMµiLmin의
유속에서 QMM°C 만큼 낮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K 약 OMMMµiLmin의 유속
으로 흐르는 NMMB 물로 구성된 수용성 용매는 최대 TMM°C의 프로브 온도
를 필요로 합니다K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는 경우I 증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눈에
보이는 큰 액적이 이온 소스 하우징으로 방출됩니다K
온도가 너무 높게 설정되는 경우 샘플의 열적 성능저하가 발생합니다K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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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B-P 소스 종속형 매개 변수 E계속F
매개 변수

설명

kebulizer current AmCf 프로브의 코로나 방전 바늘에 적용되는 전류를 제어합니다K 방전으
로 용매 분자가 이온화되며I 용매 분자는 샘플 분자를 이온화합니다K AmCf
프로브의 경우 코로나 방전 바늘에 적용된 전류는 주로 광범위하게 최적
화됩니다E양성 모드에서 약 NµA ~ RµAFK 최적화하기 위해I 값을 N부터 시
작해 조금씩 증가시키면서 최적 신호 또는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달성합
니다K 전류가 증가할 때 신호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면 전류를 최상의 감도
를 제공하는 가장 낮은 설정에 둡니다E예 OµAFK
®

®

EAn~lyst qc
qurbofonppr~y 프로브에서 분사기에 적용된 전압을 제어하고I 이온 소스
poftw~reF
에서 샘플을 이온화합니다K 매개 변수 값은 극성에 따라 달라지며 분사 안
fonppr~y solt~ge 정성과 감도에 영향을 줍니다K
clo~tingEfpscF
또는
®

EAn~lyst
poftw~reF
fonppr~y
solt~geEfpF
또는
EpCfbu lpF ppr~y
solt~ge
®

®

EAn~lyst LAn~lyst
qc poftw~reF
fnterf~ce he~ter

이 매개 변수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K
인터페이스 히터를 켰다가 끄십시오K 인터페이스를 가열하면 이온 신호가
최대화되어 이온 광학장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K 사용자가 분석
하고 있는 화합물이 극도로 손상되기 쉽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를 가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K

프로브 위치
프로브의 위치는 분석 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K 프로브 위치 최적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온 소스 최적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K

용매 구성
포름산 암모늄이나 아세트산 암모늄의 표준 농도는 양성 이온의 경우 OmmolLi ~ NMmmolLi이
®
며I 음성 이온의 경우 OmmolLi ~ RMmmolLi입니다K 유기산의 농도는 qurbofonppr~y 프로브에
서 용적당 MKNB ~ MIRB이며I AmCf 프로브에서 용적당 MKNB ~ NKMB입니다K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매는 다음과 같습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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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토니트릴
• 메탄올
• 프로판올
• 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경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K
• 아세트산
• 포름산
• 포름산 암모늄
• 아세트산 암모늄
다음 변경 인자는 이온 혼합물 및 클러스터 결합물에서 스펙트럼을 복잡하게 만들므로 일반적
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K 또한 대상 화합물 이온 신호의 강도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K
• 트리에틸아민EqbAF
• 인산 나트륨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EqcAF
• 황산도데실나트륨

디클러스터링 전위
일반적으로 디클러스터링 전위 전압이 높을수록 질량 분석계의 분석 영역으로 유입되는 이온
에 전달되는 에너지도 커집니다K 이 에너지는 이온을 디클러스터하고 스펙트럼에서 화학적 노
이즈를 저감시켜 신호 대 노이즈 비율 또는 감도를 높여줍니다K 하지만 전압을 최적 조건 이상
으로 높일 경우 이온이 질량 필터로 유입되기 전에 단편화가 발생하게 되어 감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K 단편화는 경우에 따라서 구조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K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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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호 용어집
참고: 다음 표의 모든 기호가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K
기호

설명
호주 규제 준수 마크K 해당 제품이 호주 통신미디어청EAustr~li~n
Communic~tions Medi~ AuthorityI ACMAF bMC 요건을 준수함을 의미합
니다K
교류

A

암페어E전류F
질식 위험

유럽 공동체의 공식 대리인

생물학적 위험

적합성에 대한 Cb 마킹

cCpAus 마크K 캐나다 및 미국 시장의 전기 안전성 인증을 나타냅니다K

카탈로그 번호

주의
참고: pCfbu 문서에서 이 기호는 인적 부상 위험을 나타냅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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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용어집

기호

설명
중국 ooep 주의 레이블K 전자 정보 제품에는 특정 독성 또는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K 가운데 숫자는 친환경 사용 기간EbcrmF 날짜이며 제
품을 작동시킬 수 있는 역년의 수를 나타냅니다K bcrm가 만료되면 해당 제
품을 즉시 재활용해야 합니다K 순환하는 화살표는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
다는 것을 나타냅니다K 레이블 또는 제품의 날짜 코드는 제조일자를 나타
냅니다K
중국 ooep 로고K 해당 장치는 최대 농도값을 넘는 독성 및 위험 물질 또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입니다K
사용 지침을 참조하십시오K

압궤 손상 위험

북미의 qrs oheinl~nd에 대한 cqrsus 마크K

바코드 판독기로 스캔하여 고유 장치 식별자ErafF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 기호K

환경 위험

bthernet 연결

폭발 위험

눈 부상 위험

화재 위험

가연성 화학물질 위험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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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용어집

기호

설명
파손 위험

퓨즈

ez

eertz
국제 안전 기호 "주의I 감전 위험"Efpl PUSQF 또는 고압 기호K
주 커버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pCfbu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감전을 예
방하십시오K
고온 표면 위험

체외 진단 장치

이온화 방사선 위험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K
비에 노출하지 마십시오K
상대 습도가 VVB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K
수직으로 유지하십시오K

열상L절단 위험

레이저 방사선 위험

리프팅 위험

자기 위험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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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용어집

기호

설명
제조업체

움직이는 부품 위험

핀치 위험

가압 가스 위험

보호 접지E접지F
자상 위험

반응 화학물질 위험

일련번호

독성 화학물질 위험

시스템을 SSkm~~NMPkm~ 내에서 운송 및 보관하십시오K

시스템을 TRkm~~NMNkm~ 내에서 운송 및 보관하십시오K

지정된 최소EminF 및 최대EmaxF 상대 습도E비응축F 수준 내에서 시스템을
운송 및 보관하십시오K
시스템을 -PM°C~HQR°C 내에서 운송 및 보관하십시오K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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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용어집

기호

설명
시스템을 -PMC~HSM°C 내에서 운송 및 보관하십시오K

rpB OKM 연결
rpB PKM 연결
자외 방사선 위험

sA

볼트 암페어E전력F

s

볼트E전압F
tbbbK 장비를 분류되지 않은 지역 폐기물로 폐기하지 마십시오K 환경 위
험

t

와트
yyyy-mm-dd
제조일자

TM

Ionarive

SO L S4

Turbo s Ion pource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문의하기

고객 교육
• 북아메리카W kAKCustomerqr~ining]sciexKcom
• 유럽W buropeKCustomerqr~ining]sciexKcom
• 유럽 연합 및 북미 이외 지역의 연락처 정보는 sciexKcomLeduc~tion을 참조하십시오K

온라인 학습 센터
qM

• pCfbu rniversity

pCIbu 지원
pCfbu 및 전 세계 대리점은 충분히 교육을 받은 서비스 및 기술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K
이 전문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 또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에 답변해 드립니다K 자세
한 정보는 sciexKcom에서 pCfbu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문의하십시오K
• sciexKcomLcont~ct-us
• sciexKcomLrequest-support

사이버 보안
pCfbu제품에 대한 최신 지침과 관련해I sciexKcomLproductsecurity를 방문하십시오K

문서
본 문서의 이 버전은 모든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K
본 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려면 Adobe Acrob~t oe~der가 필요합니다K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시
려면 httpsWLLgetK~dobeKcomLre~der로 이동하십시오K
소프트웨어 제품 문서에 대해 알아보려면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설치 가이
드 또는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K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TM

Ionarive

Turbo s Ion pource

SP L S4

문의하기

하드웨어 제품 문서에 대해 알아보려면 시스템 또는 구성품과 함께 제공되는 Customer oeference
asa를 참조하십시오K
문서 최신 버전은 pCfbu 웹사이트 sciexKcomLcustomer-docu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K
참고: 본 문서의 무료 인쇄 버전을 요청하려면 sciexKcomLcont~ct-us로 문의해주십시오K

TM

Ionarive

S4 L S4

Turbo s Ion pource

작업자 안내서
orl-fas-MR-SNQS-h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