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pCfbu를시스템공급업체로선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K액체크로마토그래피-qlc질량분광
분석법기능이구현된 pCfbu uRMMo nqlc및 pCfbu uRMM_ nqlc시스템을지원하는
pCfbu lp OKM소프트웨어와 pCfbu qriple nu~dqj TRMM iC-jpLjp시스템 – nqoAm® oe~dy
를제공하게되어기쁘게생각합니다K또한 pCfbu lp OKM을사용하면 An~lyst®

소프트웨어버
전 NKSKO이상또는 An~lyst® qc소프트웨어버전 NKTKN이상을운영하는삼중사중극자I nqoAm®

및 qripleqlc®
소프트웨어에서획득한데이터를처리할수도있습니다K

이문서에서는소프트웨어의기능에대해설명합니다K소프트웨어에익숙해지면이릴리스노
트를참조용으로보관하는것이좋습니다K

OKM버전의새로운기능
이절에서는 pCfbu lp OKM의향상된기능및수정사항에대해설명합니다K이전릴리스의
pCfbu lp에대한향상된기능및수정사항을보려면해당버전의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된
릴리스노트를참조하십시오K

OKM버전의새로운기능
획득기능

• pCfbu qriple nu~dqj TRMM시스템 – nqoAm® oe~dy지원W

• jp jethod작업영역에삼중사중극자및 ifqE선형이온트랩F스캔유형이새로추가되
었습니다K

• 화합물정량화및정성화를위해 faAE정보종속획득F를지원합니다K

• 실험반복및예약을지원합니다K

• jp jethod작업영역에서이온화예약을지원합니다K
이기능을사용하면오염위험을낮추어질량분석계중단시간을줄일수있습니다K이
기능이활성화되면 ppr~y volt~ge또는 kebulizer current가지정된기간중에만방법
에지정된값으로설정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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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heduled jojqj알고리즘에대한향상된지원
pcheduled jojqj알고리즘에추가된고급기능W

• 어큐지션메소드의각전이에대해획득범위를구성할수있습니다K사용자는머무름시
간에서변동이크거나 iC피크가광범위한화합물에대한개별범위를조정하여실험의
머무름시간견고성을향상시킬수있습니다K

• 분석물질에대한여러전이를일차전이또는이차전이로레이블을지정할수있습니다K
일차전이는획득범위전체에서모니터링되지만이차전이는일차전이가트리거임계
값에도달한후에만모니터링됩니다K

• 이차전이트리거를위해 a_pEayn~mic _~ckground pubtr~ctionF를지원합니다K

• 각전이에필요한지속시간을지정할수있습니다K

• 처리방법에서가져오기를통해 jp방법의머무름시간을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K

• 라이브러리에서질량표로전이를가져올수있습니다K

• 대화식요약플롯이제공되어시간에대한 joj색인I joj동시성I예상주기시간및
지속시간을표시합니다K

• 화합물최적화도구자동화W

• jp jethod작업영역에서 cfAE흐름주입분석F를사용한화합물최적화를지원합니다K

• jpP방법에대한최적화를지원합니다K

• 질량분광분석법조정자동화W

• jp qune작업영역에서삼중사중극자및 ifq스캔유형을조정할수있습니다K

• 검출기전압을최적화할수있습니다K

• _~tch작업영역개선W

• _~tch작업영역에서최대 QIMMM개의구성요소농도를지원하도록탭레이아웃이개선
되었습니다K

• 방법마이그레이션W

• pCfbu lp에서사용하기위해 An~lyst®
소프트웨어어큐지션메소드의 jp매개변수를

변환할수있습니다K

• pCfbu TRMM시스템데이터를 An~lyst®
소프트웨어에서정량화모드로처리할수있습니

다K

• 분석라우팅을위한결정규칙W

• 지정된분석결과에대한수정조치를정의하기위해 _~tch작업영역에서결정규칙을
지원합니다K이기능을사용하면샘플배치를획득하는동안실시간으로샘플제출을결
정할수있습니다K

orl-fas-MP-NUON-hl-kOMOM년 U월O L 4P

pCfbu lp OKM릴리스노트



• iC지원W

• phim~dzu iC-QM모듈을지원합니다K

• phim~dzu jikros펌프를지원합니다K
지원되는모듈의전체목록은소프트웨어설치안내서를참조하십시오K

• 조정중통합형주사기펌프의자동중지및시작

처리기능

• 계산된열에사용할새 dbqpqAq함수추가
이함수를사용하여 oesults q~ble에선택한통계열Eje~nI pt~nd~rd aevi~tion및 mercent
CsF을표시할수있습니다K

• 사용자는미리정의되거나사용자가정의한여러플래그지정규칙을기반으로결과를평가
하는결합플래그지정규칙을생성할수있습니다K결합규칙은 oesults q~ble에열로추가
되며규칙에지정된결과값을포함합니다K

• pLkE신호대노이즈F계산을위한새로운옵션추가W

• 피크대피크W지정된배경영역에서최대노이즈값과최소노이즈값을감산하여노이즈
를계산합니다K신호대노이즈는검출된피크높이를이노이즈값으로나눈비율입니다K

• 표준편차W노이즈를지정된배경영역에있는데이터요소의표준편차로계산합니다K신
호대노이즈는검출된피크높이를이노이즈값으로나눈비율입니다K

OKM에서수정된문제
An~lytics작업영역

• An~lytics작업영역에서머무름시간범위가잘못되었습니다K Ejn-SOORF

• pt~tistics창에서잘라내기및붙여넣기기능이작동하지않습니다K Ejn-SPOPF

• 이제 oesults q~ble에서 fndex열을숨길수있으므로내보내는동안표시하지않을수있습
니다K

• 새로추가된 Cre~te reports in ~ll form~ts권한으로보고서출력을제어합니다K이권한이
있는사용자는지원되는모든형식으로보고서를출력할수있습니다K이권한이없는사용
자는 mac형식으로만출력할수있습니다K

• 라이브러리결과와일치하는샘플의경우다른일치항목을선택하면 iibr~ry Confidence
플래그가업데이트되지않았습니다K E_iq-ONSNF

• 사용자가 fniti~te qr~nsfer to t~tson ifjp를클릭하면 An~lyst®
소프트웨어가열립니다K

이문제는 An~lyst®
소프트웨어가jixed jode에맞게구성되어있고 An~lyst® Administr~tor

Console을사용하는경우에발생했습니다K E_iq-ONSOF

• rsLaAa데이터가포함된데이터파일의경우데이터파일의첫번째실험에 rsLaAa압력
트레이스가있으면데이터파일을처리방법에사용할수없습니다K Ejn-TTM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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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h작업영역

• 사용자가배치에서 iC방법을변경한경우주입량이새 iC방법의값으로업데이트되지않
았습니다K사용자가주입량값을삭제한후새 iC방법을다시선택해야했습니다K
Elkvu-OVSSF

a~t~ Acquisition패널

• a~t~ Acquisition패널에표시된제목에일부정보가없습니다K Eap-PNPQLlkvu-SONVF

rser j~n~gement작업영역

• Cre~te report to mac only권한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습니다K이권한을선택하면사용
자가모든형식의보고서를생성할수있습니다K선택하지않으면사용자가보고서를생성
할수없습니다K이권한은 Cre~te reports in ~ll form~ts로대체되었습니다K E_iq-NVNPF

iibr~ry작업영역

• 사용자가 iibr~ry작업영역을열려고하면 Cle~rCoreO오류가발생했습니다K Elkvu-SOQQF

jp qune작업영역

• 어큐지션메소드가열려있는경우I대기열에서샘플이대기중인경우및획득중에사용자
가기기설정을복원할수있었습니다K EACn-POTQF

장치

• 간헐적으로비통합밸브와의통신이실패하고오류가발생했습니다K E_iq-NTMPF

설치

• nueue작업영역에서샘플이대기중이거나획득중일때 pCfbu lp를제거할수있습니다K
E_iq-NPQNF

• 컴퓨터이름이사용자이름과동일하면 pCfbu lp를설치하지못했습니다K E_iq-NNQOF

사용시참고사항및알려진문제

사용시참고사항
• tindows업데이트를수행할때선택적업데이트는소프트웨어기능에영향을미칠수있으
므로설치하지않아야합니다K필수업데이트만설치하십시오K업데이트설치는시스템이
데이터획득중이아닐때수행되도록예약하십시오K

• 사용자에게기본프로젝트에대한읽기권한이없으면 pCfbu lp를열려고할때오류가발
생할수있습니다K Elkvu-PNPNF

• 작업영역이많이열려있거나많은수의전환을처리중이면시스템성능이느려질수있습
니다K Elkvu-OP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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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이전버전의 pCfbu lp에서생성된배치를열면 fnjection solume필드가자동으
로채워지지않습니다K사용자가배치의각iC jethod필드를클릭해야합니다K Elkvu-OVSTF

• 배치가시작되면 pCfbu lp가tindows업데이트설치I tindows aefender바이러스검사
Etindows NMF및 pym~ntec bndpoint바이러스검사Etindows TF를중지합니다K업데이트
및바이러스검사는데이터획득이수행되지않을때실행하도록예약하십시오K

• 성능문제또는데이터손상을방지하기위해샘플획득중에는조각모음이나디스크정리
와같은컴퓨터유지보수절차를수행하지않아야합니다K

• 네트워크획득중에 Cle~rCoreO서비스가중단되면그당시획득중인샘플의부분샘플데
이터가데이터파일에기록되지않습니다K로컬획득중에서비스가중단되면부분샘플데
이터가데이터파일에기록되지만손상된것으로표시됩니다K Cle~rCoreO서비스가중단되
면자동트리거된처리및결정규칙처리도실패합니다K

• 다음방법을사용하면네트워크리소스로획득하는동안 bxplorer작업영역에서실시간으
로데이터를볼수있습니다K

• pCfbu lp창의아래쪽에있는 a~t~ Acquisition패널을엽니다K

• nueue작업영역에서획득중인샘플을두번클릭하여엽니다K
Eap-NUTP F

참고W샘플이 bxplorer작업영역에열려있으면샘플이네트워크리소스로이동된후 ?cile
not found?메시지가표시됩니다K

• pCfbu lp OKM에서생성된데이터파일은 pCfbu lp버전 NKPKN이하에서획득한데이터파
일에추가할수없습니다K Eap-NVPNF

• 사용자는 _~tch작업영역에서샘플에대한새결과파일을지정할때처리방법도지정해야
합니다K처리방법을지정하지않으면 nueue작업영역의 mrocessing jethod열에
Gbmbedded jethodG가포함되고자동처리가실패합니다K Elkvu-QUSQF

• 결과파일을 An~lyst a~t~경로에지정하면사용자가하위폴더를생성할수없고기존폴더
만선택해야합니다K Elkvu-QVSOF

• 사용자에게bxplorer작업영역에대한액세스권한이없으면nueue작업영역에서C~libr~tion
보고서를열수없습니다K Elkvu-PQMNF

• pCfbu lp의 An~lytics작업영역에서jultinu~ntqj소프트웨어파일EqmethodI qsession및
csetF을열거나사용할수없습니다K하지만텍스트파일로내보낸 jultinu~ntqj소프트웨어
방법을 An~lytics작업영역으로가져올수는있습니다K

• 소프트웨어에서는선택된회귀매개변수EAre~또는 eeightF를사용하여이온비를계산하지
않습니다K oesults q~ble의첫번째구성요소에정의된회귀매개변수를사용하여 oesults
q~ble의모든구성요소에대한이온비를계산합니다K Ejn-RRQSF

• 비표적워크플로의경우 oesults q~ble은 NRMIMMM개의행으로제한되어야합니다K oesults
q~ble이이크기를초과하면 pCfbu lp성능이크게저하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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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e~k통합알고리즘을사용할경우사용자는특정 oesults q~ble내의구성요소컨텍
스트에서계산된모든매개변수를고려해야합니다K소프트웨어에서각구성요소에대한
Autome~k모델을생성하고구성요소의모든샘플에이모델이사용됩니다K계산된Autome~k
Asymmetry매개변수는특정구성요소의기울기대 Autome~k모델의기울기비율을보여
줍니다K E_iq-OMPMF

• 현재오디트맵템플릿이워크스테이션에적용되어있는경우에도 Apply to torkst~tion
버튼이활성화됩니다K현재워크스테이션에오디트맵템플릿이적용되어있는지확인하려
면 Audit qr~il작업영역을여십시오K Elkvu-PQMMF

일반문제

참고사항문제

이문제는 jicrosoft ump siewer가컴퓨터에설치
되지않은경우에발생합니다K뷰어는 pCfbu lp설
치패키지에포함되어있습니다K다음단계를수행
하여설치하십시오K
NK 관리자로 Comm~nd mrompt를실행합니다K

~K tindows작업표시줄의 qype here to
se~rch필드에 cmd를입력합니다K

bK Comm~nd mrompt를마우스오른쪽버튼
으로클릭하고 oun ~s ~dministr~tor를클
릭합니다K

OK Administr~torW Comm~nd mrompt창에서다음
명령을입력한후 bnter키를누릅니다K
dism Lonline Lnorest~rt L~dd-p~ck~ge
Lp~ck~gep~thW"CWymrogr~m
cilesypCfbuypCfbu
lpyjicrosoft-tindows-ups-ups-siewer-lpt-
m~ck~ge~PNbfPURS~dPS4ePR~~mdS4~~Kc~b"

참고W전체명령을한줄에입력하십시오K

ump siewer가설치되면진행률표시줄이나타
납니다K

PK 설치가완료되면 Comm~nd mrompt창을닫습
니다K

사용자가jp qune작업영역I조정중또
는 jp jethod작업영역에서 duided
joj을사용하여생성된보고서파일
ExpsF을열수없습니다K tindows에서이
유형의파일을열수없습니다K

pCfbu lp를다시여십시오KpCfbu lp를영어외의언어로구성된컴
퓨터에설치하면pCfbu lp를처음열때
오류가표시됩니다K E_iq-UV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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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문제

참고사항문제

컬럼오븐의tAfq qfjb을수동으로 M으로설정한
경우시스템을평형화하고컬럼오븐이설정온도에
도달하면 NM ~ NR분동안기다린후샘플을제출하
십시오K또는tAfq qfjb을 N에서 NM사이의정수
값으로설정한후 iC방법에서t~it for
temper~ture equilibr~tion before run을선택할
수도있습니다K이옵션을선택하고컬럼오븐이설
정온도에도달하면소프트웨어에서주입을시작하
기전에 tAfq qfjb에지정된시간동안기다립니
다K

컬럼이설정온도에도달하기전에주입
이시작됩니다K

아직높은처리량설정은지원되지않습니다KAgilent iCW오토샘플러에서높은처리량
설정이지원되지않습니다K EACn-ROVF

샘플제출전에하위장치가꺼진경우 iC시스템상
태가 c~ult여야하는데 pt~ndby상태로전환됩니다K
사용자가배치를대기열에다시제출하려고하면첫
번째샘플이제출되지만 iC시스템이 c~ult상태로
전환되고샘플이손상되어즉시실패합니다K이문
제가발생하면컴퓨터를다시시작하고소프트웨어
를다시여십시오K

phim~dzu iCW장치가복구되는동안에
장치상태가잘못표시됩니다K
EACn-NQNMF

iC가 c~ult상태일때 airect Control장치를열고
Cle~r brror를클릭하면장치는복구되지만소프트
웨어에는 c~ult상태가계속표시됩니다K이오류를
해결하려면상태패널에서 pt~ndby를클릭하십시
오K

phim~dzu iCW airect Control를통해오
류가해결되었지만장치신호등이 c~ult
상태에서업데이트되지않습니다K
EACn-NQOMF

시스템의올바른작동을확신하기위해서는장치를
끄거나활성화된장치목록과일치하는장치를켜야
합니다K

Agilent iCW연결및켜진장치가활성화
된장치목록의장치와일치하지않는경
우 iC방법이올바르게실행되지않습니
다K EACn-NTNSLOMSOF

예상되는배치지속시간이일반적인정상범위를
벗어날수있습니다K이문제를방지하려면 NOKRez
미만의샘플링빈도를사용하십시오K

phim~dzu iCW샘플링빈도가 NOKRez를
초과하는경우 phim~dzu maA를사용하
여긴배치를실행하면성능이저하됩니
다K EACn-OMPTF

iC방법 rs검출기섹션에서극성을음극으로설정
하면이문제가발생합니다K이문제를방지하려면
극성필드에양극설정을사용하십시오K

phim~dzu iCW두개의 rs채널을사용
하면rs데이터가뒤바뀌어획득됩니다K
EACn-OMQOF

T L 4POMOM년 U월orl-fas-MP-NUON-hl-k

pCfbu lp OKM릴리스노트



참고사항문제

압력감소는주입루프가유량경로로전환될때발
생합니다K압력은 R초마다샘플링되므로주입루프
가전환될때마다압력감소가표시되지않을수도
있습니다K이문제는성능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K

몇개의샘플을처리한후압력그래프에
서원래압력으로돌아가기전에잠시압
력이 M으로떨어지는것으로나타납니다K
EACn-OMQPF

이문제가발생하는경우 pt~ndby를클릭하면장치
가복구됩니다K

Agilent iCW균형유지중사용자가샘플
링을중단하면Agilent iC는 c~ult상태로
전환됩니다K EACn-ONQOF

이문제가발생하는경우 pt~ndby를클릭하면 iC
가 oe~dy상태로돌아갑니다K

Agilent iCW하위장치가오류로부터복구
되었고 oe~dy상태인데도 Agilent iC에
c~ult상태로표시됩니다K EACn-ONQQF

이문제를방지하기위해 iC방법기간의ptop qime
필드값은 iC방법이실행되어야하는최장시간이
어야합니다K

iC방법의 iC펌프또는컬럼오븐온도
표에대한기울기표의지속시간이 jp
방법의지속시간보다긴경우I jp방법
지속시간이만료되면 iC장치의실행이
중단됩니다K EACn-ONSTLOMUUF

이문제를방지하려면 maA장치에대해올바른매
개변수가사용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K

phim~dzuLbxioniC iCW maA기본매개
변수는 iC방법에어떻게액세스하는가
에따라달라집니다K EACn-ONTSF

Agilent iC와관련된문제입니다K이문제를방지하
려면쉼표를소수점구분기호로사용하여수동으로
유속을입력하십시오K

Agilent iCW iC기울기그리드의유속이
복사되면소수점구분기호로서의쉼표
가무시됩니다K EACn-ONVNF

이문제를방지하려면오류를모두해결하고 Agilent
장치를껐다가다시켭니다K

Agilent iCW작동중에장치가 c~ult상태
가되는경우해당상태가제대로반영되
지않습니다K EACn-ONVRF

장치를직접추가하면경우에따라 qest device기
능이작동하지않을수있습니다K이문제를방지하
려면장치를추가할때 Autoconfig를사용하십시
오K

몇몇경우에는장치를직접추가할수없
습니다K EACn-PMNQF

pCfbu qriple nu~dqj TRMM시스템 – nqoAm® oe~dy
는교정물질전달시스템및접점폐쇄옵션을지원
하지않습니다K

사용자가지원되지않는장치및옵션을
구성할수있습니다K E_iq-NTQMF

획득중이더넷케이블이끊긴경우획득이중단되
고시스템은 c~ult상태로전환됩니다K이더넷케이
블이다시연결된후추가획득을시도하면획득과
정이완료되고실시간화면업데이트가중단되지만
시스템은oun상태를유지합니다K이문제가발생하
면장치프로필을재활성화하십시오K

획득중 jp통신실패에서복구된후시
스템은 oun상태로유지됩니다K
EjpCp-QP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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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이문제가발생하면airect Control에서pt~rt를클릭
하여Cap상태를 c~ult에서ounning으로변경한후
Cap의 c~ult상태를취소하십시오K

장치E예W CapF가 c~ult상태로전환된경
우시스템에서오른쪽상태패널의
pt~ndby버튼이활성화되지않아사용
자가오류를해결할수없습니다K
EjpCp-NPNQF

질량분석계가 oe~dy또는 fdle상태가되면장치를
다시활성화하십시오K

질량분석계가활성화되지않거나 c~ult
상태로활성화되는경우질량분석계질
량모드가표시되지않습니다K
EjpCp-OMSRF

pCfbu lp NKT을설치한후 Cle~rCoreO서비스를
중지한다음I pCfbu lp OKM설치패키지의 fnst~ll
폴더에서CHH재배포가능패키지Evc_redisGKexeF를
설치하십시오K

pCfbu lp OKM에서 pCfbu lp NKT로다
운그레이드한후사용자가 aevices작업
영역에서 uRMM nqlc시스템을구성할
수없습니다K EjpCp-OOUSF

이문제는tindows지역설정이 bnglish Ernited
pt~tesF이외의형식으로설정된경우에발생합니
다K이오류를방지하려면소프트웨어설치안내서
의지침에따라tindows를구성하십시오K

iC시스템의 aevice aet~ils대화상자에
정보가없습니다K Elk-OMSVF

이문제는다음옵션중하나또는둘모두가선택되
어있을때샘플바이알이없으면발생합니다K
• nueue pettings페이지의 ff ~ s~mple is

missingI then proceed to the next s~mple

• airect Control대화상자의 fgnore missing
vessel

이두옵션이모두선택되어있지않으면시스템이
c~ult상태가되고샘플이실패합니다K

이오류를방지하려면두옵션을모두해제한다음
모든바이알이있는지확인하십시오K

Agilent iCW샘플바이알이없는데도시스
템이바이알누락을인지하지못하고공
기를주입합니다K Elkvu-QUQVF

Apex및 All in me~k스펙트럼모드는지원되지않습
니다K다른모드를사용하십시오K

Agilent iCW스펙트럼모드를 Apex또는
All in me~k로설정할경우 Agilent
dTNON_ NOSM fnfinity ff cia ppectr~모
듈의실시간 aAa데이터가기록되지않
습니다K Elkvu-QVVUFK

pign~l A bxcit~tion이 wero lrder로설정되어있으
면 mjq d~in을 S이하로설정하십시오K

Agilent iCW pign~l A bxcit~tion이 wero
lrder로설정되고 mjqE광전자증배기F
d~in이 S보다크게설정된경우 Agilent
dTNON_ NOSM fnfinity ff cia ppectr~모
듈이사용중일때시스템이 io~ding또
는 bquilibr~ting상태로유지됩니다K
Elkvu-QVV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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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해당없음사용자가 iC jethod작업영역에서 cN
키를누르면 pCfbu lp도움말시스템과
iC시스템도움말이모두열립니다K
Elkvu-TNQVF

이문제는사용자가어큐지션컴퓨터를로그오프하
지않고 oemote aesktop세션의연결을끊었다가
다시연결하는경우에발생합니다K이문제를방지
하려면다음방법중하나를사용하십시오K
• 어큐지션컴퓨터를로그오프한후다시로그온합
니다K

• oemote aesktop어플리케이션에서 cull pcreen
jode를사용합니다K

• 어큐지션컴퓨터의해상도를수정합니다K

• 어큐지션컴퓨터에서세부상태를직접확인합니
다K

oemote aesktop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
여어큐지션컴퓨터에액세스하는경우
다음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K

• iC jethod작업영역에서일부매개
변수가표시되지않습니다K

• iC시스템의 aet~iled pt~tus대화상
자에서일부 iC매개변수가표시되지
않습니다K

Elkvu-TNRPLlkvu-UMQULlkvu-UNURF

오토샘플러의키패드컨트롤을사용하거나 iC방법
에이러한기능을포함하십시오K

phim~dzu iC-QMW aevice Control대화
상자의 murgeI oinse및 Cooler버튼이
활성화되지않습니다K Elkvu-TTMOF

해당없음최대압력제한에도달할경우 phim~dzu
kexer~ jikros iC펌프가 c~ult상태로
전환되지않습니다K Elkvu-TTVQF

다음샘플이실행될때까지기다린후 aet~iled
pt~tus대화상자를다시열어 qime을확인하십시
오K

시스템이평형화및로드중상태일경우
디버터밸브의aet~iled pt~tus대화상자
에서 qime값이올바르지않습니다K
Elkvu-TUPNF

iC시스템성능은영향을받지않지만데이터파일I
로그및오디트트레일에서펌프가잘못식별됩니
다K

phim~dzu kexer~ jikros iC펌프가장
치구성에서 iC-OMA_펌프로잘못식별
됩니다K Elkvu-UMPMF

bxplorer작업영역에서이구성으로획득한데이터
를처리할때 mrocess > lffset Chrom~togr~m명
령을사용하여총오프셋을 MKO분으로설정하십시
오K

Agilent aAa가 phim~dzu iC스택에연
결될때 aAa트레이스와 jp트레이스
사이에 MKO분정도지연이발생합니다K
Elkvu-UNOMF

An~lytics작업영역에는데이터가올바르게표시됩
니다K

장치구성에채널모드에서데이터를획
득하도록구성된검출기가포함되어있
고획득한데이터에중복파장이있는경
우 a~t~ Acquisition패널및 bxplorer작
업영역에표시된파장데이터가올바르
지않습니다K Elkvu-UPU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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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ml~te i~yout대화상자에플레이트이름을올바르
게표시하려면배치를저장한후다시여십시오K

phim~dzu iC-QMW ml~te i~yout대화상
자에서사용자가여러플레이트로랙유
형을구성하는경우플레이트구성을완
료하고다음플레이트를선택하면구성
된플레이트의이름이 <rn~ssigned>로
변경됩니다K Elkvu-UQQNF

조정절차를시작하기전에주사기펌프를수동으로
시작하십시오K

조정중에 pCfbu lp에서외부주사기
펌프가자동으로시작및중지되지않습
니다K Elkvu-UQR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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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문제

참고사항문제

이문제를방지하려면 RMM개가넘는많은수의
화합물이포함된 jp방법을사용하여데이터
를획득하는경우대기열에서활성 oesults
q~ble파일을열지마십시오K

획득또는처리중에활성 oesults q~ble파일
이열리면자동트리거된샘플처리가중단될
수있습니다K이문제는 jp방법에많은수의
화합물I즉 RMM개가넘는화합물이포함된경
우에만발생합니다K이경우에는구현된모든
결정규칙도중단됩니다K Elkvu-UTPPF

이문제를방지하려면 mac~ctory옵션대신
ump옵션을사용하여인쇄하십시오K

_~tch및 nueue작업영역에서 mac~ctory옵
션을사용한인쇄물에다음과같은문제가있
습니다K
• mac~ctory에서생성된 oeports에는방법
이름I샘플이름I샘플 faI바코드등숫자와
이름의숫자값이포함되지않습니다K
Elkvu-OOPSF

• 다른국가별설정을사용하는경우날짜와
시간이표시되지않습니다K EACn-OTMMF

• mac~ctory를이용해분리되어있는몇개
의행만인쇄할경우행인덱스가비어있습
니다K EACn-OTMNF

• EuRMM nqlc시스템F배치생성중에
Auto-C~libr~te옵션을선택하는경우
C~libr~tion p~mple crequencyI Cap
Ch~nnel및 si~l mositionE교정물질전달에
iC를선택한경우F값이누락됩니다K
EACn-OUMQF

• ump및 mac~ctory를가로모드로사용하
여보고서를인쇄하면예상대로작동하지
만 mac~ctory를세로모드로사용하면첫
번째페이지의마지막두열이생략되고배
치인쇄시간이잘립니다K EACn-NOTRF

이문제가발생하면소프트웨어를다시시작하
십시오K

다른프로젝트에서방법을복사한경우 _~tch
작업영역의사용가능한 jp및 iC방법목록
이완전하지않습니다K EACn-ONOTF

이문제를방지하려면셀간에이동할때 q~b
키를사용하지마십시오K셀의전체내용을제
거한후 a~t~ cile을다시입력합니다K

a~t~ cile이셀가운데에있고사용자가 phift
H q~b을눌러다음셀로이동하는경우오류가
표시되고배치를제출할수없습니다K
EACn-ONP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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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ptAqe®
및 joj eo방법을사용한수동획

득중사용자인터페이스에서이온소스가스
및온도매개변수를편집할수있습니다K그러
나사용자가변경한내용은질량분석계에업
데이트되지않으며해당샘플에대한샘플정
보에기록되지않습니다K

EuRMM nqlc시스템F이온소스매개변수가
질량분석계로업데이트되지않습니다K
EACn-ONTTF

이문제를방지하고오류를해결하려면 airect
Control기능을사용하여주사기를시작하십시
오K

pt~ndby를선택하면 e~rv~rd주사기펌프가
c~ult상태로전환됩니다K EACn-ONVPF

이문제가발생하면 iC에서오류를해결하고
장치를비활성화했다가다시활성화하십시오K

iC가 c~ult상태로전환된후 iC를활성화할
수없습니다K EACn-OOMTF

이문제를방지하려면오토샘플러 qime프로
그램표에주입이벤트를추가하지마십시오K

phim~dzu iC가사용되면오토샘플러 qime프
로그램표에주입이벤트가있는경우주입을
수행할수없습니다K EACn-OOQOF

이문제가발생하면장치를비활성화했다가다
시활성화한후 pt~ndby를클릭하십시오K

질량분석계가 c~ult상태로전환되면서시스
템이복구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K
EACn-OORMF

이문제가발생하면필요에따라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하십시오K새이온소스나프로브에
대한필수매개변수가아닌경우이러한매개
변수는사용할수없습니다K

이온소스또는프로브가변경된후jp jethod
작업영역에열려있는방법에서다른방법으
로전환할때필수매개변수가저장되지않습
니다K EACn-OOSOF

다음과같은작업을수행할경우 rf에표시된
일부열이인쇄되지않습니다K
NK joj eo방법생성

OK 스캔일정적용

PK 고급매개변수표시선택

QK 방법저장후인쇄

이문제를방지하려면용지크기를편지지크
기보다크게변경하십시오K

rf에표시된일부열이인쇄되지않습니다K
EACn-OSNNF

문제를방지하려면매개변수램핑결과를
joj eo생성기에서확인하십시오K a~t~
Acquisition패널을사용하지마십시오K

음극성에서joj eo생성중소프트웨어에서
Cb매개변수를램핑할경우실시간 a~t~
Acquisition패널에스펙트럼데이터가표시되
지않고 u축배율이양성모드로표시됩니다K
EACn-OTO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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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문제를방지하려면다음중한가지방법을수
행하십시오K
• jp jethod작업영역에서수동획득을완
료한후사용자가교정샘플없이배치를제
출하면샘플간교정이예상대로작동합니
다K배치의첫번째샘플이후속샘플교정
을위한참조목록을생성하는데사용됩니
다K

• 수동획득이진행되는동안사용자가교정
샘플과함께배치를제출하면샘플간교정
이예상대로작동하고질량정확도드리프
트가관찰되지않습니다K

EuRMM nqlc시스템F수동조정에서사용자가
교정샘플없이ECap또는 iC자동교정없음F
배치를제출하는경우수동jp방법획득에서
얻은이온이첫번째샘플과배치의모든후속
샘플에대한샘플간 a_C참조목록으로사용
됩니다K수동획득에사용된 jp방법과배치
에제출된방법간에질량범위I극성등이일
치하지않을경우배치의모든샘플에대한질
량정확도드리프트로인해샘플간교정에실
패합니다K EACn-OUPQF

pCfbu lp는최대 RMM개의요소를지원합니
다K사용자가 RMM개이상의요소를배치에추
가해도오류는보고되지않습니다K하지만I사
용자가배치를닫고다시열면오류메시지가
표시됩니다K

EuRMM nqlc시스템F사용자가구성요소수
가 RMM개를초과하는배치를생성할수있습니
다K EACn-PMTPF

방법을닫았다가다시여십시오Kjp방법을열었을때 mrint버튼을사용할수
없습니다K EACn-PPMNF

어큐지션메소드에서가져온정보에는소수점
둘째자리까지의질량정확도가포함됩니다K
처리방법에서질량정확도계산에사용된수
식은소수점넷째자리까지의정확도로결과를
도출합니다K따라서두방법간결과가일치하
지않을수있습니다K

어큐지션메소드와처리방법에서가져오기
작업을수행하는동안비일관적동작이발생
하여신뢰할수없는적격여부결과가도출됩
니다K E_iq-OUQF

방법을저장하고닫았다가다시여십시오KEuRMM nqlc시스템F joj eo방법의경우
jp jethod작업영역에서방법기간이변경
될때머무름시간의유효성이확인되지않습
니다K E_iq-VSNF

배치안정성을높이려면 aAa를신호모드에
서사용하십시오K

스펙트럼모드에서aAa를사용하여데이터를
획득할때배치가실패합니다K E_iq-VTUF

이문제를방지하려면 aAa획득빈도를줄이
거나획득완료후데이터를검사하십시오K

aAa패널의실시간업데이트가방법에서선
택한반응시간보다느릴수있습니다K
Eap-UR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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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획득과정에서복합데이터를처리하는동안
queue의샘플이성공적으로획득되고 queue
는다음샘플로옮겨졌지만해당샘플이실패
로표시될수있습니다K이문제가발생해도샘
플과데이터파일에영향을주지않으므로탐
색또는처리작업에사용할수있습니다K대기
열아이콘을새로고치려면소프트웨어를다시
시작하십시오K

데이터가성공적으로획득되었지만대기열의
샘플이실패로표시될수있습니다K Eap-NMNSF

사용자가획득을실행하거나다수의실험이포
함된데이터를처리할때지연이발생합니다K
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이문제를해결할수
있습니다K
• 데이터획득대상실험의수를줄입니다K

• oesults q~ble생성에사용되는실험수를
줄입니다K

• oesults q~ble생성과데이터획득을동시
에수행하지마십시오K

oesults q~ble생성시실시간업데이트가지
연되는경우가있습니다K Eap-NMQOF

이문제를방지하려면 bxplorer작업영역을사
용하여획득후데이터를검사하십시오K

실시간rs데이터획득과정에서utC그래프
와 qtC그래프의피크레이블링이일치하지
않습니다K Eap-NOSOF

이문제가발생하면소프트웨어를다시시작하
십시오K

a~t~ Acquisition패널에이전에획득한샘플이
표시됩니다K Eap-NPUQF

이러한필드는현재소프트웨어버전에서다시
정의되었습니다K해당필드를다시채우십시
오K

Agilent iCW pCfbu lp NKO이하를사용하여생
성된배치를열면 o~ck codeI o~ck position
및 ml~te code같은 iC정보가누락됩니다K
Eap-ONUSF

이문제가발생하면 airect Control대화상자
에서t~sh모드옵션의선택을취소하십시오K

EuRMM nqlc시스템F소프트웨어에서응답을
멈춘후 Cap가t~sh모드로유지됩니다K
EjpCp-SSSF

AmCf프로브를사용하면이온소스가스 O설
정값을지정해야한다는사용자메시지가표
시됩니다K사용자메시지에표시된이온소스
가스 O설정을무시하십시오K

사용자메시지에이온소스가스 O설정이포
함되어있습니다K EjpCp-VQPF

이오류는획득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K오
류메시지에서취소를선택하고획득을계속
진행합니다K

프로브가변경되면잘못된메시지가표시됩니
다K EjpCp-V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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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이문제를방지하려면joj eo방법에서 qlc
jp실험을삭제하지마십시오K

EuRMM nqlc시스템F joj eo및 ptAqe®

방법또는 joj eo및 faA방법으로데이터
를획득하는동안 qlc jp실험이삭제되면
획득이중단됩니다K EjpCp-NMRVF

sjoj트리거와함께 pcheduled jojqj알고
리즘을사용하는 faA조사스캔에서는포함목
록을사용하지마십시오K

sjoj트리거와함께 pcheduled jojqj알고
리즘을사용하는조사스캔의 faA방법에서
fnclusion list가사용되지않습니다K
EjpCp-OOTMF

• 반복된pcheduled jojqj알고리즘실험에
서 sjoj트리거를해제하십시오K faA강
도임계값이joj조사스캔의후보질량에
적용됩니다K

• 대신pcheduled jojqj알고리즘을사용하
도록joj조사스캔을변경하고관심화합
물의머무름시간을 M으로설정하십시오K
faA강도임계값이조사스캔의후보질량
에적용됩니다K

joj조사스캔을사용하는 faA실험이 sjoj
트리거가적용된 pcheduled jojqj알고리즘
을사용하는다른실험에서반복실행되는경
우I faA기준의 fntensity threshold exceeds
필드에지정된트리거임계값이joj조사스
캔의후보질량에적용되지않습니다K
EjpCp-OOUPF

사용자인터페이스는업데이트되지않지만올
바른매개변수가사용되며파일정보에도이
매개변수가적용됩니다K

EuRMM nqlc시스템F교정물질을실행할때
올바른정보가표시되도록 jp jethod작업
영역이업데이트되지않습니다K Elkvu-NRRSF

획득도중매개변수를램핑하면실시간및획
득후데이터가일치하지않습니다K이문제를
방지하려면분석작업시획득후데이터를사
용하십시오K

데이터를램핑하면획득이종료되기전에실
시간데이터업데이트가중단됩니다K
Elkvu-NSUOF

문제를방지하려면 faA실행전에시스템의
doogle업데이트서비스Egupd~te및
gupd~temF및tindows백업이비활성화되었
는지확인하십시오K

faA획득중무작위주기에추가시간이추가
됩니다K Elkvu-NTSQF

mrint대화상자가열릴때까지약 N분정도기
다리십시오K

jp jethod및 iC jethod작업영역에서mrint
대화상자가열리지않거나I열리기전에지연
이발생합니다K Elkvu-PQNOF

열크기를변경하거나다른셀을클릭하십시
오K

결과파일을지정할때사용자인터페이스문
제가발생합니다K oesults cile셀이올바르게
표시되지않습니다K Elkvu-QTVMF

배치에서 oesults cile경로의길이를 PMM자
이하로제한하십시오K

배치의 oesults cile에지정된파일경로가너
무길면자동처리가실패합니다K Elkvu-QUO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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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로그온한사용자에게네트워크리소스에대한
쓰기권한이없는경우에도이메시지가표시
됩니다K

루트디렉토리가정의되고경로가 OQT자미만
인경우에도 ?qhe p~th n~me is too long?메시
지가표시됩니다K Elkvu-QVUNF

배치를편집하여해당행의 oesults cile열내
용을수정하십시오K

_~tch작업영역에행을붙여넣을때복사된
행의 oesults cile에값이포함되지않은경우
붙여넣은행의 oesults cile열에 jp방법이
름이삽입됩니다K Elkvu-RMOVF

이문제는텍스트편집기를사용하여쉼표EIF로
구분된열을 csv파일의행에추가할때쉼표
및열텍스트가다른행에추가되지않는경우
에발생합니다K

NK 질량표를 csv파일로내보냅니다K

OK 내보낸파일을jicrosoft bxcel에서엽니다K

PK 질량표를편집합니다K

QK 업데이트된 csv파일을저장합니다K

RK 파일을다시가져옵니다K

csv파일을jp방법의질량표에가져올때파
일의열수가질량표의열수보다큰경우오
류메시지가표시되지않습니다K Elkvu-RONSF

질량표의내용을삭제하려면다음방법중하
나를사용하십시오K
• B~cksp~ce키를사용하여텍스트를삭제
합니다K

• 셀을두번클릭하여편집모드로전환한후
aelete키를사용합니다K

필요한경우새텍스트를입력합니다K

jp jethod작업영역에서사용자가 jp방법
의질량표를편집할때 aelete키가작동하지
않습니다K Elkvu-RQSTLlkvu-TPUQF

누락된구성요소를수동으로배치에추가하십
시오K

bxcel스프레드시트와같은파일에서행을복
사한후 _~tch작업영역의그리드에붙여넣
으면일부구성요소가그리드에추가되지않
습니다K Elkvu-SMSUF

이문제를방지하려면기존행위에붙여넣는
대신빈행을삽입하고새내용을붙여넣으십
시오K그런다음기존행을삭제합니다K

사용자가 _~tch작업영역에서기존행위에
행을붙여넣으면내용이올바르게추가되지
않습니다K Elkvu-SMUPF

jp방법목록이비어있으면손상된방법을
찾아삭제하십시오K

Acquisition jethods폴더에손상된 jp방법
이포함된경우_~tch작업영역의jp jethod
열에서선택할수있는 jp방법이없습니다K
Elkvu-STV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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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샘플이처리되면결과파일이생성되
고 mrocessing jethod열에지정된처리방
법이새결과파일에포함됩니다K따라서다시
주입된샘플에지정된포함방법은첫번째샘
플에지정된처리방법과동일합니다K

nueue작업영역에서결정규칙처리결과로
다시주입된샘플의mrocessing jethod열에
원래샘플과연결된처리방법의이름대신
*bmbedded Method*가표시됩니다K
Elkvu-SUVSF

복사할셀에서열을선택한후 cill aown명령
을사용하십시오K행을선택하지않습니다K

사용자가질량표에서행을선택한후 cill
aown명령을사용하면오류가발생합니다K
Elkvu-TOORLlkvu-TQSNF

faA데이터를획득하는동안 oemote aesktop
을사용하여어큐지션컴퓨터를제어하지마십
시오K

faA데이터를획득하는동안tindows oemote
aesktop에서어큐지션컴퓨터를제어하는경
우획득성능이저하되어데이터요소가손실
될수있습니다K Elkvu-TQVNF

ayn~mic fill time을해제하십시오K사용자가 ifq방법의극성을변경하면
ayn~mic fill time이설정됩니다K Elkvu-TTQMF

pcheduled jojqj알고리즘을사용하는실험
에서전이에대한계산된지속시간은올바른
지속시간과몇 ms씩다릅니다K

유형이다른하나이상의실험에서반복실행
된pcheduled jojqj알고리즘을사용하는실
험이포함된방법에서사용자가극성을여러
번변경할경우지속시간이올바르게업데이
트되지않습니다K Elkvu-TUQNF

사용자가음극성의jpP실험에대해AcO기본
값을설정하는경우기본값이저장되지않습니
다K

음극성에서 AcO의기본값을저장하려면먼저
음극성에필요한 AcO값으로양극성을구성합
니다K그런다음음극성으로변경하고기본값
을저장하십시오K

음극성의 jpP실험에대해 AcO기본값을설
정할수없습니다K Elkvu-UMQNF

필요한중지값에도달하면수동으로램핑을
중지하십시오K

사용자가 AcO램핑에대한 pt~rt ~t및 ptop ~t
필드에 NM진수값을지정할수없습니다K
Elkvu-UPNUF

Cb spre~d매개변수는 bo스캔에서사용되
지않습니다K이필드에입력된값은무시됩니
다K

Cb spre~d필드가 bo스캔에대해활성화됩
니다K Elkvu-UPOUF

pcheduled jojqj알고리즘을사용하여 jpP

실험을트리거하는조사스캔은반복 faA방법
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K

조사스캔에서 pcheduled jojqj알고리즘을
사용하는경우여러 faA실험이있는jp방법
에두번째수준의 faA기준이추가되면소프
트웨어가응답하지않습니다K Elkvu-UPP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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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처리방법에적용되지않은결합플
래그지정규칙을선택하면대기열에서결정
규칙처리가수행되지않습니다K

aecision oule Configur~tion대화상자에서처
리방법을선택하면처리방법에정의되었지
만적용되지않은결합플래그지정규칙이
cl~gging oules필드의목록에포함될수있
습니다K즉I Apply oule확인란이선택되지않
았습니다K Elkvu-UPROF

스캔시간이너무긴경우 pcheduled jojqj

알고리즘을사용하는 jp방법의 aur~tion을
사용할수없게됩니다K사용자가방법을저장
하려고하면오류메시지가표시되고aur~tion
필드에오류아이콘이포함됩니다K사용자가
올바른방법기간을지정하고기간을다시올
바르지않은방법기간으로변경한후방법을
저장하면방법이성공적으로저장됩니다K

방법을저장하기전에올바른방법기간을결
정해야합니다K

pcheduled jojqj알고리즘을사용하는 jp
방법을잘못된방법기간과함께저장할수있
습니다K Elkuv-UQQPF

사용자가 faA실험을축소하고 faA방법을제

출한후 을클릭하면오류대화상자가표시
됩니다K lh를클릭하여 bxplorer작업영역을
엽니다K

이문제를방지하려면 faA실험을축소하지마
십시오K

jp jethod작업영역에서 faA데이터를획득
하는동안사용자가 lpen d~t~ explor~tion
to view re~l-time d~t~E F를클릭하면오류
대화상자가표시됩니다K Elkvu-UQQSF

해당없음사용자가여러실험이포함된방법을인쇄하
는경우첫번째실험의 kebulizer current만
인쇄됩니다K Elkvu-UQSOF

해당없음pCfbu lp에서작성한 wiff파일에포함된jp
방법정보가 An~lyst®

소프트웨어에서작성한
wiff파일만큼자세하지않습니다K
Elkvu-URQSF

인쇄하기전에 mrint대화상자에서문서방향
을가로로변경하십시오K

EuRMM nqlc시스템F pcheduled jojeo방법
을인쇄하면보고서에질량표의모든열이포
함되지않습니다K Elkvu-URSPF

올바른 Cb값이획득에사용됩니다KCbE충돌에너지F매개변수의극성이음성 faA
실험극성에잘못표시됩니다K Elkvu-URSSF

lh를클릭하십시오K사용자가이전단계를모두순서대로완료하
지않으면 R단계E충돌에너지최적화F중에오
류가표시됩니다K Elkvu-URS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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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결방법중하나를사용하십시오K
• Alt+bsc를눌러필요한대화상자가표시될
때까지열린대화상자를순환합니다K

• Alt+c4를눌러기본대화상자를닫고포커
스를 EsFjoj mlots대화상자로되돌립니
다K

• Alt+pp~ce를눌러기본대화상자의상황
에맞는메뉴를엽니다K

EsFjoj mlots대화상자가열리면다른모든
대화상자앞에표시됩니다K대화상자가확장
되면사용자가 p~ve대화상자와같은다른대
화상자를보지못할수도있습니다K
Elkvu-USMNF

해당없음여러전이의머무름시간및지속시간이동일
한경우 EsFjoj mlots대화상자에서 awell
qime그래프의도구설명에마지막전이만표
시됩니다K Elkvu-USONF

접점폐쇄신호를전송하고샘플주입을시작
할수있도록이온화시작시간을늘리십시오K

예약된이온화기능을접점폐쇄로구성된장
치에사용하는경우접점폐쇄를통해제어되
는장치에서샘플주입을시작하기전에이온
화가시작될수있습니다K Elkvu-USOSF

An~lytics작업영역문제
참고사항문제

프로젝트의루트디렉토리가An~lyst®
소프트웨어의

루트디렉토리로사용된경우이오류가발생합니다K
An~lyst®

소프트웨어는루트디렉토리의
aef~ultLmroject fnform~tion폴더에다음과같은파
일을하나이상생성합니다K
• mrojectpettingsK~td

• aef~ult Audit j~pKc~m

• mrojectK~td

mroject fnform~tion폴더에이러한파일이있으면삭
제하십시오K

프로젝트루트디렉토리에있는모든
oesults q~ble이열리지않습니다K

이문제를방지하려면지원되는템플릿중하나를
사용합니다K자세한정보는기본템플릿에서확인하
십시오K

그림요소와쿼리를모두포함하는사용
자지정템플릿을사용하여 csv보고서를
생성한후 oesults q~ble에서보고서를
생성할수없습니다K E_iq-NRMTF

비표적워크플로의경우한번에 OM개의샘플로처
리를제한하십시오K

비표적워크플로를사용하는경우처리
중에 pCfbu lp가응답하지않습니다K
E_iq-OMS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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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개별전이에채널이름이추가되고합산된채널
에 ?pum?이추가됩니다K구성요소이름이 ifjp의
이름과일치하지않으므로 ifjp로가져오기에실패
합니다K

oesults q~ble의여러이온을합산할때
pCfbu lp에서구성요소이름이변경됩
니다K E_iq-ONTNF

pCfbu lp에서처리방법에이온합계매개변수를
구성하십시오K

pCfbu lp로가져온 jultinu~ntqj소프
트웨어정량화방법에대해이온합계매
개변수가유지되지않습니다K
E_iq-ONTOF

An~lyst®
소프트웨어에서데이터를 bxplore모드로

여십시오K
An~lyst®

소프트웨어데이터의경우 nP
oesolution이 ifq스캔의최대값으로보
고됩니다K Eap-OOOMF

csv보고서는해당보고서에그래픽이포함되지않
은경우에만지원됩니다K

csv보고서에그래픽또는로고가지원되
지않습니다K Ejn-NPSNF

회귀설정필드는선택된알고리즘과무관하지않습
니다K한알고리즘에서회귀설정필드를변경하면
다른알고리즘의해당필드에도변경사항이적용됩
니다K문제를방지하려면알고리즘간에전환을할
경우필요에따라반드시알고리즘의회귀설정을
업데이트해야합니다K

mroject기본페이지에서한알고리즘에
대한회귀설정을변경하면다른알고리
즘에대한회귀설정이업데이트됩니다K
Ejn-NPTSF

이문제를방지하려면라이브러리를가져오기전에
라이브러리에이름을지정하십시오K

이름이지정되지않은라이브러리를가
져오면오류가발생합니다K Ejn-NPTVF

그룹의각구성요소에대해 bxpected oq를수동으
로변경할수있습니다K

특정그룹에속한개별구성요소의예상
머무름시간Erpd~te oetention qime기
능이 droup으로설정된경우F을변경하
면이그룹의예상머무름시간과머무름
시간범위가일치하지않을수있습니다K
Ejn-NRNNF

점수합을계산할때소프트웨어는 iibr~ry pe~rch
및 cormul~ cinder점수외에도질량오차I동위원
소I머무름시간점수를모두반영합니다K이점수가
반영되지않도록하려면각점수의가중치를 M으로
설정하십시오K

iibr~ry pe~rch및 cormul~ cinder점수
가 M이거나없지만두점수의합이 M이
외의수치로나타납니다K Ejn-NRQRF

이문제를방지하려면업데이트된라이브러리데이
터베이스를기반으로결과를수동으로재처리하십
시오K

데이터베이스에서라이브러리를추가또
는제거할때저장된 oesults q~ble이자
동으로업데이트되지않습니다K
Ejn-NSUQF

이문제가발생하면머무름시간과피크품질I통합
모드를확인하여화합물의진양성Etrue positiveF여
부를판단하십시오K

라이브러리검색에서저품질스펙트럼으
로부터기대치보다높은순도점수가보
고됩니다K Ejn-NSTVI jn-NTT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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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iibr~ry pe~rch의경우지금은전역설정만제공됩
니다K

화합물별수용기준이제공되지않습니
다K Ejn-NUOOF

iibr~rysiew m~ck~ge _uilder NKM으로생성된라이
선스패키지용라이선스는 CWymrogr~m
cilesypCfbuyiibr~rysiewyiibr~rysiewcr~meworkyperver
에수동으로복사해야합니다K

iibr~rysiew m~ck~ge _uilder로생성된
라이선스패키지용라이선스가
CWymrogr~m cilesyA_
pCfbuyiibr~rysiewybin에저장됩니다K
Ejn-NUQTF

이것은문제가아니며소프트웨어가설계대로작동
하는것입니다K단일 faA실험에서는하나의스펙트
럼범위만제거됩니다K

반복또는조합된실험도중me~k oeview
창에이중으로제거된 jpLjp스펙트럼
이표시됩니다K Ejn-NUQUF

Autome~k통합알고리즘을사용하는기존처리방
법에서현재선택한샘플을사용하여모델을생성하
는옵션으로데이터를처리하는경우 oesults q~ble
이올바르게열립니다K그러나포함된방법의호환
되지않는구성요소에빨간색느낌표가표시됩니다K
사용자는호환되지않는구성요소를방법에서제거
하거나I단편질량머무름시간또는실험색인을수
정하여이문제를방지할수있습니다K

처리방법에 Autome~k통합알고리즘이
사용되는경우포함된처리방법의호환
되지않는구성요소가올바르게처리되
지않습니다K Ejn-NUTPF

pumm~tion통합알고리즘을사용하는기존처리방
법을사용하는경우해당방법이데이터와완전히
호환되지않으면소프트웨어에서응답이중지됩니
다K이문제가발생하면방법을편집하여호환되지
않는구성요소를제거하십시오K

pumm~tion통합알고리즘을사용하는
처리방법에호환되지않는구성요소가
포함된경우소프트웨어가응답하지않
습니다K Ejn-NUUUF

보고서를생성하려면다소시간이걸릴수있습니다K
항상백그라운드에표시되는 mac~ctory진행률창
을통해 mac생성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습니다K
mac~ctory진행률창을보려면 pCfbu lp를포함한
모든창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K

mac~ctory를사용하여 mositive eit템플
릿으로 OIRMM개가넘는행이포함된
oesults q~ble에서보호된mac보고서를
생성하는경우소프트웨어가응답하지
않는것처럼보입니다K Ejn-NUVSF

이문제가발생하면 oesults q~ble의인덱스를클릭
하십시오K

me~k oeview창을열면일부크로마토그
램이표시되지않습니다K Ejn-OMTMF

이문제가발생하면화면에서아무곳이나클릭하여
창을새로고칩니다K

오른쪽위의파란색 u를클릭하여
An~lytics작업영역을닫은후작업영역
과oesults q~ble을다시열어도p~mples
창과 Components ~nd droup창이새로
고쳐지지않습니다K Ejn-OMTQF

문제를방지하려면 fp k~me을수동으로선택하거
나 fp열을별도로붙여넣으십시오K

jethod bditor에서 Components q~ble
에 fp k~me을붙여넣을수없습니다K
Ejn-ONV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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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사용자가 oesults q~ble보기를사용자지정할수있
습니다K열려있는 oesults q~ble에서 jore >
oesults q~bles > aispl~y settings를클릭하고
kumber corm~t필드를 NN보다작은값으로설정
하십시오K NN이상의값으로설정하면결과가다르
게표시됩니다K

Cmr구조가다른다양한컴퓨터에서생
성된 Autome~k결과에서열한번째자릿
수가다르게표시됩니다K Ejn-OPNSF

데이터획득과처리를동일한컴퓨터에서수행할경
우시스템이응답하지않으면 C드라이브에서
yrpd~teyioc~lyqemp파일을삭제하십시오K

시스템이데이터를획득하는동안사용
자가데이터를처리할경우대용량임시
파일이생성될수도있습니다K임시파일
이크면시스템성능에영향을줄수있습
니다K Ejn-OPUOF

qsession파일을다른폴더로이동한후변경사항
없이 oesults q~ble을열었다닫으면변경내용을저
장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K p~ve또는 C~ncel
을선택하면됩니다K데이터분석에는영향이없습
니다K

변경사항이없는경우에도oesults q~ble
에변경내용을저장하라는메시지가표
시됩니다K Ejn-OQMMF

문제를방지하려면이전버전의 pCfbu lp에서생
성한방법을열고오류를수정해야합니다K오류가
수정되지않으면처리시간에영향이있을수있습
니다K

사용자가잘못된방법을사용하여데이
터를처리하고 oesults q~ble을생성할
수있습니다K Ejn-OQPNF

pCfbu uRMM nqlc시스템의nN데이터는An~lytics
작업영역에서처리할수없습니다K

소프트웨어가 pCfbu uRMM nqlc시스
템의nN스캔에서획득된데이터에대해
정량적및정성적처리를수행할수없습
니다K Ejn-OTVMF

피크형태가좋지않은 rsLaAaLAaC데이터에는
Autome~k통합알고리즘을사용하지마십시오K

rsI aAa또는 AaC데이터에대해
Autome~k통합알고리즘을사용할경우
처리전모델을만드는데매우오랜시간
이걸릴수있습니다K Ejn-QQONF

cilter _y cl~g필터보다 qext cilters를먼저선택하
면 cilter _y cl~g필터가올바르게적용되지않습니
다K항상 cilter _y cl~g필터를먼저선택하십시오K

필터링이올바르게적용되지않습니다K
적절한행이표시되지않습니다K
Ejn-QUOPF

oesults q~ble을닫았다가다시여십시오K포함된처리방법을편집한후 oesults
q~ble창이읽기전용이됩니다K
Ejn-RMUOF

표에값을입력하십시오K사용자가 cl~gging oules에서
Concentr~tion Accept~nce또는 s~lues
per component type표의 rpper iimit
열에값을복사하려고하면오류가발생
합니다K Ejn-RRV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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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pLk을계산하려면 bxplorer작업영역에서평균m/z
스펙트럼을열고수동재구성을수행한후대상피
크에서 pLk을계산하십시오K

참고W이방법으로해결하려면 _iotool hit iicense
가필요합니다K

NK me~k oeview창에서평균스펙트럼을선택합니
다K

OK lpen d~t~ explor~tionE F을클릭합니다K

PK Bio qool hit > oeconstruct mrotein을클릭하
여분해능값을입력하고재구성매개변수를지
정한후재구성을수행합니다K

QK pLk을수동으로계산합니다K자세한정보는소
프트웨어사용자안내서의 ?그래프선택영역정
보표시?를참조하십시오K

oesults q~ble에보고된 pLkE신호대노
이즈F값이질량재구성워크플로에서재
구성된피크에대해올바르게계산되지
않습니다K Ejn-TMTPF

공칭질량시스템E예W pCfbu qriple nu~dqj TRMM시
스템 – nqoAm® oe~dyF의경우 ufC폭EppmF이지원
되지않습니다K ufC폭Ea~F을사용하십시오K

j~ss Ea~F ~nd tidth EppmF를표시하
기위해사용자가처리방법의
Components페이지에서표설정을구성
할때오류가표시됩니다K Ejn-TTMVF

bxplorer작업영역에서데이터파일을여십시오K사용자가 me~k oeview창에서 lpen
d~t~ explor~tion을클릭하여 bxplorer
작업영역의rs데이터를포함하는데이
터파일을가리킬때 ufC rs그래프가
표시되지않습니다K Ejn-TTO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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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plorer작업영역문제
참고사항문제

이문제가발생하면다음중한가지방법을수행하
십시오K
• utC를먼저생성하고이어서 aAa등고선패널
을생성합니다K

• 등고선패널업데이트가완료될때까지기다렸다
utC를생성합니다K

faAHaAa데이터파일에서 aAa등고선
플롯과 utC를동시에생성하려고하면
pCfbu lp가응답하지않거나오류가발
생합니다K이문제는 aAa등고선패널
생성을시작한후백그라운드에서등고
선패널이업데이트되고있는상태에서
동시에 utC에액세스한경우에만발생
합니다K E_iq-QVUF

이오류는 cormul~ cinder에서예상한대로선택한
이온의구조가 cormul~ cinder pettings대화상자의
blement~l Composition탭에있는양이온목록에포
함되지않은경우에발생합니다K예를들어m/z NMMQ
에서이온의경우 cormul~ cinder는 EjHkeQFH와일
치시킵니다K이이온이검색할양이온목록에포함
되지않은경우일치하는항목이없으면오류가발
생합니다K

?qhe requested ~ction could not be
completedK j~ke sure your d~t~ is
complete ~nd ~ll fields cont~in
~ppropri~te v~lues?오류가 cormul~
cinder에표시됩니다K E_iq-NQOPF

다음과같은방법으로이문제를해결하십시오K

• cile > phow ufC를클릭하여필요한실험에대
한 ufC를생성하십시오K

• 획득후에 ufCL_mC를생성하십시오K

• ufC창을닫았다다시여십시오K

획득하는동안데이터를탐색하면다음
과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K
• 예약된스캔의 ufC및 _mC가예약된
시간전에생성되면실시간데이터와
획득후데이터가서로일치하지않습
니다K Eap-VMPLap-NMVOF

• bxplorer작업영역에서실시간으로
생성된추출된이온크로마토그램
EufCF또는기준피크크로마토그램
E_mCF을표시하기위해jove to next
또는 jove to previous를사용하여
jp실험간에전환한다음에는
ufCL_mC창에한점만표시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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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이문제가발생하면획득이완료될때까지기다렸다
가데이터를탐색하십시오K

a~t~ Acquisition패널의 jp및 aAa탭
에표시되는실시간데이터스펙트럼업
데이트가 bxplorer작업영역에비해느
려질수있습니다K Eap-VPQF

iC방법기간이jp방법기간보다긴경
우 jp및 aAa a~t~ Acquisition패널과
bxplorer작업영역에표시되는실시간
그래프가일치하지않습니다K이경우
rsI aAa또는 AaC채널이 iC방법어
큐지션시간이끝날때까지 bxplorer작
업영역에서실시간업데이트를계속진
행하는경우라도jp방법기간이끝나면
jp및 aAa a~t~ Acquisition패널이업
데이트를중지합니다K Eap-UROF

w축Eaetector solt~geF레이블이올바로표시되지
않습니다K문제를방지하려면aetector lptimiz~tion
oeport또는 a~t~ Acquisition패널을사용하여검출
기최적화프로세스중에획득된데이터를검사하십
시오K

bxplorer작업영역에서검출기최적화
데이터가올바로표시되지않습니다K
Eap-NMQQF

획득이끝나기전까지램핑한매개변수를포함하는
어큐지션메소드를위해데이터를보지마십시오K

램핑한매개변수로어큐지션메소드에
서산출한데이터가획득과정에서표시
되면I데이터를업데이트하지않으며결
과스펙트럼은올바르지않습니다K
Eap-NVRVF

lh를클릭하여메시지를확인하십시오K샘플은정
상적으로처리될수있습니다K

fntermittentlyI the mess~geI ?qhis s~mple
is corrupted? is shown the first time ~
s~mple is ~cquired in the jp방법작업
영역에서처음으로샘플을획득하는경
우나새로획득한샘플을 bxplorer작업
영역에서여는경우간헐적으로 ?qhis
s~mple is corrupted?라는메시지가표시
됩니다K Eap-OOU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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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사용자가다음과같은작업을수행할경우오류메
시지가표시됩니다K
NK bxplorer작업영역에서 O개의파일을개별창에
연다음각파일에대한 ufC그래프를생성합니
다K

OK ufC그래프를단일창에결합합니다K

PK ufC창에서영역을강조표시한다음더블클릭
하여스펙트럼을생성합니다K

QK mrocess All lverl~ys\대화상자가열리면 All
lverl~id를클릭한다음 lh를클릭합니다K
이경우스펙트럼대신 ?fncorrect Argument -
inv~lid cycle r~nge?라는오류메시지가나타납
니다K

문제를방지하려면그래프가중첩되는영역을더좁
게선택하십시오K

ufC의강조표시된영역에서스펙트럼을
생성할수없습니다K Elkvu-NUUOF

이문제가발생할경우소프트웨어가 bxplorer작업
영역에서처리를완료할때까지기다리거나데이터
획득중에는대용량의데이터처리를피하십시오K

bxplorer작업영역에서대용량의데이터
또는여러데이터파일을처리할때사용
자인터페이스가응답하지않거나샘플
대기열이다음샘플로이동하기전까지
지연현상이발생할수있습니다K
Elkvu-OMQTLap-NSUUF

표시된값은피크의중심값을나타내므로올바릅니
다K피크를보다자세히확인하려면 cill me~ks를클
릭하십시오K피크레이블은위치에상관없이해당
피크의최고점에배치되므로레이블위치가올바르
지않게보일수도있지만표시된값은올바릅니다K

이문제가발생하면획득이완료될때까지기다렸다
가데이터를탐색하십시오K

bxplorer작업영역에서 ufC트레이스의
숫자레이블이올바르지않습니다K
Ems-NMMVF

이문제는워크플로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Kpcheduled jojqj데이터파일을열고
샘플을선택하여로드한다음 phow
p~mple fnform~tion을클릭해도 faA실
험에대한샘플정보가표시되지않습니
다K Ems-NPP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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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qune작업영역문제
참고사항문제

수동조정중에는최적화된매개변수값이저장되
지않습니다K문제를방지하려면수동조정모드일
때모든조정단계를완료하십시오K

수동조정도중 p~ve pettings를클릭하
면최적화된매개변수값이기기정의파
일에저장되지않습니다K EACn-ORNVF

이문제를방지하려면 nN중심질량범위가포함되
도록질량시작점과정지점을설정하십시오K

nN중심질량을선택해도실시간스펙트
럼의질량범위가올바로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K Eap-VNRF

해당없음사용자가질량분석계를조정하고새기
기설정을저장한후이전에저장한기기
설정을복원하면오디트레코드가불완
전합니다K Elkvu-UPVOF

보고서문제

참고사항문제

이오류는 qempl~teContentControlj~n~ger가설치
되어있지않기때문에발생합니다K다음단계를수
행하십시오K
NK CWLmrogr~m cilesLA_

pciexLoeporterlfficeAddinsL
qempl~teContentControlj~n~ger로이동합니
다K

OK qempl~teContentControlj~n~gerKvsto를두
번클릭합니다K

PK qempl~teContentControlj~n~ger가설치되어
있으면 Close를클릭합니다K그렇지않으면
fnst~ll을클릭한후화면의지침을따릅니다K

보고서템플릿을편집하려고하면
jicrosoft lffice aocument
Customiz~tion오류가발생합니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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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설치및활성화문제

참고사항문제

sciexKcomLrequest-support에문의하십시오K관리자
만소프트웨어를설치또는제거할수있습니다K

잘못된사용자계정을사용할경우
pCfbu lp설치에실패할수있습니다K
E_iq-PQMF

O개의 pCfbu lp설치마법사인스턴스가열려있
는경우첫번째인스턴스의종료여부에상관없이
두번째인스턴스에서설치를진행하려고하면설치
에실패합니다K이문제를방지하려면설치마법사
인스턴스를하나만열고설치를진행하십시오K

설치마법사인스턴스가 O개이상열려
있으면pCfbu lp가설치되지않습니다K
E_iq-PQNF

pCfbu lp를닫았다가연다음 Chemppider를다시
시작하십시오K

Chemppider라이선스가만료되어새라
이선스를설치할경우 Chemppider세션
을시작하려고하면 Chemppider라이선
스가없다는경고메시지가표시됩니다K
E_iq-VURF

pCfbu lp를제거할수없으면 jicrosoft Kkbq OKM
이활성화되어있는지확인하십시오K자세한지침은
jicrosoft도움말을참조하십시오K그런다음다시
시도하십시오K

pCfbu lp를제거할수없습니다K
E_iq-NMOQF

pCfbu lp NKP설치백업을사용할수없으면다음
을수행하십시오K
NK pCfbu lp OKM을제거합니다K

OK iibr~rysiewqj cr~mework를제거합니다K

PK CWymrogr~m a~t~ypCfbuy폴더의이름을바꿉니
다K

QK CWymrogr~m cilesypCfbuy폴더의이름을바꿉니
다K

RK aWypCfbu lp a~t~y폴더의이름을바꿉니다K

SK pCfbu lp NKP을설치합니다K

pCfbu lp가재구성되고모든방법I설정I사용자
등이다시생성되어야합니다K

소프트웨어를버전OKM에서버전NKP으로
다운그레이드하면_~tchI nueue및rser
작업영역이없어집니다K Elcu-QU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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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문제

petupKexe를사용하여 pCfbu lp NKP이상을제거
하려고하면tindows mrogr~ms ~nd ce~tures에서
pCfbu lp항목은제거되지만I프로그램은그대로
유지되어여전히실행할수있습니다K pCfbu lp를
제거하려면 pCfbu lp폴더에서 petupKexe를실행
한다음화면의지시에따라소프트웨어를설치하십
시오K이프로세스를수행하면tindows mrogr~ms
~nd ce~tures목록에 pCfbu lp항목이다시추가
됩니다K mrogr~ms ~nd ce~tures목록을사용하여
pCfbu lp NKP이상을제거하십시오K

pCfbu lp NKP이상을 petupKexe로제거
하려고해도제거되지않습니다K
Elkvu-ONOQF

이문제가발생하면다음을수행하십시오K
NK iibr~rysiewqj소프트웨어가설치되어있으면제
거합니다K

OK iibr~rysiewqj cr~mework가설치되어있으면제
거합니다K

PK jicrosoft pni perver OMMU구성요소를모두제
거합니다K

QK 컴퓨터를종료했다가다시시작합니다K

RK pCfbu lp를설치합니다K

설치문제가지속되면 CWymrogr~m cilesyjicrosoft
pni pervieryjppniNM_RMKpnibumobpp
yjppniyaAqA folder에서 iibr~rysiewKmdf및
iibr~rysiew_logKmdf파일을제거해야할수있습니
다K

참고W라이브러리는 mdf파일에저장되므로이러
한파일을삭제하면기존라이브러리가제거되어
다시설치해야합니다K

경우에따라서는 pni서버문제나
iibr~rysiewqj cr~mework문제로인해
pCfbu lp설치에실패할수있습니다K
Elkvu-OVUTF

이문제가발생하면설치패키지에있는
fnst~llLkamQTO-h_QMRQRPM-xUS-xSQ-Alllp-bkrKexe
를사용하여설치하십시오K

Kkbq cr~mework QKx가없는컴퓨터에
pCfbu lp를설치하면오류가표시됩니
다K Elkvu-UMOUF

jp ct rpd~ter문제
설명문제

질량분석계펌웨어를업데이트하려면
cirmw~rerpd~ter폴더를 aWy에복사한뒤이위치에
서유틸리티를실행하십시오K

jp ct rpd~ter유틸리티는 asa로실
행할수없습니다K E_iq-RV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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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템플릿

추가참고사항템플릿설명ECre~te oeport대화상
자에표시됨F

템플릿

해당없음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rm~tionI An~lyte oesults
q~ble및모든분석물질과내부표준
물질에대한중첩된크로마토그램이
포함된섹션을제공하는보고서입니
다K An~lyte oesults q~ble은 oesults
q~ble에표시된대로인쇄됩니다K모
든정성적신뢰도신호등이표의시
작부분에나열됩니다K

All me~ks nu~l

이템플릿은쿼리I즉
An~lyteOMpercentKnuery가첨부된
예제보고서템플릿입니다K

각분석물질에대한 cile fnform~tion
과각공시료I표준I nC및모든알수
없는샘플의 OMB에대한 ufC표가
포함된섹션을보여주는보고서입니
다K

An~lyte OM
percent보고서

해당없음배치에서특정분석물질및관련된
내부표준에대해모든샘플의
p~mple k~meI C~lcul~ted
Concentr~tions및lutliers를보여주
는결과표입니다K

An~lyte pumm~ry

• oeport~ble확인란의선택이취소
된표준은데이터표에보고되지
않습니다K oeport~ble상태는통계
에영향을주지않습니다K

• 보고서에는An~lytics작업영역의
C~libr~tion Curve창에표시및계
산된것과같이 rsed열상태를
기반으로회귀수식과그래프가
표시됩니다K

분석물질에대한 cile fnform~tionI
pt~tistics q~bleE표준F및 C~libr~tion
Curve를분석물질당한페이지씩보
여주는보고서입니다K

C~libr~tion Curve

• 이보고서는질량재구성워크플
로에한정됩니다K

각샘플에대한 oesults q~ble항목을
보여주는보고서입니다K oesults
q~ble에있는모든열이보고서에표
시됩니다K또한각샘플및분석물질
에대한 ufC크로마토그래프I평균
스펙트럼및재구성스펙트럼도보고
서에포함됩니다K

fnt~ct nu~nt All
me~ks ~nd
dr~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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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참고사항템플릿설명ECre~te oeport대화상
자에표시됨F

템플릿

• 이보고서는질량재구성워크플
로에한정됩니다K

각분석물질에대한 oesults q~ble
항목I교정곡선및통계데이터를보
여주는보고서입니다K oesults q~ble
에는 p~mple k~meI p~mple qypeI
An~lyte k~meI Actu~l Concentr~tionI
Are~I eeightI bxpected jtI jtI
jt aelt~I C~lcul~ted Concentr~tion
및 Accur~cy가포함됩니다K

fnt~ct nu~nt
An~lyte pumm~ry
~nd C~libr~tion
Curve

• 이보고서는질량재구성워크플
로에한정됩니다K

모든샘플에대한 oesults q~ble항목
을보여주는보고서입니다K oesults
q~ble에는 p~mple k~meI p~mple
qypeI An~lyte k~meI Actu~l
Concentr~tionI Are~I eeightI
bxpected jtI jtI jt aelt~I
C~lcul~ted Concentr~tionI Accur~cy
및Accur~cy Accept~nce가포함됩니
다K

fnt~ct nu~nt
p~mple pumm~ry

• oeport~ble확인란의상태는보
고서내용에영향을주지않습니
다K확인란의선택이취소된경우
에도모든데이터요소가포함됩
니다K

각분석물질에대한 cile fnform~tion
및분석물질피크면적메트릭플롯
이포함된섹션을표시하는보안보
고서입니다K

jetric mlot

해당없음각분석물질에대한 cile fnform~tion
과 p~mple oesults q~ble및각샘플
에대한 ufC표가포함된섹션을보
여주는보고서입니다K대개 U개미만
의샘플에대해분석물질당두페이
지를인쇄합니다K

jn An~lyte
oeport N

• 알수없는샘플만보고됩니다K각분석물질에대한 cile fnform~tion
과알수없는각샘플에대한 ufC표
가포함된섹션을보여주는보고서
입니다K대개 U개미만의샘플에대해
분석물질당두페이지를인쇄합니다K

jn An~lyte
oeport O

• 알수없는샘플만보고됩니다K각분석물질에대한 cile fnform~tion
과 rnknown p~mples pumm~ry
q~ble이포함된섹션을보여주는보
고서입니다K

jn An~lyte
oepor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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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참고사항템플릿설명ECre~te oeport대화상
자에표시됨F

템플릿

• 알수없는샘플만보고됩니다K알수없는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및 oesults
pumm~ry q~ble이포함된섹션을보
여주는보고서입니다K표는페이지
당더많은샘플을나타내기위해두
개의열로표시됩니다K

jn An~lyte
oeport
condensed t~ble

• 알수없는샘플만보고됩니다K각분석물질에대한 cile fnform~tion
과 p~mple oesults q~ble및각샘플
에대한소형크로마토그램이포함된
섹션을보여주는보고서입니다K

jn An~lyte
oeport with
chrom~togr~ms

• 머리글정보I로고및페이지번호
만보고서에표시됩니다K

해당없음jn _l~nk
qempl~te

• meptide nu~ntit~tion데이터세트
와함께사용합니다K자세한정보
는 jultinu~ntqj소프트웨어의사
용자안내서에서두번째예제인
절대정량화예제를참조하십시오K

해당없음jn mep nu~nt

• oeport~ble확인란의선택이취
소된nu~lity Controls는보고서에
포함되지않으며계산에도사용되
지않습니다K

cile fnform~tionI분석물질당 nC
pumm~ry q~bleECs가 OMB를초과
하는값이강조표시됨F및 nC
aet~iled oesults q~bleE정확도가
UMB ~ NOMB를벗어나는값이강조
표시됨F을보여주는보고서입니다K

jn nC pumm~ry
N with fl~gs

해당없음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infoI fp infoI An~lyte oesults
q~ble및 ufC표Efp와각분석물질
포함F가포함된섹션을보여주는보
고서입니다K대개 U개미만의샘플에
대해샘플당두페이지를인쇄합니다K

jn p~mple
oeport N

• 알수없는샘플만보고됩니다K알수없는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qfCI p~mple aet~ilsI
An~lyte ufC및결과표가포함된섹
션을보여주는보고서입니다K대개
U개미만의샘플에대해샘플당두페
이지를인쇄합니다K

jn p~mple
oeport O

PP L 4POMOM년 U월orl-fas-MP-NUON-h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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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참고사항템플릿설명ECre~te oeport대화상
자에표시됨F

템플릿

• 알수없는샘플만보고됩니다K알수없는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및 oesults
pumm~ry q~ble이포함된섹션을보
여주는보고서입니다K

jn p~mple
oeport P

• 알수없는샘플만보고됩니다K알수없는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및 oesults
pumm~ry q~ble이포함된섹션을보
여주는보고서입니다K표는페이지
당더많은분석물질을나타내기위
해두개의열로표시됩니다K

jn p~mple
oeport
condensed t~ble

• 알수없는샘플만보고됩니다K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I An~lyte oesults q~ble
및각분석물질에대한소형크로마
토그램이포함된섹션을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K

jn p~mple
oeport with
chrom~togr~ms

orl-fas-MP-NUON-hl-kOMOM년 U월P4 L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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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참고사항템플릿설명ECre~te oeport대화상
자에표시됨F

템플릿

• 연결된쿼리파일은 p~mple
oeport with Concentr~tion
qhresholdKquery입니다K

• 구성요소이름은 ?Cmpd u #?이어
야합니다K여기서 u는 A부터 c까
지의문자이고 #은숫자값입니다K
예W보고서에서 ?Cmpd A N?구성
요소는 Compound droup A아
래에표시되고 ?Cmpd _ N?구성
요소는 Compound droup B아
래에표시됩니다K

• 같은그룹에여러구성요소가있
으면그룹의첫번째구성요소E사
전순F만보고서에포함됩니다K
예 NW ?Cmpd _ OR?와 ?Cmpd C
N?이모두 ?drp?그룹에속한경우
?Cmpd C N?이보고서에포함되지
않습니다K

예 OW ?Cmpd A N?I ?Cmpd A O?및
?Cmpd A P?이그룹에할당되지않
은경우 ?Cmpd A O?와 ?Cmpd A
P?이보고서에포함되지않습니다K

예 PW ?Cmpd A N?I ?Cmpd A O?및
?Cmpd A P?이각각그룹 NI OI P에
할당된경우 P개의구성요소가모
두보고서에서Compound droup
A아래에표시됩니다K

알수없는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및 oesults
pum이포함된섹션을보여주는보
고서입니다K

jn p~mple
oeport with
Concentr~tion
q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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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참고사항템플릿설명ECre~te oeport대화상
자에표시됨F

템플릿

해당없음알수없는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및 oesults
pumm~ry q~ble이포함된섹션과모
든 ufC중첩을보여주는보고서입니
다K bxpected fon r~tios는사용가능
한모든표준을이용하여자동계산
됩니다K비율값은 oesults q~ble내
사용자지정열에배치됩니다K예상
값의 OMB를벗어난값은플래그가
지정됩니다K정량자분석물질이름
은공백으로끝나고뒤에숫자 N이와
야합니다K비율이온분석물질이름
은공백으로끝나고뒤에 O와 V사이
의숫자가와야합니다K

jn p~mple
oeport with joj
r~tios O

• 연결된쿼리파일은 joj r~tios
brKquery입니다K

알수없는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및 oesults
pumm~ry q~ble이포함된섹션을보
여주는보고서입니다K bxpected fon
r~tios는사용가능한모든표준을이
용하여자동계산됩니다K비율값은
oesults q~ble내사용자지정열에
배치됩니다K예상값을벗어난값은
플래그가지정됩니다E비율허용오차
에대한 br지침사용FK정량자분석
물질이름은공백으로끝나고뒤에
숫자 N이와야합니다K비율이온분
석물질이름은공백으로끝나고뒤
에 O와 V사이의숫자가와야합니다K

jn p~mple
oeport with joj
r~tios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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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참고사항템플릿설명ECre~te oeport대화상
자에표시됨F

템플릿

해당없음알수없는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및 oesults
pumm~ry q~ble이포함된섹션을보
여주는보고서입니다K bxpected fon
r~tios는사용가능한모든표준을이
용하여자동계산됩니다K비율값은
oesults q~ble내사용자지정열에
배치됩니다K예상값의 OMB를벗어
난값은플래그가지정됩니다K정량
자분석물질이름은공백으로끝나
고뒤에숫자 N이와야합니다K비율
이온분석물질이름은공백으로끝
나고뒤에 O와 V사이의숫자가와야
합니다K

jn p~mple
oeport with joj
r~tios jn bcA_
MP

• 연결된쿼리파일은 joj
r~tiosKquery입니다K

알수없는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및 oesults
pumm~ry q~ble이포함된섹션을보
여주는보고서입니다K bxpected fon
r~tios는사용가능한모든표준을이
용하여자동계산됩니다K비율값은
oesults q~ble내사용자지정열에
배치됩니다K예상값의 OMB를벗어
난값은플래그가지정됩니다K정량
자분석물질이름은공백으로끝나
고뒤에숫자 N이와야합니다K비율
이온분석물질이름은공백으로끝
나고뒤에 O와 V사이의숫자가와야
합니다K

jn p~mple
oeport with joj
r~tios

• oeport~ble확인란의선택이취
소된 pt~nd~rds및 nu~lity
Controls는보고서의각요약표에
표시되지않으며통계계산에도
사용되지않습니다K

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t~nd~rds pumm~ry q~bleI nC
pumm~ry q~bleI _l~nks oesults
q~ble이포함된섹션과알수없는각
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I fp fnfoI An~lyte oesults q~bleI
ufC표Efp및각분석물질포함F가포
함된섹션을보여주는보고서입니다K
대해 U개미만의분석물질에대해샘
플당두페이지를인쇄합니다K

jn p~mple
oeport with
st~nd~rdsI nCI
~nd bl~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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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참고사항템플릿설명ECre~te oeport대화상
자에표시됨F

템플릿

• 이보고서는 qutori~l a~t~set
ee~vy iight데이터세트와함께
사용하기위한것입니다K자세한
정보는 jultinu~ntqj소프트웨어
의사용자안내서에서두번째예
제인상대정량화예제를참조하
십시오K

해당없음jn qutori~l
a~t~set ee~vy
iight

해당없음선택한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rm~tion및
선택한분석물질에대한 An~lyte
oesults q~ble가포함된섹션을제공
하는보고서입니다K An~lyte oesults
q~ble은 oesults q~ble에표시된대
로인쇄됩니다K모든정성적신뢰도
신호등이표의시작부분에나열됩니
다K

mer p~mple
nu~nt-nu~l

• 행의숨김상태가 oeport~ble확
인란상태보다우선합니다K
oeport~ble확인란을선택했지만
행이숨겨져있으면해당행이보
고되지않습니다K

선택한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rm~tion및
선택한분석물질에대한 An~lyte
oesults q~ble이포함된섹션을보여
주는보고서입니다K An~lyte oesults
q~ble은 oesults q~ble에표시된대
로인쇄됩니다K모든정성적신뢰도
신호등이표의시작부분에나열됩니
다K

mer p~mple
nu~nt-nu~l
sisible oows
rsing sisible
An~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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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참고사항템플릿설명ECre~te oeport대화상
자에표시됨F

템플릿

• 구성요소표에 rs구성요소가
있는경우보고서에서 ufC그래프
아래에 rs트레이스가보고됩니
다K

참고W uv접미사는 rs jp nu~l
보고서와연결되므로 rs구성
요소이름이
xcompound_n~meuvz또는 xuvz
형식인경우 rs트레이스가보
고되지않습니다K

• 샘플에 nC레이블이지정되고샘
플이 O개이상있는경우평균I
pqabs및BCs가계산되어보고
서끝에나오는 nC요약표에포
함됩니다K

• nC행에대한oeport~ble확인란
의선택을취소할경우해당행은
nC요약표의계산에사용되지않
습니다K

tvpftvd표를사용하여각샘플에
대한구성요소를보여주는보고서
입니다K ufCI jp및 jpLjp가표시
됩니다K영역에대한통계요약표가
보고서의끝에표시됩니다K

mer s~mple
nu~nt-nu~l with
st~tistics

해당없음각분석물질에대한 cile fnform~tionI
oesults q~bleI C~libr~tion CurvesI
내부표준및각분석물질을포함한
크로마토그램이포함된섹션을표시
하는보고서입니다K이템플릿은그
룹이정의되어있는 oesults q~ble에
적합합니다K

mer An~lyte
nu~nt-nu~l

해당없음선택한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rm~tionI선
택한분석물질에대한 An~lyte
oesults q~bleI모든분석물질I내부
표준물질에대한중첩된크로마토
그램I ufCI AcquiredLqheoretic~l jp
spectr~I선택한각분석물질에대한
AcquiredLiibr~ry jpLjp spectr~등
이포함된섹션을제공하는보고서입
니다K An~lyte oesults q~ble은
oesults q~ble에표시된대로인쇄됩
니다K모든정성적신뢰도신호등이
표의시작부분에나열됩니다K

mositive eits 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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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참고사항템플릿설명ECre~te oeport대화상
자에표시됨F

템플릿

• 보고서형식에 Cps옵션을사용
하는것이좋습니다K

각샘플에대한 cile fnform~tionI
p~mple fnform~tion및 An~lyte
oesults q~ble이포함된섹션을보여
주는 csv형식의보고서입니다K

nu~l Cps report

해당없음각샘플에대한 An~lytes pumm~ry
q~ble섹션을보여주는보고서입니
다K이보고서템플릿은그룹이있는
oesults q~ble에적합합니다K

p~mple pumm~ry

• jpE질량분석계F구성요소의경
우 compound 1E문자열F명명규칙
을사용하고해당 rs구성요소의
경우 compound 1uvE문자열뒤에
uvF명명규칙을사용하여 rsjp
데이터를처리해야합니다K

• 질량오차I단편질량오차I oq신
뢰도I동위원소신뢰도및라이브
러리신뢰도신호등만표시됩니다K

• compound N의 ufCI jpN트레이
스I jpLjp트레이스및머리글정
보와 compound Nuv의rs트레이
스를포함하여oesults q~ble의각
구성요소를표시하기위해그래
프표가생성됩니다K자세한정보
는그림 N에서확인하십시오K

• 분석물질그래프는 rs실험이아
니라 jp실험에대해서만반복됩
니다K

• 샘플에 nC레이블이지정되고샘
플이 O개이상있는경우평균I
pqabs및BCs가계산되어보고
서끝에나오는 nC요약표에포
함됩니다K자세한정보는그림 N에
서확인하십시오K

• nC행에대한oeport~ble확인란
의선택을취소할경우해당행은
nC요약표의계산에사용되지않
습니다K

각샘플에대해tvpftvd표를사용
하여샘플의구성요소및해당 rs
구성요소를보여주는보고서입니다K
ufCI jp및 jpLjp가 rs데이터와
함께표시됩니다K영역에대한통계
요약표가보고서의끝에표시됩니다K

rs jp nu~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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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N그래프표

그림 O통계표

문의하기

고객교육
• 북아메리카W kAKCustomerqr~ining]sciexKcom

• 유럽W buropeKCustomerqr~ining]sciexKcom

• 유럽및북미이외지역의연락처정보는 sciexKcomLeduc~tion

온라인학습센터
• pCfbu rniversityq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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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fbu지원
pCfbu및전세계대리점은충분히교육을받은서비스및기술전문가를보유하고있습니다K
이들은시스템에대한질문또는발생할수있는모든기술적문제에대한도움을제공합니다K
자세한내용은 pCfbu웹사이트EsciexKcomF를참조하거나I다음방법중하나를사용하여당사
로문의하십시오K

• sciexKcomLcont~ct-us

• sciexKcomLrequest-support

사이버보안
pCfbu제품의사이버보안에대한최신지침은 sciexKcomLproductsecurity에서확인할수있습
니다K

문서
본문서의이버전은모든이전버전을대체합니다K

본문서를전자적으로보려면 Adobe Acrob~t oe~der가필요합니다K최신버전을다운받으시
려면 httpsWLLgetK~dobeKcomLre~der로이동하십시오K

소프트웨어제품문서에대해알아보려면소프트웨어와함께제공되는소프트웨어설치가이
드또는릴리스노트를참조하십시오K

하드웨어제품문서에대해알아보려면시스템또는구성품과함께제공되는Customer oeference
asa를참조하십시오K

문서최신버전은 pCfbu웹사이트 sciexKcomLcustomer-documents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K

참고W본문서의무료인쇄버전을요청하려면 sciexKcomLcont~ct-us로문의해주십시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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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서는 pCfbu장비를구매한고객들이 pCfbu장비를작동하는데이용할수있도록제공됩니다K본
문서는저작권보호를받으며본문서또는본문서의어느일부에대한복제도엄격히금지됩니다K단I
pCfbu가서면으로허가한경우는제외됩니다K

이문서에서설명될수있는소프트웨어는라이센스계약에따라제공됩니다K라이센스계약에서특별히
허용된경우를제외하고어떠한수단으로든소프트웨어를복사I수정또는배포하는것은법률위반입니
다K또한I라이센스계약은소프트웨어를어떠한목적으로든디스어셈블하거나리버스엔지니어링하거
나디컴파일하는것을금할수있습니다K제품보증은그안에명시되어있습니다K

이문서의일부는다른제조업체및L또는다른제조업체의제품을참조할수있으며I참조내용에는이름
이상표로등록되거나해당소유자의상표로기능하는부품이포함될수있습니다K이러한이용의목적
은 pCfbu가장비에포함시키기위해해당제조업체제품을공급하는것으로지정하는것에만국한되며I
이는타인이이러한제조업체및L또는제조업체의제품이름을상표로이용할수있는권한및L또는허가
를의미하지않으며타인의그러한이용을허가하는것이아닙니다K

pCfbu보증은제품판매또는허가시점에제공되는명시적보증에만국한되며 pCfbu의독자적및독
점적진술I보증및의무입니다K pCfbu는법령이나그외의법률또는거래과정이나거래의관습으로
인한발생여부와관계없이상품성보증또는특정목적에대한적합성보증을포함하나이에국한되지
않는명시적혹은암묵적보증등기타어떤종류의보증도제공하지않습니다K이와같은모든보증은
명확히부인됩니다K그리고 pCfbu는간접적또는결과적손해를포함해구매자의이용또는구매자의
이용으로인해발생하는모든불리한상황에대해어떠한책임또는불확정책임도지지않습니다K

연구전용K진단절차에사용하지마십시오K

관련로고를포함하여여기에언급된상표및L또는등록상표는미국및L또는특정기타국가에서A_ pciex
mteK itdKI또는해당각소유자의자산입니다K

A_ pCfbu™는사용허가를받아사용되고있습니다K
© OMOM ae qechK aevK mteK itdK

A_ pciex mteK it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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