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 4배 더 빠른 속도

Agilent StreamSelect LC/MS 시스템



이제 Agilent StreamSelect LC/MS 시스템으로 처리량을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솔루션은 분석물질로 하여금 병렬 크로마토그래피 
분리를 거친 후 동일한 질량 분석기로 유입되게 하며, 뛰어난 견고성과 데이터 
품질을 제공합니다. 사용하기 쉬운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어하여, MS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고 처리량과 비용 효율성을 크게 
개선합니다.

StreamSelect LC/MS 시스템은 Routine LC/MS 분석을 실행하는 실험실의 역량을 높여줍니다.

•  생산성 증대 – 표준 LC/MS 시스템 대비 최고 4배의 처리량을 제공하며, 각 스트림에서 서로 다른 분석법을 
시행할 수 있음

•  탁월한 신뢰성 – 지능형 오류 처리 기능과 100% 통합 소프트웨어

•  우수한 정량 분석 기능 – 신뢰할 수 있는 입증된 애질런트 기기

•  경제적인 분석법 적용 – 현재 사용중인 LC/MS 분석법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

•  높은 투자 수익률(ROI) – 효율적인 시스템 활용으로 전체 시료당 비용 절감

신뢰성 저하 없는 실험실 생산성 향상



Agilent StreamSelect LC/MS 솔루션의 표준 구성에서, 4 LC 스트림이 각 
스트림 선택 밸브를 통과하여 하나의 질량 분석기로 공급됩니다(오른쪽 그림). 
이러한 엇갈린 병렬 분석을 통해 MS 유휴 시간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입니다.

실험실의 최고가 자산에 속하는 질량 분석기가 LC가 하나 뿐인 전통 구성으로 
설치될 경우, 유휴 상태에 놓이거나, 중요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분석을 요하는 시료는 
쌓여만 갑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새로 나온 Agilent 
StreamSelect LC/MS 시스템을 사용해 보세요. 동시에 네 가지 시료까지 처리할 
수 있고 각 LC 실행의 핵심 부분만 질량 분석기로 보내 분석과 정량화를 
의뢰합니다. 

분석 대상 성분에 집중 
Agilent StreamSelect LC/MS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LC 스트림으로 단일 Triple 
Quadrupole 질량 분석기 사용을 조정하여, 기존 단일 스트림 LC/MS 시스템의 
처리량에 비해 최대 네 배까지 많은 양을 처리하므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준 시스템 구성 
표준 Agilent StreamSelect LC/MS 시스템에는 다음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 6400 시리즈 Triple Quadrupole 질량 분석기

• 1260 Infinity Binary 펌프, 최대 4개 

• 1200 Infinity 항온 Column Compartment, 최대 4개 

• 스트림 선택 밸브

• 1290 Infinity LC 주입기 HTS(보조 주입구 최대 4개 포함)

• MassHunter StreamSelect 소프트웨어

질량 분석기 시료 처리량 증대

3



4

AGILENT STREAMSELECT만의 강점: 
누락 없는 시료 분석

MassHunter StreamSelect 소프트웨어는 모든 LC 및 MS 구성 요소 사이에서 직접적인 양방향 통신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료 처리가 가능하며, 데이터 파일의 라벨링 오류 가능성이 없어지고, 질량 분석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시스템 모니터링

StreamSelect 시스템에는 용매 누출이나 펌프 과압과 같은 
시스템 오류를 대처하기 위한 지능형 오류 처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C 스트림 하나의 성능이 저하되면, 
시스템은 시료 주입을 남아있는 작동 가능한 LC 스트림으로 
자동 전환합니다. 그러면 분석 작업 중단과 데이터 손실이 
없으며 사용자의 추가 작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시료 정보를 자동으로 추적하여  
시료-데이터 파일을 정확하게 조합합니다.

편리한 시스템 압력 관리

펌프 압력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분석실험 중  
범위를 벗어난 압력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어,  
LC 그레이디언트 조건의 압력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애질런트의 오류 처리 기능은 누락 없는 시료 분석을 지원합니다. 한 LC에 정비가 필요하면 그 LC에서 분석하기로 예정됐던 시료는 나머지 작동 가능한 LC로 
재배치됩니다. 남은 모든 시료는 순서대로 다른 LC로 배치되므로 시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각 시료를 표시,  
LC 옆의 유색 점은 분석을 마친  
시료를 표시합니다.

지능형 오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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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고 지능적인 오류 처리

StreamSelect 시스템만의 간편한 통합 소프트웨어는 시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는 재분석할 필요와 시간 낭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StreamSelect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필요한 수동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HPLC 구성 요소의 기능 및 질량 
분석기와의 상호 작용을 조율합니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StreamSelect 시스템은 기존 LC/MS 분석법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 분석법 
재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쉬운 분석법 셋업

StreamSelect 시스템에서는 스트림별로 분석법이 
다르더라도 간단하게 LC/MS 분석법을 셋업할 수 있습니다. 
기존 LC/MS 분석법과 대상 분석물질이 용출되는 시간대를 
지정하기만 하면 소프트웨어가 최대 네 개의 병렬 LC 
시스템과 질량 분석기의 작동을 자동으로 예약하고 
조정합니다.

일괄작업스케쥴 적용(Batch Submission)
StreamSelect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일괄작업 
적용 및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시스템의 잠재적인 처리량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일괄작업 적용은 시료 목록 식별, 
시료 위치 지정 및 분석 시작으로 구성된 간단한 3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사용자는 또한 LIS, LIMS, Robotics 또는 기타 
소스에서 생성한 시료 목록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괄작업 적용(Batch Submission)은 하나의 제어 윈도우 내에서 
손쉽게 셋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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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옵션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분석 기술

분석 요구사항 LC 유형, 분석시간 크로마토그래피 SPE + 크로마토그래피 고체상 추출(SPE)

높은 처리량

x100s – x1000/일
HPLC

0.5 ~ 2분

StreamSelect 
4 스트림 LC/MS

LC/MS 분석의 생산성을 
최고 4배 증대

StreamSelect 
4 스트림 + 온라인 cleanup

최고 4배 증대된 LC/MS 생산성 + 
온라인 시료 cleanup

RapidFire/MS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가 필요  

없는 고처리량 MS 분석

중간 처리량

High x100s/일
HPLC

1.5 ~ 3분

StreamSelect 
2 스트림 LC/MS

LC/MS 분석의 생산성을 
2배 증대

StreamSelect 
2 스트림 + 온라인 cleanup
2배 증대된 LC/MS 생산성 + 

온라인 시료 cleanup

RapidFire/MS
중간 처리량 응용분야에  

적합함(크로마토그래피 불필요)

낮은 처리량

X10s – x100s/일
HPLC & UHPLC

3 ~ 30분

기존 LC/MS
단일 스트림

ACR을 통한 처리량 증대

1290 Infinity Flexible Cube
기존 LC/MS와 결합하여 사용

(환경 분석)

온라인 Trap-and-Elute 시료 cleanup을 위해, 추가 LC 펌프로 Agilent StreamSelect LC/MS 시스템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처리 시간을 줄이면서 매트릭스 간섭과 이온 억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시료 cleanup 구성은 표준 구성과 
동일한 워크플로에서 작동할 뿐 아니라, 더 개선된 크로마토그래피도 가능하게 합니다.

개선된 시료 cleanup 기능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온라인 시료 cleanup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1260 Infinity Quaternary 펌프, 최대 4개 

• 각 1200 Infinity 항온 Column Compartment에 하나씩 장착된 
컬럼 스위칭 밸브 

이 구성을 이용하여 시료를 트래핑(trapping) 컬럼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컬럼은 대상 분석물을 보유하고 첫 번째 펌프가 
다른 매트릭스 성분을 세척합니다. 분석물이 트래핑(trapping) 
컬럼에서 용리되기 직전에 밸브가 분석물을 분석 컬럼으로 
보내고 여기서 두 번째 펌프가 추가적인 분리를 진행합니다.

고처리량 워크플로 지원 
애질런트는 분석작업에 필요한 업계 최고의 컬럼, 소모품, 시료 
전처리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여러분의 임상 
연구 분석 워크플로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gilent.com/chem/selectiontools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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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수한 분석

StreamSelect LC/MS 시스템은 고객이 애질런트에 기대한 성능과 동일한 우수한 분석 성능을 제공합니다. 업계에서 입증된 
애질런트 1200 Infinity 시리즈 HPLC 모듈과 6400 시리즈 Triple Quadrupole LC/MS 시스템의 신뢰성 덕분에 사용자는 샘플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정량화 성능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현 가능한 성능

정량분석에서 재현성은 핵심입니다. StreamSelect LC/MS 
시스템은 분석을 실행할 때마다 탁월한 재현성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량분석

StreamSelect 시스템에서, (최대 4개의) 병렬 LC 스트림의  
LC/MS 정량분석 결과는 탁월한 일치성과 훌륭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4 LC 스트림에 대해 600회 이상 주입하였을 때 ADMA의 머무름 시간 재현성 

(주입 1-8은 바탕시료, 스트림당 2회)  
4 스트림 사이의 머무름 시간 편차는 미미했습니다.

4 LC 스트림에서 수집한 AMDA와 SDMA 분석 데이터 및 각각의 결합된 
검량 곡선 비교 결과  
4 병렬 LC 시스템의 정량분석 비교 결과는 우수한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추가 정보

www.agilent.com/chem/streamselect

온라인 구매:  
www.agilent.com/chem/store

국가별 애질런트 고객 센터 찾기:  
www.agilent.com/chem/contactus

미국 및 캐나다 
1-800-227-9770 
agilent_inquiries@agilent.com

유럽 
info_agilent@agilent.com 
 
아시아 태평양 
adinquiry_aplsca@agil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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