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FTIR 분석
Agilent MicroLab 소프트웨어

MicroLab 소프트웨어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
(FTIR)은 시료 내 물질 식별
및 성분 정량을 위한 빠르고
간편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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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질런트는 유연한 핸드헬드 FTIR 분광기와 현장 응용을 위한 견고한 핸드헬드 FTIR
분석기부터 일상적인 테스트 및 첨단 연구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벤치탑 FTIR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FTIR 기기를 제공합니다. 한편으로 Agilent FTIR 분광기의 독특한
점은 분광기와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또는 인터페이스입니다. Agilent
Micro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미지 재료 식별 및 특성 규명에서 자세한 정량
분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사용자가 일상적인 응용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ry 630 FTIR

4500 Portable FTIR

5500 Compact FTIR
모바일 FTIR

MicroLab 소프트웨어 특징

직관적인 그림을 이용한 단계별 안내,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설계를 통해 전체
워크플로를 쉽게 둘러보고 많은 교육이
필요치 않으며 사용자 실수를 감소합니다.
MicroLab은 연결된 기기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부착된 샘플링 모듈을 인식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올바른 파라미터를 직접
적용하고 관련 있는 그림을 표시합니다.
허용된 모듈은 각 분석법에 맞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일반 워크플로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의구심 제거: 데이터 수집 후, 소프트웨어가
직접 색상으로 구분된 실행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여 해석을 보다 간소화합니다.

4300 핸드헬드 FTIR

빠르고 간단한 소프트웨어 경험을 정량
응용을 위한 모델 개발로 확장합니다.
MicroLab Quant 소프트웨어는
정량적 모델을 구축하는 각 단계를
통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지원하고
모델을 최적화할 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모든 관련 결과 보고: MicroLab에는
사전 정의되고 사용자 지정 가능한
보고서 템플릿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으며,
일관된 포맷으로 관련 상세 정보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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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ab 소프트웨어 패키지

MicroLab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MicroLab 소프트웨어 제품군에는 수행
중인 작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4개의 개별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croLab PC

는 사전 정의된
분석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분석법 기반
소프트웨어입니다.

MicroLab Lite

소프트웨어는 FTIR
데이터의 오프라인 리뷰
및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gilent MicroLab Expert 소프트웨어 옵션은 보다
정교한 데이터 처리, 시각화 및 분석 도구가 필요할 때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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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ab Quant

쉽고 간단한 정량
모델의 개발 및 검증에
사용됩니다.

MicroLab OQ

자동 운영 적격성 평가
(OQ)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기 성능을
일상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Agilent MicroLab Pharma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고 전자 기록의 안전한 저장을 관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또한 미국 FDA 21
CFR Part 11, EU Annex 11과 같은 국가 전자 기록 규정을
보다 수월하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MicroLab PC 및 MicroLab
Lite를 통해 해답 찾기
소프트웨어 분석법 유형

MicroLab 소프트웨어는 분석법 기반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분석법이 설정되면 시스템은 턴키
솔루션이 됩니다.
세 가지 분석법 유형이 가장 중요한 분석적 문제를 다룹니다.
식별

정량

스펙트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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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ab PC 및 MicroLab Lite

1

분석 시작

한 번의 클릭으로 사용자가 분석의 모든 단계를 탐색할 수
있는 그림을 통한 워크플로가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 중인 기기와 샘플링 인터페이스를 식별하고 관련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데이터 수집 후 MicroLab은 모든 계산을 수행하고 초보
사용자라도 이해하기 쉬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MicroLab
소프트웨어는 그림 1과 같이 분석법의 임계 및 한계 임계값
설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 후 바로 보고되는 색상으로 구분된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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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반의 소프트웨어 지침을 따름

3

색상으로 구분된 실용적 결과 즉시 수신

그림 1. Agilent MicroLab 소프트웨어와 Agilent FTIR 분광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분석을 수행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줄이는 세 가지 간단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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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ab PC 및 MicroLab Lite

식별 응용

MicroLab은 수집된 스펙트럼을 스펙트럼 라이브러리와 자동으로 비교하고 최적의
스펙트럼 매치를 찾습니다.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신뢰 수준에 따라 색상 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림 2).

그림 2. 참조 스펙트럼에 대한 고품질 매치를
표시함으로써 시료의 정체를 확인.

라이브러리를 MicroLab 소프트웨어에서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 애질런트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별 라이브러리 제공합니다

– 사용자는 몇 초 만에 자신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검색을 식별 응용 분야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참조 표준을 통해 시료를 식별하는 라이브러리, 사양을 벗어난 시료를 사용하여 다시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는 라이브러리와 같은 여러 라이브러리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펙트럼 범위는 분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고품질 인덱스(HQI)와 최대 검색 수 설정을 통해 관련 라이브러리 검색만
표시됩니다

– HQI에 기반한 결과의 색상 코드를 사용하여 신뢰 수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응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입 화학 물질과 완제품의 순도를
신속하게 확인

– 스펙트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용매, 계면 활성제, 특수 아민 또는
산업용 유기 화학 물질을 신속하게
확인
– 미지의 압수된 시료에서 마약
유사체를 식별

이해하기 쉽게 결과를 표시하여 식별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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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ab PC 및 MicroLab Lite
검출 응용의 경우 모든 결과 창에 관련 안전 및 위험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그림 3). 사용자가 편집할 수 있는 사용자 정보 섹션을 포함하여 자세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그림 4).

그림 3. CAS 번호, GHS 기호, 경고 플래그(규제
물질의 경우) 및 간단한 시료 설명을 포함하여
선택한 라이브러리 검색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조치 가능한 안전 및 위험 정보.

그림 4. 추가 화학 물질 및 초기 대응 정보. 편집
가능한 사용자 지정 정보 섹션은 사용자별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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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ab PC 및 MicroLab Lite

정량 응용

MicroLab을 통해 사용자는 단일 FTIR 측정으로 시료의 여러 성분을 정량할 수 있습니다.
MicroLab Quant에서 기본 정량 모델을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다 종합적인 화학
측정 모델을 위해 MicroLab은 MicroLab Expert에서 개발한 예측 모델도 지원합니다.

– MicroLab의 고유한 논리적 설정 기능으로 관련 결과만 표시됩니다

– 색상으로 구분된 결과(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에 대한 사용자 정의 기준은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MicroLab이 모든 계산을 수행하고, 색상으로 구분된 실용적 결과와 이후 지침을
즉시 제공합니다

– 응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려진 첨가제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제조업체의
사양 준수 여부 보증
– 적절히 배합된 정제 화학
물질의 혼합 상태 및 혼합물
확인

– 투과 FTIR을 사용한 빠르고
간편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액체
시료 측정값 획득

그림 5. MicroLab 소프트웨어는 모든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색상으로 구분된 최종 결과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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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ab PC 및 MicroLab Lite

적외선 스펙트럼 수집 및 검토

또한 MicroLab을 사용하여 시료의 적외선(IR) 스펙트럼을 수집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IR 스펙트럼은 작용기의 존재와 같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MicroLab을 통해 사용자는 관심 스펙트럼 범위의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파수
스케일 인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밴드는 보고 또는 기존 연구 결과값과의 비교를 위해 라벨 처리될 수 있습니다.(그림 6)

그림 6. Micro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작업자는 보고 기능과 함께 시료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수집, 검토 및 재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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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ab PC 및 MicroLab Lite

모든 결과 보고

MicroLab PC 및 Lite에는 사전 정의되고 사용자 지정 가능한 보고서 템플릿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으며, 일관된 포맷으로 관련 상세 정보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그림 7). 보고서 템플릿은 Microsoft Word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료 ID: PET

분석법
Name: C:\Users\Public\Documents\Agilent\MicroLa
b\Methods\Identification Method.a2m
사용자: 사용자
시료 스캔: 56
날짜 및 시간: 27/07/2022 5:41:40 PM
백그라운드 스캔: 56
분해능: 4
범위: 4000 - 650
시스템 상태: 좋음
아포다이제이션:Happ-Genzel
파일 위치: C:\Users\Public\Documents\Agilent\MicroLab\Results\Material Identification\
PET_2022-07-27T17-20-02.a2r

현재 시료

Absorbance

POLY(ETHYLENE TEREPHTHALATE)

Wavenumber (cm-1)

품질

라이브러리

CAS#

0.96320

PODEAM514-2 (4467)

25038-59-9

0.96118

PODEAM514-2 (5183)

POLYESTER FIBER

0.95041

PODEAM514-2 (5170)

POLY(ETHYLENE
GLYCOL
TEREPHTHALATE)

7/27/2022 5:20:44 PM

이름
POLY(ETHYLENE
TEREPHTHALATE)

1/2페이지

그림 7. MicroLa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 보고서. 분석된 시료의 모든 관련
내용을 생성된 보고서에서 기록 보관용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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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ab Quant
MicroLab Quant는 다른 MicroLab 소프트웨어
제품군과 동일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며
빠르고 간단한 소프트웨어 경험을 정량 응용을
위한 모델 개발로 확장합니다(그림 8). 원활한
데이터 통합을 통해 MicroLab PC, MicroLab
Lite 및 MicroLab Quant에서 IR 스펙트럼 및
정량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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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량 모델 개발을 위한
MicroLab Quant 소프트웨어의 쉬운
단계.

1

표준물질 선택 및 농도 입력

2

피크 정의 및 검량 최적화

3

모델을 완성하여 MicroLab에서 사용

MicroLab Quant

– 대화형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빠르고 쉽게 Quant 모델을
생성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 9)
– 직접적인 피드백은 상관 관계
그래프에 대한 변경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 정량 모델은 교차 또는 독립적인
시료 검증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림 10)

그림 9. MicroLab Quant를 사용한 DialPath 샘플링 모듈의 선형성 평가. 검량선 및 상관 계수 계산은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그림 10. 또한 MicroLab Quant 응용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교차 검증을 통해 또는 별도의 시료 세트와
비교하여 개발된 정량 모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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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Lab OQ
기기 성능 제어는 의도한 분석에 기기가
적합하는지 검증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MicroLab OQ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기기 성능
검사를 쉽게 수행하여 기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기 성능 테스트 선택

2

각 테스트를 통한 MicroLab OQ 안내

3

성능 테스트 요약 검토

MicroLab OQ에는 적격성 평가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직관적인 그림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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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icroLab OQ는 단순하고
쉬운 단계를 거쳐 기기의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안내합니다.

MicroLab OQ

마지막 단계에서 MicroLab OQ가 진단 값, 테스트 결과, 그리고 향후 참조를 위한 테스트
사양과 합격/불합격 기준을 보여주는 PDF 보고서를 생성합니다(그림 12).

Cary 630 OQ
운영 적격성 평가

시스템 정보
PC/워크스테이션 ID:
소프트웨어 버전:
펌웨어:
시리얼 번호:
보고서 정보
작성자:
생성 일자:
생성 GMT 일자:

사용자 이름:
엔진 광학 장치:
샘플링 모듈:
Qual 날짜/시간:
보고서 파일 이름:
데이터 파일 이름:

액세서리
액세서리:
시리얼 번호:
샘플링 모듈:
Gain:
에너지 레벨:

최대 흡수점:
최소 흡수점:
측정 차(Abs):
특정 차(Abs):

테스트 횟수:
사양 @ 1142-1042:
측정값:

DESKTOP-ENM90U7
MicroL ab PC(21CFR11): 5.7.
1.96.00.0
MY2109CU05

안정성 테스트

새 그룹l새 프로젝트l사용자
7/7/2022 9:05 PM
7/7/2022 5:0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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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파수:
측정값:
Spec. 정확도:
측정 정확도:
Spec. 반복성:
측정 반복성:

투과 셀(Primary)
144 10003#
투과 셀
205#
27577#

분석 횟수: 5
2849.50 cm-1
2870.00 cm-1
0.43
> 0.33
1583.00 cm-1
1589.00cm-1
0.10
> 0.08

시간(분):
사양:
측정 편차:

15
25000 이상
38037

합격

30
<1%
0.068%

합격

파수 정확도 테스트

새 그룹l새 프로젝트l사용자
ZnSe
투과 셀
7/7/2022 9:05 PM

스펙트럼 분해능 테스트
최대 흡수점:
최소 흡수점:
측정 차(Abs):
특정 차(Abs):

신호 대 잡음비 테스트

이 보고서는 21 CFR 11 환경하에서 생성되었습니다

분석 횟수:

Spec. 파수:
측정값:
Spec. 정확도:
측정 정확도:
Spec. 반복성:
측정 반복성:

합격

5

906.6
906.7
±1.0
0.1
±0.05
0.00

1028.3
1028.4
±1.0
0.1
±0.05
0.00

1154.5
1154.6
±1.0
0.1
±0.05
0.01

1601.2
1601.1
±1.0
0.1
±0.05
0.01

2849.5
2849.9
±1.0
0.4
±0.05
0.01

3060.0
3059.9
±1.0
0.1
±0.05
0.01

1583.0
1583.1
±1.0
0.1
±0.05
0.01

E-Signature
합격

«« 확인된 주석 »»
권한: 서명

자동화 ID = {CB92826F-B684-4BC3-808DB852A71F}
현지 날짜 및 시간: 71712022 1:22:37 PM
GMT 날짜 및 시간: 7/8/2022 6:22:37 AM
응용: Microl _ab IQ/0Q

워크스테이션 이름: DESKTOPENM90U7
사용자: 새 그룹\새 프로젝트l사용자
사용자 이름: 사용자
사용자 설명:

기기 시리얼 번호: MY2109CU05
«« 확인된 주석 »»

그림 12. MicroLab OQ를 사용하여 생성된 OQ(Operational Qualification) 보고서. 이해하기 쉬운 합격/불합격
결과와 함께 모든 테스트 파라미터가 포함된 결과가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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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www.agilent.com/chem/MicroLab
온라인 구매:
www.agilent.com/chem/store

Agilent Community에서 기술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리소스에 액세스하세요.
community.agilent.com
미국 및 캐나다
1-800-227-9770
agilent_inquiries@agilent.com
유럽
info_agilent@agilent.com

아시아 태평양
inquiry_lsca@agil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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