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cotek OmniSec ver4.5: Conventional
1. OmniSec 4.5를 실행 시킨다.
User Id: admin, Password: admin를 입력한다.

2. standard sample을 측정한 데이터를 열어 놓고, Method를 설정한다.
1) File à Open: 예) PS std_1.vdt
2) Method à New à Blank: Create a Blank New Method.
* From current: 만들어진 Method file을 불러와 내용 변경할 때.
From File: 측정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와 다른 폴더에 있는 Method 파일을 불러올 때.

3) Conventional Calibration – Homopolymers(RI detector만으로 측정) à [다음]
* Multi-detectors: RI, Viscometer & Light Scattering 데이터로 분석 할 때.
Universal Calibration: RI & Viscometer 데이터로 분석.

4) General:

√ Refractive Index 확인, à [다음]
rd

5) Column Calibration: Curve Fit à 3, (Polynomial 3

calibration curve)

6) Peak Detection: No Detection-Manually Set Limits and Baseline à [다음]
7) Save Method: Root Name 항목에 저장할 이름을 적는다. à [마침]

3. Standard sample의 chromatogram에 Baseline, Limit를 정하고 각 피크의
Mp(Peak Molecular Weight) 값을 입력하여 Calibration Curve를 만든다.
1)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Baseline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누른다.
2)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각 peak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Limits)을 마우스 좌측버튼
으로 누른다. Standard peak 가 다섯 개면 다섯 번 반복한다.
* 설정한 Baseline과 Limits의 각 포인트를 마우스로 끌어서 수정할 수 있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전체를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3) 각 피크의 내부에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더블 클릭, 또는 F2를 누른다.
Mp 값을 입력한다, 5개의 피크에 대해 이와 같이 모두 입력한다.
입력이 끝나면 F7(Method à Add Narrow Std)을 눌러 Calibration Curve를 그린다.
View à Calibration Curve가 √ 되어 있으면 Cal. Curve가 한 화면에 나타난다.

4.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Standard sample에 대해서도 Chromatogram을 불러와(File à
Open) 위 3.의 과정을 반복하여 Calibration Curve를 그린다.
Standards의 갯수가 많고, 분자량 범위가 넓을수록(칼럼 분리능 범위 이내에서) Calibration
Curve가 보다 신뢰성이 있고, 오차가 적어진다.

*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Edit Method>를 누르면 Method 화면에서 Column Calibration
항목을 볼 수 있는데, Calibration curve에서 많이 벗어는 포인트를 Delete 하거나 Use에서
√ 를 지워 calibration curve를 바로 잡을 수 있다.

5. 측정한 시료의 분자량 계산하기
1) 측정한 sample file을 열고, 피크의 Baseline(Shift + 마우스 우측버튼)과 Limit(Shift +
마우스 좌측버튼)를 잡아주고, F5 (Method à Execute)를 눌러 계산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계산 결과가 여러 개의 창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2) Acquired data view Window만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 Window크기를 작게 하면 다른
Windows를 볼 수 있다.

(Window 우측 상단의 ‘restore’를 누르거나, Window à Cascade, Arrange를 차례로
누른다)

6. 출력하기
1) Reporting à Print Results Report: 여러 개의 화면에 나뉘어 있는 내용을 모두 인쇄.
2) Reporting à Print Active Window: 활성화 되어있는(클릭되어 있는) Window만 인쇄.
3) Reporting à Report Designer: 출력할 Report 양식을 다양하게 편집하여 다른 이름으
로 저장해 놓고 필요에 따라 양식을 바꾸어 출력할 수 있다.
* 마우스 우측버튼 à Edit Method à General 화면에서 <Custom Reporting>에서 편집
한 출력 양식을 지정하여 출력할 수 있다.

7. 여러 데이터 겹쳐 보기.
1) Tool à Overlay View를 누르고, File à Open in overlay window..를 눌러 비교해볼 데
이터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불러올 수 있다.

2) Y축 상에서 마우스 우측버튼을 눌러 <Scale to this Axis>를 선택하면, 전체 Y축이 지정
한 Y축 스케일로 맞추어진다.
각각의 Y축을 마우스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
Window 중앙에서 마우스 우측버튼을 누르면, <Hide Y Axes>를 선택할 수 있다.

TIP:
OmniSec 내의 모든 화면에서 F1 을 누르면 해당 화면의 도움말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