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ilent 1290 Infinity II Preparative Open-Bed Fraction Collector

한 방울의 손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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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INFINITYLAB 품질

AGILENT 1220 INFINITY II LC 워크플로 솔루션

새로운 Agilent 1290 Infinity II Preparative Open-Bed 
Fraction Collector를 이용해 모든 대상 화합물을 
수집하고 semi-preparative 및 preparative-scale LC 
정제 워크플로의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십시오. 
최소한의 벤치 공간을 차지하는 애질런트의 
새로운 모듈은 자동화된 대용량의 분취를 
용이하게 합니다. 최적 지연 부피

사전 구성된 튜브 키트를 이용하면 
피크 확산과 분획 사이의 교차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유속에서 성능이 
최적화되고 설정이 간편합니다. 고유한 
자동 지연 센서가 정확한 피크 수집을 
보장합니다.

효율적인 수집
새로운 X-Z-theta 프로브가 용기 사이를 
신속하게 이동하므로 이동 중 시료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BIO-INERT
완전한 비금속 흐름 경로 덕분에 
open-bed fraction collector는  
단백질 정제에도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즉각적인 정보
각 드로어의 표시기가 로딩 상태, 현재 
활동 및 접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LC 정제 워크플로의 효율성 극대화
애질런트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정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데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제 효율 극대화 
Delay volume을 크게 줄여 최고의 회수율과 순도를 위해 
피크 확산 및 교차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  기기 효율 극대화 
가변 베드 구성으로 높은 유연성과 처리량을 위해 최대 
432개의 개별 분획 또는 최대 5.9리터의 부피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실험실 효율 극대화 
높은 모듈 당 분획 능력으로 현재와 미래의 응용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벤치 공간과 최대 4대의 fraction 
collector를 결합하는 능력을 최적화합니다.

LC 정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

AGILENT 1290 INFINITY II PREPARATIVE OPEN-BED FRACTION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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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유연성
응용 작업에 가장 적합한 용기 유형에 
분획을 수집합니다. 외경 12, 16, 25 또는 
30mm이고 길이 100 또는 150mm인 튜브 
크기를 사용합니다.

용량 증대
최대 3개의 드로어가 각각 두 개의 랙을 
수용합니다.

간편한 설정
드로어와 랙에는 ID 태그가 있어 빠른 
설정과 정확한 식별이 용이합니다.

정확한 수집 모드
시간, 피크 또는 질량에 따른 분획 
트리거링으로 매번의 실행에서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분취가 용이합니다.



추가 정보
www.agilent.com/chem/open-bed-fc

Ag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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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quiry_lsca@agil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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