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성능. 감도. 유연성.

 
AGILENT CARY 600 시리즈 FTIR



그 자체로서의 탁월함

Agilent Cary 600 시리즈 FTIR은 실제 실험 조건에서 최고의 분석 
성능을 제공합니다. Cary 660 FTIR은 일상적인 분석과 연구 분석에 
적합한 고성능 분광기입니다. Cary 670 및 Cary 680 FTIR은 폴리머/
재료, 제약, 생명공학 및 화학 분야와 같은 영역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Agilent Cary 600 시리즈 FTIR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의 신호 대 잡음비(S/N) 성능 — 타사의 연구용 FTIR에 비해 
최대 4 배 성능.

•  최고의 스펙트럼 분해능과 가장 빠른 동역학 속도 — 고가의 
업그레이드 없이 많은 정보 제공

•  Cary 660에서 Cary 680으로 완벽한 업그레이드 — 미래의 과제에 
대응 가능.

•  다양한 옵션 — 현미경 및 화학적 이미징, 단계별 스캔 및 GC-IR 
등 모든 응용 분석 요구에 부합.

•  액세서리와 부품 자체 인식 — 가동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으며 
즉시 사용 가능.

•  강력하고 직관적인 소프트웨어와 견고하고 신뢰성 있는 
하드웨어의 결합 — 최고의 생산성 제공.

AGILENT CARY 600 시리즈 FTIR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는 분자 분광기 사용자에게 최고의 리소스이자 파트너입니다. 
애질런트는 FTIR, UV-Vis-NIR 및 형광 분광기를 포함하는 세계적인 명성의 Cary 제품군을 추가하여 
광범위한 분자 분광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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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Cary 600 시리즈 FTIR은 그 자체로 고성능과 신뢰성,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응용에 적합한 솔루션
애질런트는 고객의 응용 분석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애질런트는 고객의 성공에 필요한 
기술, 플랫폼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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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최초의 상업용 
기록형 UV-Vis인 
Cary 11 UV-Vis 
출시

1997
Cary 11 50 주년에 
출시된 Cary 50 
시리즈

1954
Cary 14 UV-Vis-NIR 
출시

1999
Cary Eclipse 
Fluorescence 
시리즈 출시

1969
최초의 고속 스캔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인 
FTS-14 출시

2000
최초의 ATR 화학 
이미징 시스템

1971
FTIR에서 최초로 
mercury cadmium 
telluride(MCT) 
검출기 사용

2002
Cary 
4000/5000/6000i 
연구용 UV-Vis-NIR 
시리즈 출시

1982
최초의 FTIR 
현미경, UMA 100

2008
600 시리즈 FTIR 
분광기, 현미경 및 
이미지 시스템 
출시

1989
호평을 받은 Cary 
1 및 3 UV-Vis 출시

2011
애질런트는 
실험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FTIR 솔루션 제공

1991
최초의 infinity 
corrected 적외선 
현미경

분자 분광기의 혁신

1995
최초의 완전한 
기능을 갖춘 소형 
다이오드 어레이인 
8453A 출시

재료 테스트 
및 연구

화학 
및 석유화학 법의학

생명공학 
및 제약

학술

Cary 600 시리즈 FTIR을 
이용한 일반 응용 분야

폴리머 붕괴(failure) 분석

Depth 프로파일링 및 오염 물질 
확인

실리콘 웨이퍼 불순물 테스트

포장 재료의 개발 및 분석

다중 성분 제품 분석

바이오 디젤 중의 FAME(fatty 
acid methyl esters) 분석

QA/QC를 위한 재료 검사

경쟁 제품의 분해 공학

촉매의 특성 규명

In-situ 반응

페인트 칩의 분석

다중 성분 섬유 확인

위조 의약품의 스크리닝

극미량의 폭발물 검출

원 재료 및 최종 생산품의 
QA/QCC
분석법 개발

단백질 2차 구조 측정

세포막 분석

Cary 600 시리즈 
FTIR에서 지원되는 
일반 샘플링 기술 

Attenuated total reflectance(ATR) 
확산 및 정반사

입사 여각(Grazing angle) 반사

현미경 및 분광 화학적 이미징

편광 변조 적외선 반사 흡광 
분광법(PM-IRRAS)
광음향 분광법(PAS)
열분석 IR(TGA-IR)

Attenuated total reflectance(ATR)
확산 반사

입사 여각(Grazing angle) 반사

현미경 및 분광 화학적 이미징

GC-IR
열분석 IR(TGA-IR)
투과도

Attenuated total reflectance(ATR)
확산 반사

현미경 및 분광 화학적 이미징

Attenuated total reflectance(ATR)
확산 반사 
현미경 및 분광 화학적 이미징 
마이크로 초 및 나노 초
시간 분해 분광법(TRS)
투과도

정반사



Agilent Cary 600 시리즈 FTIR은 소스 처리량과 빔분배기

(beamsplitter), 검출기의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기기의 노이즈 
효과는 감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연구용 FTIR에 비해 최대 
4 배의탁월한 성능과 감도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감도의 FTIR
Agilent Cary 600 시리즈 FTIR의 모든 구성품은 고성능과 유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항상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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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LaTGS 검출기를 사용하여 분해능 4cm-1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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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LaTGS 검출기를 사용하여 분해능 4cm-1에서 측정 
다이아몬드 단일 바운스 ATR을 이용하여 ATR 측정 수행

0

5000

15000

일
반
적
인

 상
대

 S
/N

(피
크

-피
크

, 5
초

)

Open beam S/N 테스트

ATR 미사용

S/N 차이

ATR 추가
(80% 감쇠)

Cary
660

Cary
670/680

감
쇠

 없
음

감
쇠

 없
음

고
에

너
지

 IR
 be

am
의

 7
5%

 감
쇠

그 외 
연구용 

FTIRs

Open beam S/N 테스트

ATR 사용

Cary
660

Cary
670/680

5000

1000010000

25002500

7500

17500

7500

1250012500

S/N 차이

전형적인 S/N 테스트
기기에서 시료나 샘플링 
액세서리없이 수행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측정 가능.

애질런트 S/N 테스트
실제 조건에서 측정되어 진정한 
성능 지표를 제공함.

탁월한 광학 디자인 
이 예시에서는 CO 및 동위원소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수 초 만에 얻을 수 
있는 분해능과 감도를 보여 줍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신호 에너지
Cary 670 FTIR에서 단일 바운스 다이아몬드 ATR을 이용하여 15 초 동안 
스캔하여 수용액에서 0.04%의 에탄올 검출 한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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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LockDown 메커니즘
시료부에 신속하고 재현성 
있게 액세서리 장착 가능. 

생산성 향상 
검출기와 빔분배기

(beamsplitter)를 간단히 
교체할 수 있어 스펙트럼 
범위를 신속하고 재현성 
있게 변경 가능.

내부 빔분배기
(beamsplitter) 보관
건조하고 보호되는 보관 
위치.

Options 
57 mm 역학적으로 정렬된 60°의 
에어 베어링 간섭계는 광량과 
S/N 성능을 극대화(Cary 
670/680에만 적용).

단계별 스캔은 시료 검사의 범위

(첨단 PAS, 폴리머 스트레칭 및 
TRS)를 확장하여, 종합적인 시료 
특성 규명이 가능합니다.

Attenuate the beam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내부 감쇠 휠.

데이터 품질 및 재현성 향상
밀폐되고 건조된 마감 또는 
퍼지 셔터가 있는 완전한 
퍼지 옵션으로 
환경으로부터의 방해요인 
최소화. 

대형 시료부
탈착 가능한 바닥판이 
포함되어 시료 장착 시 
유연성 극대화 .

우수한 결과 
진정한 디지털 24-비트 동적 
범위의 600 kHz Delta-Sigma 
A/D 변환기는 최고의 S/N, 
감도, 분광 정확도 및 정밀도 
제공. 

실험 유연성
다중 외부/방출 포트.

향상된 IR 성능
‘역반사’ 미러가 장착된 
이중 소스 출력의 IR 소스.



Agilent Cary 600 시리즈 FTIR 분광기는 공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미래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응용에 맞게 소스, 빔분배기(beamsplitter), 검출기, 
악세사리 및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맞춤형 기기 구성 가능.

•  현미경, 대형 시료 분석, 화학적 이미징 및 FT 기술(GC, TGA)과 
FTIR을 결합함으로써 시스템 확장 가능. 

•  단계별 스캔, TRS, PAS, 이중 A/D 및 PM-IRRAS 를 포함하여 FTIR 
기능 확장 가능.

•  IR 파워, 분광 분해능, 감도, 속도 및 분광 범위와 같은 성능 
파라미터를 업그레이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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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도 확신할 수 있는 기기
Agilent Cary 600 시리즈 FTIR은 간단히 업그레이드되므로 필요 시 시스템을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징 Cary 660 Cary 670 Cary 680

초고광량, 57 mm 역학적으로 정렬된 
60°의 에어 베어링 간섭계

표준 분광 분해능이 보통 0.06 cm-1보다 더 
뛰어남 
초고속 동역학(>110 spectra/s)

UV(50,000 cm-1)부터 far-IR(20 cm-1)의 전체 
분광 범위

단계별 스캔

참고: 전체 분광 범위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 부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준    업그레이드 

Agilent Cary 610/620 시리즈 FTIR 현미경으로 FTIR 분광기의 기능을 
확장하십시오. 현미경은 고분자 화학, 의약품 개발 및 생물의학 연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합합니다. 

gslee
Rectangle
The table has been updated. Please print this table as adhesive sticker to exactly same ratio with already printed brochure by using indd included, then replace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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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성

•  ‘Method editor’를 사용하여 동일한 윈도우에서 분석법 셋업 및 
측정 시작 가능.

•  셋업에 더 적은 시간 소요 — 액세서리와 부품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 기기 구성을 감지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 
분석법이 제공됨.

•  끌어다 놓기(drag & drop) 형식의 보고서 도구는 스펙트럼, 분석법 
변수 및 피크 테이블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용자 맞춤형 
보고서로 작성하고 데이터를 다른 제조사의 기기에 전송 가능.

데이터 보안성 및 무결성
•  ‘User Manager’를 사용하여 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지정하여, 

데이터와 분석법의 삭제나 변경을 방지할 수 있음.

•  시료, 백그라운드 인터페로그램(interferogram) 및 수집 전의 모든 
원본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므로 데이터의 무결성 확인 및 데이터 
재처리(reprocessing) 가능.

•  저장된 데이터에서 수집 파라미터와 측정 후 데이터 처리법을 
복사하여 새로운 분석법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음.

•  내장된 기기 테스트는 성능의 검증과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공. 

•  IQ/OQ 테스트 수행으로 규제 환경에서 사용 가능.

성능의 저하 없이 완전한 기능 수행

•  스펙트럼 검색 도구는 미지 시료 확인 및 재료 검사를 지원함. 
자체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편집, 관리하거나 유연성 극대화를 
위해 상업적인 라이브러리 사용 가능.

•  단계별 스캔, 고속 동역학, 현미경, 이미징 등의 첨단 데이터 수집 
기능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제공됨. 고가의 추가 비용 
없음.

•  사용자 맞춤 — 내장된 스크립트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에 
맞도록 분석 작업을 단순화하거나 까다로운 응용을 위한 첨단 
절차를 개발할 수 있음.

강력하고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일상적인 측정이든 최첨단의 연구를 수행하든 Resolutions Pro 소프트웨어는 FTIR 데이터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관리합니다.

독특한 ‘Spectral Spreadsheet’ 뷰는 여러 스팩트럼을 겹치고, 비교하고, 파라미터를 
간단하고 빠르게 동시에 도표화합니다.

‘Method Editor’를 사용하면, 사용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간편하게 분석법을 셋업할 수 
있습니다.



애질런트와 함께 항상 최고의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실험실을 운영하십시오.
애질런트 어드밴티지 서비스는 애질런트 기기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애질런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고객과 연결하여 실험실의 모든 시스템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애질런트는 설치 및 업그레이드에서 작동, 
유지보수 및 수리에 이르기까지 기기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애질런트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수리를 
요청하면 애질런트는 수리를 보증하거나 해당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이러한 서비스 보증을 
실시하는 제조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는 애질런트가 
유일합니다.

추가 정보
Agilent Cary 분자 분광기 제품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브로셔를 
요청하시거나 웹 사이트 www.agilent.com/chem/FTIR/을 
참조하십시오.

Cary 610/620 시리즈 
FTIR 현미경

발행번호 5990-7784KO

애질런트 분자 분광기 
포트폴리오

발행번호 5990-7825KO

생명의학 및 생물학적 
응용 솔루션

발행번호 5990-7974EN

폴리머 및 
재료 분야 솔루션

발행번호 5990-7975EN

애질런트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는 지속적으로 발간됩니다. 

최신 자료를 원하시면, 애질런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아래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agilent.com/chem/ 

실험실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
 정확성 및 유연성을 제공하는

 애질런트의 분자 분광기 솔루션을
 확인해 보십시오. 

기타 정보: www.agilent.com/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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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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