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는 귀하의 실험실 생산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Cary Eclipse 형광 
분광 감도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소모품과 부품 리스트를 
발행했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유하면 필요한 소모품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고 기기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gilent Cary Eclipse 형광 소모품 
빠른 참조 안내서

기타 셀 소모품

설명 단위 부품 번호

Cell cleaning solution 1L 5062-8529

Lens cleaning paper, lint-free 50/pk 9300-0761

Tray for 16 cells 10mm 5063-6577

큐벳 및 플로우 셀, far-UV 석영(중심 높이 20mm,  
Cary Eclipse에 사용하기에 적합함)

셀 유형 경로 
길이

(mm)

설명 부피 부품 번호

플로우 셀 10 2 x 2mm window 40μL 6610023700

직사각형 10 Open top, 1 pair 3.5mL 6610000900*

Stoppered, 1 pair 3.5mL 6610001200*

Anaerobic 3mL 6610021400

2 sides with 
black-backed 
mirrors

3mL 6610023500

Sub-micro cell,  
4 x 10mm window

400μL 6610021500

Sub-micro cell,  
2 x 2mm window

40μL 6610021600

Sub-micro cell, 
low head space, 
stoppered

40μL 6610024200

사각형 
베이스를 
갖춘 
삼각형

10 Microcell, 
stoppered

1.7mL 6610021200

Microcell,  
open top

1.7mL 6610021300

* 매칭되는 쌍

96-well microplate

표면 처리 무균 색상 단위 부품 번호

높은 결합 아니요 화이트 10/pk 6610022400

높은 결합 아니요 검은색 10/pk 6610022500

높은 결합 아니요 화이트 100/pk 6610022800

높은 결합 아니요 검은색 100/pk 6610022900

미처리 예 화이트 10/pk 6610022300

384-well microplate

표면 처리 무균 색상 단위 부품 번호

높은 결합 아니요 화이트 10/pk 6610022600

높은 결합 아니요 검은색 10/pk 6610022700

높은 결합 아니요 화이트 100/pk 6610023000

높은 결합 아니요 검은색 100/pk 6610023100

애질런트 기기를 위한 애질런트 소모품

셀 홀더 및 베이스

설명 부품 번호

Cell holder, spare 110664700

Cell holder base 21016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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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질런트 분광기 소모품 -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보다 확실한 분광기 결과를 위해 고품질의 애질런트 
소모품으로 귀하의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소모품, UV 큐벳, 액세서리 등은 ISO 9001의  
인증을 받은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애질런트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설계, 생산, 테스트됩니다. 

왜 분석 결과에 영향주는 위험을 감수하며 정품 애질런트 
소모품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십니까?

8453 UV-Vis 및 Cary UV-Vis-NIR, 형광 및 FT-IR 
제품군에 대한 UV 큐벳 및 정품 애질런트 부품과 소모품을 
포함한 애질런트의 완전한 분자 분광기 소모품 목록을 
살펴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agilent.com/chem/supplies

다음 사이트에서 주문하십시오:

www.agilent.com/chem/wheretobuy

광섬유 프로브 팁

설명 부품 번호

Fiber optic liquid 
tips kit

2 stainless steel liquid 
probe tips with black quartz 
bases, 10 and 20 mm path 
lengths

9910104500

Fiber optic solid 
tip kit

Stainless steel probe tip for 
solids

7910043200

고체 시료 홀더 액세서리 소모품

설명 부품 번호

Edge mounting sample holder. Includes:
Adjustable sample clamp plate, 2 sample 
brackets, sliding bracket, ball driver, 4 
positioning screws

9910102900

Powder cell and single crystal holder. Includes: 
Mounting bracket, 4 positioning screws, 
cylindrical powder holder shell, powder holder 
lid, 2 sample cups, silica disks, crystal holder 
bracket

9910103000

Cuvette sample holder. Includes cuvette holder 
for 10 mm path length cuvettes and mounting 
screws

9910103100

온도 프로브 액세서리 소모품

설명 부품 번호

Probe holder, 4 rectangular end probes, suitable 
for 10mm rectangular cells

9910066800

Probe holder, 4 tapered end probes , suitable for 
micro cells

9910066900

Short extension lead, required to mount probe 
inside sample compartment

110381100

Long extension lead, required to mount probe 
outside sample compartment

110380500

표준물질 및 참조 표준물질

설명 부품 번호

Water-filled fluorescence cuvette, sealed, for 
signal-to-noise measurements of Raman band 
of water

6610021800

Silica diffuser, spare 110674800

Neutral-density attenuator, 1.5Abs, spare 110677500

Rhodamine B in polymer block 6610021900

Europium in polymer block 6610022200

Rhodamine B, saturated solution sealed in 
triangular cuvette for collecting excitation 
correction factors

6610021700

Holmium perchlorate 4% in perchloric acid, 
sealed in quartz cuvette, to measure wavelength 
accuracy on emission monochromator, requires 
cell holder p/n 110678600, includes certificate

6610022100

Cell holder for holmium perchlorate cuvette. 
Allows diffuser to be positioned in the cell holder. 
Required for wavelength accuracy test

110678600

Fluorescence samples, set of six fluorescent 
compounds in polymer blocks, with emission 
maxima from 330-582nm and excitation maxima 
from 290-562nm

6610010300

교체 램프 소스

설명 부품 번호

Xenon lamp module 110666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