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용 및 산업용 절편 제작을 위한  
오리지널 HistoCore 마이크로톰 액세서리

H  I  S  T  O  C  O  R  E

구성 가이드

연구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진단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90671_KO_Rev_A__Leica_Research Microtomes Configuration Guide_.indd   1 11.10.2019   09:33:37



2

용접 솔기

클리어 코트 결함

흡수제 재료의 활성 입자 분포

잠재적 파열 지점

포매된 비 인체 생물학적 파라핀 샘플, 석회질을 제거하지 않은 뼈, 자동차 또는 플라스틱 부품에  
대한 절편 제작을 원하십니까?

Leica의 신뢰할 수 있고 정밀한 마이크로톰과 오리지널 고품질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고품질의 절편을 제작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블록에서 최상의 절편 확보가 가능한 회전식 마이크로톰을 선택하십시오. 다양한 블레이드와 샘플 홀더를 

사용해 연구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생체의학 연구와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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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HistoCore BIOCUT R HistoCore MULTICUT R HistoCore AUTOCUT R  HistoCore NANOCUT R
마이크로톰 유형 수동 반자동 전자동 전자동 

일반사항

공칭 전압: N/A 100/120/230/240 V AC 100/120/230/240 V AC 100/120/230/240 V AC

공칭 주파수: N/A 50/60 Hz 50/60 Hz 50/60 Hz

치수 및 무게

폭(핸드휠 및 코스  

피딩 휠 포함)
깊이(샘플 잔해물  

트레이 포함)
높이(상단 트레이 제외)
W x D x H:                                            

 
 
 
 

477 mm x 620 mm x 295 mm

 
 
 
 

477 mm x 620 mm x 295 mm

 
 
 
 

477 mm x 620 mm x 295 mm 415 mm x 620 mm x 295 mm

무게(부속품 제외):
약 31 kg 약 31 kg 약 40 kg 약 40 kg

마이크로톰

절편 두께 설정 범위:
1~60 µm 0.5~100 µm 0.5~100 µm 0.25~50 µm

절편 다듬기  
두께 설정 범위: 10 µm, 30 µm 1~600 µm 1~600 µm 1~300 µm

샘플 피딩: 약 24 mm ±2 mm 약 24 mm ±1 mm 약 24 mm ±1 mm        약 24 mm ±1 mm

수직 스트로크: 70 mm ±1 mm 70 mm ±1 mm 70 mm ±1 mm 70 mm ±1 mm

최대 샘플 크기
(H x W x D):

대형 기본 클램프:  
55 x 50 x 30 mm 
초대형 카세트 클램프: 
68 x 48 x 15 mm

대형 기본 클램프:  
55 x 50 x 30 mm  
초대형 카세트 클램프: 
68 x 48 x 15 mm

대형 기본 클램프: 
55 x 50 x 30 mm  
초대형 카세트 클램프:  
68 x 48 x 15 mm

대형 기본 클램프:  
55 x 50 x 30 mm 
초대형 카세트 클램프:  
68 x 48 x 15 mm

혁신적인 부하 균형  
시스템  

예 예 예 예

샘플 리트랙션: 약 40 µm (끌 수 있음) 5~100 µm, 5 µm 단위  
(끌 수 있음)

5~100 µm, 5 µm 단위  
(끌 수 있음)

5~50 µm (5 µm 단위),  
(끌 수 있음)

코스 피딩 및 자동 절편 속도

저속 전진/후진 이동 
속도
고속 전진 이동 속도
고속 후진 이동 속도 
(빠른 원점 복귀)

N/A 300 µm/s 
800 µm/s 
1800 µm/s

300 µm/s 
800 µm/s 
1800 µm/s

150 µm/s 
400 µm/s 
900 µm/s

절편 속도: N/A(수동) N/A(수동) 0~420 mm/s ±10 % 0~195 mm/s ±10%

맞춤형 코스 피딩 휠 사용자 선택 가능 사용자 선택 가능 사용자 선택 가능 N/A 

샘플 방향 조절 

(0도 위치 적용)
횡방향/종방향 회전:

± 8°/ ± 8° ± 8°/ ± 8° ± 8°/ ± 8° ± 8°/ ± 8°

샘플 잔해물 트레이 기본 기본 기본 기본

연구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진단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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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연구용 마이크로톰 구성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톰 선택

샘플 클램프용  
방향 조절형 또는  
고정형 장치

샘플 홀더 및 클램프

BIOCUT R만 해당

MULTICUT R만 해당

AUTOCUT R만 해당

NANOCUT R 또는 권장하는 경우만 해당

BIOCUT R MULTICUT R AUTOCUT R NANOCUT R
기계식, 수동

14 0521 58201

반자동, 수동

14 0522 58221

자동

14 0523 58241

자동

14 0524 58261

고정형

14 0502 38160

미세 방향 조절형

14 0502 37717

방향 조절형

14 0502 38949

세그먼트 아치 
(직접 조립)
14 0502 40314

퀵 클램핑 시스템

14 0502 37718

세그먼트 아치 
(간접 조립)
14 0502 29969

범용 카세트  
클램프

14 0502 37999

RM Cool Clamp

14 0502 46573

초대형 카세트  
클램프 

14 0502 38967

기본 샘플 클램프 
50x55 mm

14 0502 38005

기본 샘플 클램프 
40x40 mm

14 0502 37998

인서트 3개 포함 
둥근 샘플 홀더: 
6, 15 및 25 mm ø

14 0502 38002

EM 샘플 홀더  
고정 장치

14 0502 29968

호일 클램프 타입 1
 
14 0402 09307

클램프 둥근  
샘플용 V 인서트

14 0502 38000

EM 범용 샘플 
홀더

14 0356 10868

특수 렌치

14 0356 10869

EM 평면 샘플 
홀더 
14 0355 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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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액세서리

나이프 및 블레이드 홀더

기본 기기에 대한 기본 배송

c d c d

마이크로톰 구성 방법:
•  먼저 원하는 마이크로톰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수동 마이크로톰 2개와  

전면 자동화 마이크로톰 2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샘플 방향 조절형(미세 방향 조절형, 방향 조절형 또는 세그먼트 아치를 

통해)을 사용할지 아니면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정형 표본 고정 헤드를 
선택할지 결정하십시오.

•  카세트(기본 또는 초대형), 정사각형이나 둥근 샘플 블록 또는 EM(전자 
현미경을 위한 얇은 절편) 절편을 제작하려고 하십니까? 샘플에 적합한  
샘플 홀더를 선택하십시오.

•  사용하려는 블레이드 또는 나이프 유형에 따라 홀더를 선택하십시오. 
 

•  유리 및 다이아몬드 나이프용 나이프 홀더 베이스 및 나이프 홀더 GD에는 
백라이트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어 샘플을 나이프에 보다 잘 정렬할 
수 있습니다.

•  색상 코드 ( )는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나타냅니다.  
색상 코드가 없는 액세서리는 4개의 마이크로톰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www.LeicaBiosystems.com의 소모품 섹션에서 보다 다양한 일회용 
블레이드 또는 재사용 가능 나이프에 대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용 현미경 
캐리어

14 0502 40580

확대경 2단 
접이식

14 0502 42790

확대경과 조명이 
있는 결합 캐리어 

14 0502 29971 
120/60Hz
14 0502 29972 
230V/50Hz

LED 고출력 
스폿이 있는 
현미경 캐리어와 
현미경

14 0502 38463

백라이트 외부  
전원 공급 장치
14 0500 31244

백라이트

14 0502 38719

블레이드 홀더  
베이스
14 0502 55546

나이프 홀더  
베이스
14 0502 37962

하이 및 로우  
프로파일  
블레이드용  
2-in-1 블레이드 
홀더
14 0502 54497

로우 프로파일  
블레이드용  
물통이 있는  
나이프 홀더 E
14 0502 38961

나이프 홀더 N

14 0502 37993

나이프 홀더 NZ

14 0502 37994

나이프 홀더 E-TC

14 0502 37997

나이프 홀더 GD

14 0502 39052

www.LeicaBiosystems.com 
일회용 블레이드 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 스틸 나이프
프로파일 c, 16 cm: 
14 0216 07100
 
프로파일 d, 16 cm: 
14 0216 07132

재사용 가능 텅스텐 카바이드  
나이프
프로파일 c, 16 cm:
14 0216 04206 
프로파일 d, 16 cm: 
14 0216 04813

일회용 텅스텐 카
바이드 블레이드 
TC-65  
14 0216 26379

다이아몬드  
나이프 
삼각형 유리  
나이프

LED 1000  
고출력 스폿, 2암 

14 6000 04826

LED 1000  
컨트롤 유닛

14 6000 04825

풋스위치

14 0502 38257

기본 샘플 잔해물 
트레이

14 0518 56458

상단 트레이

14 0517 5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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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액세서리

BIOCUT R만 해당

MULTICUT R만 해당

AUTOCUT R만 해당

NANOCUT R만 해당 

BIOCUT R MULTICUT R AUTOCUT R

카세트 블록

일회용  
블레이드

재사용 가능 
나이프

기계식, 수동

14 0521 58201

반자동, 수동

14 0522 58221

자동

14 0523 58241

고정형
14 0502 38160

미세 방향 조절형
14 0502 37717

방향 조절형
14 0502 38949

퀵 클램핑 시스템
14 0502 37718

범용 카세트  
클램프 

14 0502 37999

RM CoolClamp

14 0502 46573

초대형 카세트  
클램프

14 0502 38967

기본 샘플 클램프 
40x40 mm

14 0502 37998

기본 샘플 클램프 
50x55 mm

14 0502 38005

하이 및 로우  
프로파일  
블레이드용  
2-in-1  
블레이드 홀더
14 0502 54497

로우 프로파일  
블레이드용  
물통이 있는  
나이프 홀더 E
14 0502 38961

백라이트용  
외부
전원 공급 장치
14 0502 31244

나이프 홀더 N

14 0502 37993

블레이드 홀더  
베이스
14 0502 55546

나이프 홀더  
베이스
14 0502 37962

백라이트
14 0502 38719

범용 현미경  
캐리어
14 0502 40580

풋스위치
14 0502 38257

www.LeicaBiosystems.com에서
일회용 블레이드 전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 스틸 나이프
프로파일 c, 16cm: 14 0216 07100
프로파일 d, 16cm: 14 0216 07132

확대경 2단 접이식
14 0502 42790

LED 1000  
컨트롤 유닛
14 6000 04825

LED 1000  
고출력 스폿, 2암
14 6000 04826

비 인체 파라핀 절편 제작

마이크로톰 선택

샘플 클램프용  
방향 조절형 또는  
고정형 장치

카세트 또는 블록

일회용 블레이드 또는  
재사용 가능 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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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

4

6

3

물통이 있는  
나이프 홀더 E

# 권장사항 주문 번호

BIOCUT R 기본 기기 14 0521 58201

또는 MULTICUT R 기본 기기 14 0522 58221

또는 AUTOCUT R 기본 기기 14 0523 58241

1 샘플 클램프용 미세 방향 조절형 장치 14 0502 37717

2 퀵 클램핑 시스템 14 0502 37718

3 Leica RM CoolClamp 14 0502 46573

4 블레이드 홀더 베이스 14 0502 55546

5 2-in-1 블레이드 홀더 14 0502 54497

6 로우 프로파일 블레이드 예:

하이 프로파일 블레이드 예:

14 0358 38382

14 0358 38383

•  수작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동화된 마이크로톰으로 작업하시겠습니까? 
마이크로톰을 선택하십시오.

•  AUTOCUT R에 풋스위치를 장착하여 자동 절편 제작을 손쉽게 시작하고 정지할 
수 있어,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샘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샘플 방향 조절(예: 재절단)이 필요하십니까? 이때 정밀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니까? 0으로 표시된 샘플 클램프용 미세 방향 조절형 장치 및 2°마다 
정지하거나 8° XY 방향의 샘플 클램프용 방향 조절형 장치 중에 선택이 가능 
합니다. 이 두 가지 방향 시스템 모두 퀵 클램핑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빠른 
샘플 클램프 교환 또는 세척을 위한 클램프 제거가 가능합니다.

•  안정적인 고정형 표본 고정 헤드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장치(통합 퀵 
클램핑 시스템 포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 또는 초대형 카세트 또는 파라핀 블록에 포매된 샘플에 대한 절편을 
제작하려고 하십니까? 특히 연속적으로 절편을 제작할 때 블록을 오랜 시간 
차갑게 유지하면서 기본 카세트를 냉각하기 원하십니까? 카세트 또는 블록 
절편에서 샘플에 적합한 클램프를 찾으십시오.

•  일회용 블레이드 또는 재사용 나이프 선호 여부에 따라 블레이드 또는 나이프 
홀더를 선택하십시오. 2-in-1 블레이드 홀더(블레이드 홀더 베이스와 함께 사용)
는 하이 또는 로우 프로파일 블레이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물통이 있는 나이프 홀더 E는 나이프 홀더 베이스 및 로우 프로파일 블레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울 수 있으며 절편은 수면 위로 펼쳐져 
대상물 슬라이드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  재사용 가능 c 또는 d 프로파일 나이프를 사용할 경우, 나이프 홀더 N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나이프 홀더 베이스(물통이 있는 나이프 홀더 N과 E)에는 백라이트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어 샘플을 나이프에 보다 잘 정렬할 수 있습니다.

•  www.LeicaBiosystems.com의 소모품 섹션에서 보다 다양한 일회용 블레이드 
또는 재사용 가능 나이프에 대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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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15,5 단계  
쥐 배아의  
원시 데이터

제공:

얇은 절편 제작 및 3D 응용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나만의 마이크로톰을 구성하십시오

마이크로톰 선택

자동

14 0524 58261

샘플 클램프용  
방향 조절형 또는  
고정형 장치

고정형

14 0502 38160

미세 방향 조절형

14 0502 37717

방향 조절형

14 0502 38949

퀵 클램핑 시스템

14 0502 37718

응용 프로그램

세그먼트 아치 
(직접 조립)
14 0502 40314

세그먼트 아치
(간접 조립)
14 0502 29969

3D 얇은 절편 제작

인서트 3개 포함 
둥근 샘플 홀더: 
6, 15 및 25 mm ø

14 0502 38002

나이프 홀더  
베이스
14 0502 37962

EM 샘플 홀더  
고정 장치
14 0502 29968

EM 평면 샘플 
홀더
14 0355 10405

EM 범용 샘플 
홀더
14 0356 10868

특수 렌치

14 0356 10869

백라이트

14 0502 38719

나이프 홀더 GD

14 0502 39052

다이아몬드 나이프
삼각형 유리  
나이프

LED 고출력  
스폿이 있는  
현미경 캐리어와 
현미경

14 0502 38463

확대경과  
조명이 있는  
결합 캐리어
14 0502 29971 
120/60Hz
14 0502 29972
230V/50Hz

LED 1000  
고출력 스폿, 2암
14 6000 04826

LED 1000  
컨트롤 유닛
14 6000 04825

풋스위치

14 0502 38257

기타 액세서리

나이프 홀더 E-TC
14 0502 37997

일회용 텅스텐  
카바이드  
블레이드 TC-65 
14 0216 26379

NANOCU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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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사항 주문 번호

NANOCUT R 기본 기기 14 0521 58261

1 샘플 클램프용 미세 방향 조절형 장치 14 0502 37717

2 퀵 클램핑 시스템 14 0502 37718

3 EM 샘플 홀더 고정 장치 14 0502 29968

4 EM 평면 홀더 또는 14 0355 10405

5 EM 범용 홀더 14 0356 10868

6 특수 렌치 14 0356 10869

7 나이프 홀더 GD 14 0502 39052

8 다이아몬드 나이프 N/A

9 LED 고출력 스폿이 있는 현미경 캐리어 14 0502 38463

10 LED 1000 컨트롤 유닛 14 6000 04825

11 풋스위치 14 0502 38257

# 권장사항 주문 번호

NANOCUT R 기본 기기 14 0521 58261

1 샘플 클램프용 미세 방향 조절형 장치 14 0502 37717

2 퀵 클램핑 시스템 14 0502 37718

3 둥근 샘플 홀더 14 0502 38002

4 나이프 홀더 베이스 14 0502 37962

5 백라이트 14 0502 38719

6 TC-65 일회용 블레이드를 위한  
나이프 홀더 E-TC

14 0502 37997

7 TC-65 일회용 블레이드 14 0216 26379

8 풋스위치 14 0502 38257

3D 재구성을 위한 권장 솔루션 얇은 절편 제작을 위한 권장 솔루션

1 2

3 4

5 6

1 2 3

5 6

7

11

4

7 8

9

8

10

3D 응용 프로그램 – 메를로(MERLOT) 의사 결정 트리를  
따르십시오
•  NANOCUT R은 3D 재구성 프로그램을 위한 기기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샘플  

표면 캡처 시 샘플을 최적의 표본 고정 헤드 위치에서 정확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  샘플 방향 조절형(미세 방향 조절형 또는 방향 조절형)을 사용할지 아니면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정형 표본 고정 헤드를 선택할지 결정하십시오.
•  퀵 클램핑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샘플 클램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샘플은 둥근 샘플 클램프 어댑터가 있는 주형을 사용하여 포매하기 

때문에 둥근 샘플 클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3차원 재구성 프로그램의 경우 고품질의 절단 블록 표면이 필요합니다. E-TC 

블레이드 홀더에 고정된 일회용 텅스텐 카바이드 TC-65 블레이드를 사용하면 
고품질 표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얇은 절편 제작 – 녹색 의사 결정 트리를 따르십시오
•  NANOCUT R은 최소 절편 두께가 250 nm인 얇은 절편 제작에 적합한 기기입니다. 

풋스위치를 사용하면 앙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절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얇은 절편 제작을 위한 샘플 크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샘플은 수지에 포매되어 

있으며 EM 평면 또는 범용 샘플 홀더에 고정됩니다. 샘플은 특수 렌치를 사용하여 
홀더에 고정합니다.

•  세그먼트 아치는 EM 홀더를 고정하는데 흔히 사용됩니다. 최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이크로톰의 실린더에 직접 고정되는 세그먼트 아치를 선택 
하거나, 샘플 클램프를 위한 정밀 방향 또는 방향 조절형 장치에 고정되는 간접 
조립 세그먼트 아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나이프 홀더 GD에 고정된 유리 또는 다이아몬드 나이프를 사용하여 얇은 절편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나이프에 더 잘 맞추기 위해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LED 조명이 있는 확대경이나 현미경은 절편을 준비하고 수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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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ANOCUT R 또는 권장하는 경우만 해당

여러 가지 경도 및 원하는 두께의 절편 또는 표면 품질과 관련하여 나만의 마이크로톰을  
구성하십시오

마이크로톰 선택

샘플 클램프용  
방향 조절형 또는  
고정형 장치

샘플 사이즈 및 형식

샘플 경도 절편 또는 표면

원하는 최소 절편 두께

기타 액세서리

자동
14 0523 58241

자동
14 0254 58261

고정형
14 0502 38160

미세 방향 조절형
14 0502 37717

방향 조절형
14 0502 38949

퀵 클램핑 시스템
14 0502 37718

기본 샘플
클램프 40x40 mm
14 0502 37998

기본 샘플
클램프 50x55 mm
14 0502 38005

인서트 3개 포함 
둥근 샘플 홀더: 
6 mm, 15 mm 및 
25 mm 직경

14 0502 38002

EM 평면 샘플 
홀더
14 0355 10405

EM 샘플 홀더  
고정 장치
14 0502 29968

EM 범용 샘플 
홀더
14 0356 10868

호일 클램프  
타입 1
14 0402 09307

클램프용 V 인서트
둥근 샘플
14 0502 38000

특수 렌치

14 0356 10869

나이프 홀더 GD
14 0502 39052

나이프 홀더 NZ
14 0502 37994

나이프 홀더 E-TC
14 0502 37997

하이 및 로우  
프로파일  
블레이드용  
2-in-1  
블레이드 홀더 
14 0502 54497나이프 홀더 베이스

14 0502 37962

백라이트
14 0502 38719 

블레이드 홀더 베이스
14 0502 55546

재사용 가능  
텅스텐 카바이드 
나이프 
프로파일 c, 16 cm: 
14 0216 04206
프로파일 d, 16 cm: 
14 0216 04813

일회용 텅스텐  
카바이드  
블레이드 TC-65

14 0216 26379

www.LeicaBiosystems.com
에서 일회용 블레이드 
전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용 현미경  
캐리어
14 0502 40580

풋스위치
14 0502 38257

다이아몬드 
나이프 삼각형 
유리 나이프

LED 고출력  
스폿이 있는  
현미경 캐리어와 
현미경

14 0502 38463
확대경 2단 접이식
14 0502 42790

확대경과  
조명이 있는  
결합 캐리어 
14 0502 29971 
120/60Hz 
14 0502 29972 
230V/50Hz

LED 1000  
컨트롤 유닛
14 6000 04825

LED 1000  
고출력 스폿, 2암
14 6000 04826

AUTOCUT R NANOCUT R

기본 샘플 클램프 둥근 샘플

1 μm 2 μm 5 μm 최대 5 μm~ 
250 nm

경질(예: 수지 포매 뼈) 연질 플라스틱 
(예: 폴리에틸렌 ) 고품질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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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사항 주문 번호

AUTOCUT R 기본 기기 14 0523 58241

1

2

샘플 클램프용 미세 방향 조절형 장치 
또는
샘플 클램프용 방향 조절형 장치

14 0502 37717

14 0502 38949

3 퀵 클램핑 시스템 14 0502 37718

4 기본 클램프 50 x 55 mm 14 0502 38005

5 호일 클램프 14 0402 09307

6 V 인서트 14 0502 38000

7 블레이드 홀더 베이스 14 0502 55546

8 2-in-1 블레이드 홀더 14 0502 54497

9 로우 프로파일 블레이드 예: 819
하이 프로파일 블레이드 예: 819

14 0358 38382
14 0358 38383

10 풋스위치 14 0502 38257

# 권장사항 주문 번호

AUTOCUT R 기본 기기 14 0523 58241

1 샘플 클램프용 미세 방향 조절형 장치 14 0502 37717

2 퀵 클램핑 시스템 14 0502 37718

3 둥근 샘플 홀더 또는 14 0502 38002

4 기본 클램프 40 x 40 mm 14 0502 37998

5 나이프 홀더 베이스 14 0502 37962

6 백라이트 14 0502 38719

7

8

또는 재사용 가능 텅스텐 카바이드
(TC) 나이프용 나이프 홀더 
16 cm TC 나이프 d 프로파일

14 0502 39052

14 0216 04813

또는 9

10

나이프 홀더 E-TC
일회용 TC 블레이드용
TC-65 일회용 블레이드

14 0502 37997

14 0216 26379

11 풋스위치 14 0502 38257

수지 절편 제작을 위한 권장 솔루션  
(예: 뼈 또는 더 단단한 산업 샘플)

연질 플라스틱 부품 절편 제작을 위한 권장 솔루션 
(산업)

1 2 3

5 6

7 9

10

4

8

1 2 3

5 6 7

9 10

11

4

8

경도가 다른 수지 포매된 생물학적 또는 플라스틱 샘플을 절편 제작하려면 자동 
마이크로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록 크기가 크거나 절편 두께가 0.5 µm에 이르는 경우에는 AUTOCUT R을 

선택하고, 매우 느린 절단 속도가 요구되거나, 절편 두께가 250 nm에 이르거나, 
고품질 샘플 표면이 필요한 샘플인 경우에는 NANOCUT R을 선택하십시오.

•  절편 수집을 위해 양손을 사용하려면 풋스위치를 선택하여 자동 절편 제작을 
쉽게 시작하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샘플 방향 조절(예: 대상 준비)이 필요하십니까? 이때 정밀도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니까? 

°  0으로 표시된 샘플 클램프용 미세 방향 조절형 장치 및 2°마다 클릭 스톱. 
°  절단력을 줄이기 위해 클램프를 360 ° 회전시킬 수 있는 8° XY 방향의 샘플 

클램프용 방향 조절형 장치. 
°  이 두 가지 방향 시스템에는 신속한 클램프 교환을 위해 퀵 클램핑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안정적인 고정형 표본 고정 헤드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장치(통합 퀵 

클램핑 시스템 포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다수 사용자의 경우 절단된 샘플에 대한 화학적 또는 열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샘플을 합성 수지나 파라핀에 포매하지 않고 직접 클램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정사각형 또는 각진 샘플의 경우 기본 샘플 클램프 중 하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절편을 제작하는 동안 호일을 고정하기 위해 샌드위치처럼 두 개의 플라스틱  

부품 사이에 장착됩니다. 이러한 샌드위치 형태는 기본 클램프에 장착된 호일  
클램프에 고정됩니다.

°  5, 18 또는 25 mm 직경의 둥근 샘플의 경우, 둥근 샘플 클램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직경에는 기본 클램프 중 한 개를 V 인서트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  크기가 더 작은 평면 또는 캡슐 크기의 샘플인 경우, EM 평면 또는 범용 샘플 
홀더를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샘플은 EM 홀더 고정 장치로 고정됩니다.

•  샘플의 경도는 어떠합니까? 절편 제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블록의 절단 
표면에 대한 관찰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최소 샘플 두께는 어느 정도입니까?

°  폴리에틸렌 등의 연질 플라스틱이고 원하는 절편의 두께가 5µm 정도 되는 경우, 
일회용 블레이드 및 2-in-1 블레이드 홀더를 사용하십시오.

°  글리콜 메타크릴레이트(GMA, 예: HistoResin)와 같은 플라스틱 또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MMA)나 에폭시 수지 등의 경질 플라스틱의 경우, 텅스텐 
카바이드 블레이드/나이프의 사용이 적절합니다. 

°  최소 2 µm: E-TC 나이프 홀더에 장착된 일회용 TC-65 블레이드. 
°  더 얇은 샘플의 경우 NZ 나이프 홀더에 고정된 재사용 가능한 텅스텐 카바이드 

나이프(d 프로파일 포함)를 사용해야 합니다.
°  결함 분석 등을 위한 고품질 표면의 경우, 텅스텐 카바이드 블레이드/나이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최상의 표면 품질을 위해서는 GD 나이프 홀더가 있는 
다이아몬드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LED 조명이 있는 확대경이나 현미경은 절편을 준비하고 수집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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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마이크로톰

호일의 불순물 50 μm 클리어 코트 불균일 20 μm 샌드위치 호일 5 μm

쥐의 근위 경골 5 μm 탑 코트에 거대한 유리 섬유 천공 20 μm 플라스틱 형태 20 μm

비 인체 파라핀 절편 제작을 위한  
HISTOCORE 회전식 마이크로톰 구성

주문 번호 주문 번호 주문 번호

기본 구성품 149BIOR00C1 149MULTIRC1 149AUTOR0C1

정밀 방향 시스템: 샘플 클램프용  
미세 방향 조절형 장치

ü ü ü

퀵 클램핑 시스템 ü ü ü

범용 카세트 클램프 ü ü ü

블레이드 홀더 베이스 ü ü ü

2-in-1 블레이드 홀더 ü ü ü

기본 샘플 잔해물 트레이 ü ü ü

상단 트레이 ü ü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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