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aRa PCR
Thermal Cycler Dice® Touch

할인캠페인
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편리한 사용
•Gradient PCR
•7인치 터치 패널 &
터치펜 사용
Tuesday, July 27, 2022

컴팩트한 외관

간편한 프로그래밍

•초소형 사이즈
(폭 18 cm)

•직관적인 화면 구성

•경량무게 (5 kg)

•마법사 모드로
간단한 셋팅
(Code TP350)

2x premix에 얼지 않는 세상편한 PCR 효소
TaKaRa Ex Premier DNA Polymerase (Code RR370 / RR371)
지금 홈페이지에서 샘플 신청하세요!

www.takara.co.kr

CronoSTAR™96
Real Time PCR System

런칭 기념

할인캠페인

기간: ~2022년 6월 30일까지

:)

•터치스크린을 장착한 stand-alone type
•최대 6개의 detection filter를 장착, 다양한 multiplex 검출 가능
(Code 640231; 4 채널, Code 640232; 6 채널)

•사용이 편리한 소프트웨어 제공 (제어용 PC 연결 가능)

•사용빈도가 높은 4개 채널로 구성된 #640231

처음 뵙겠
습니다.
CS96 입니
다!
•결과 화면은 총 7개의

•복잡한 multiplex 해석에 적용하는 #640232
4
채
널
과
6
채
널
선
택
가
능

4 filters

6 filters

(#640231)

(#640232)

FAM/TB Green®

○

○

VIC/HEX

○

○

TAMRA/Cy3

-

○

ROX/TexasRed

○

○

Cy5

○

○

Alexa Fluor 680

-

○

Filter type

모듈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도출 가능
편
리
한
결
과

- [Amplification Curve], [Standard Curve],
[Sample Setting], [Result Table], [Raw Curve],
[Raw Fluorescence], [Heat Map]

화
면
확
인

신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반복되는 실험속에서도
Cross contamination은
contamination

(데모가능)

RT, qPCR을 1 step으로

qPCR premix

One Step PrimeScript™ Ⅲ
RT-qPCR Mix, w/UNG

Probe qPCR Mix, w/UNG

(Code RR601A)

NO!

(Code RR392A)

UNG Plus
qPCR

RNA 정제없이
PrimeDirect Probe RT-qPCR Mix, w/UNG
(Code RR651A)

고
객 (제품문의) 02-2081-2510
지원센터 support@takara.co.kr

대 전 지 사 042-828-6525
(대전•충청지역 제품주문)

지역별 전문 대리점
그린비바이오 ㈜ (서울,인천,경기)

02-2633-7114

(유) 대일바이오랩 (전북 농진청 산하기관 한정)

063-544-6421

코어젠 (부산, 울산, 경남)

051-621-0924

㈜ 에스앤씨 (서울,인천,경기)

1644-5778

㈜ 진성에스엠알 (광주, 전남)

062-672-7631

이엔바이오 (진주)

055-761-1036

지더블유바이텍 ㈜ (서울,인천,경기)

02-2140-3300

㈜ 프라임텍 (강원)

033-244-6969

㈜ 셀피스 (제주)

064-722-6707

벼리사이언스 (전북)

063-253-0370

브니엘바이오 ㈜ (대구, 경북)

053-381-3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