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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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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the Best
BEST

Lenti-X™ Concentrator
•Lentivirus 역가를 100배 농축!
•Viral gene delivery를 위한 다양한 제품

RNA to cDNA EcoDry™ Premix

BEST

In-Fusion® HD Cloning
•15분이면 클로닝 반응 완료!
•Seamless, Directional cloning

Special Event
(뒷면 참조)

Guide-it™ CRISPR/Cas9

•상상 이상으로 간편한 cDNA 합성
•동결건조 타입으로 실온보관 가능

•End to End Solution for CRISPR
•Guide-it™과 함께하면 보다 쉬워요!

Capturem™ Protein & Antibody Prep

SMART-Seq® for NGS

•실온에서 단 5분 안에 고농도 정제 완료
•스핀 컬럼 타입의 항체, 단백질 정제 - No Resin

•Single cell RNA-Seq의 정석 (10 pg)
•수많은 논문이 인정하는 최고의 결과
이 외에 다양한 할인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takara.co.kr을 방문하세요.

www.takara.co.kr

Special Event
동결건조형태의 RT mix

RNA to cDNA
EcoDry™ Premix Series
Think Green! Think your high quality experiment!

Just do it!

•8-well strip tube에 RT반응을 위한 모든 구성품이 분주된 동결건조 타입
•번거로운 RNA pre-heating 없이, 빠른 시간 내 cDNA 합성
제품명

RNA to cDNA EcoDry™ Premix (Oligo dT)

RNA to cDNA EcoDry Premix (Random Hexamers)
™

RNA to cDNA EcoDry™ Premix (Double Primed)

Code

용량

정상가*

할인가*

639543

24

264,000

198,000

639541

48

389,000

292,000

639542

96

663,000

498,000

639546

24

264,000

198,000

639544

48

389,000

292,000

639545

96

663,000

498,000

639549

24

264,000

198,000

639547

48

389,000

292,000

639548

96

663,000

498,000
*부가세 별도

*써보고 구매하세요. 샘플 신청은 고객지원센터로!

또 하나의

인 함께 진행

할인캠페

기간: ~ 2017년 5월 31일(수)

중~

Power 브랜드 4종 전

제품, 최대

~

할인

10%~30% 할인
명품실험을 위한 Agarose 20%

Mycoplasma로부터 Cell을 지키자!

•전기영동 표준 SeaKem® LE Agarose
•DNA 회수 SeaKem® GTG™ Agarose

•예방 MycoZap™ Antibiotics 30% 할인
•검출 MycoAlert™, 제거 MycoZap™ 시약 20% 할인

20% 할인
ANY Delivery Method, ANY Cell Type, ANY Nucleic Acid
•내 입맛에 따라 Cell line에 따라 골라쓰는, 맞춤형 Transfection Reagent
•Broad range trasnfection 에는 TransIT-X2® Dynamic Delivery System

질병 연구를 위한 다양한 ELISA Kit, 항체

LNA™를 이용하면 miRNA 연구의 신뢰도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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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서울,인천,경기)

02-2633-7114

(주) 삼화교역 (전북)

브니엘바이오 (대구, 경북)

053-381-3611

(주) 에스앤씨 (서울,인천,경기)

1644-5778

대일바이오랩 (전북 농진청 산하기관 한정) 063-544-6421

티엔씨바이오 (부산, 울산, 경남)

051-612-9361

영인프런티어 (주) (서울,인천,경기)

02-2140-3300

(주) 진성에스엠알 (광주, 전남)

062-672-7631

이엔바이오 (진주)

055-761-1036

033-244-6969

(주) 셀피스 (제주)

064-722-6707

엔터젠 (서울, 인쳔, 경기)

031-291-3189

(주) 프라임텍 (강원)

063-227-3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