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Takara PCR 기기

기간: 11월 1일 ~ 12월 19일

할인 캠페인
7인치 칼라 패널을 이용한

마법사 기능으로 실수없는

간편한 터치 방식

프로그램 설정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PCR 반응 시 tube, block 온도를

Gradient 기능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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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Thermal Cycler Dice® Touch (Code TP350)
•컴팩트한 디자인
•고사양 블록 모듈을 탑재
•사용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뛰어난 성능의 96 well PCR

Gradient 기능에 우수한 내구성까지 겸비한 스테디셀러!

Thermal Cycler Dice® Gradient (Code TP600)

www.takara.co.kr

2018년
Real Time PCR 기기
기간: 11월 1일 ~ 12월 19일

할인 캠페인
Thermal Cycler Dice®
Real Time System Ⅲ (Code TP950)

다양한 분석방법 지원

심플한 화면 구성으로 쉬운 사용

•터치스크린을 장착한 Stand-alone 타입
•약 40분에 완료되는 Fast qPCR
•간편한 소프트웨어
•컴팩트한 디자인과 저소음 설계
누구나 사용가능한
직관적인 소프트웨어

대용량 분석 SW 적용 가능 (M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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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소비자가

RR420A

TB Green Premix Ex Taq (Tli RNaseH Plus)

300,000

RR820A

TB Green™ Premix Ex Taq™ II (Tli RNaseH Plus)

300,000

RR430A

TB Green Fast qPCR Mix

300,000

RR390A

Premix Ex Taq™ (Probe qPCR)

300,000

RR391A

Probe qPCR Mix

300,000

RR036A

PrimeScript RT Master Mix (Perfect Real Time)

349,000

RR047A

PrimeScript™ RT reagent Kit with gDNA Eraser (Perfect Real Time)

3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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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well 타입의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Real Time PCR 기기

Thermal Cycler Dice® Real Time System Lite (Code TP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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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엔씨바이오 (부산, 울산, 경남)

051-612-9361

㈜ 에스앤씨 (서울,인천,경기)

1644-5778

㈜ 진성에스엠알 (광주, 전남)

062-672-7631

이엔바이오 (진주)

055-761-1036

영인프런티어 ㈜ (서울,인천,경기)

02-2140-3300

㈜ 프라임텍 (강원)

033-244-6969

㈜ 셀피스 (제주)

064-722-6707

㈜ 삼화교역 (전북)

063-227-3700

브니엘바이오 ㈜ (대구, 경북)

053-381-3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