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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쓰자, 친구야!

추천하라!
내 친구가 In-Fusion® HD Cloning Kit을 사면
너도 나도 Perfect cloning
기간: 2018년 11월 1일 ~ 12월 7일

참여방법
1. 무슨 제품? In-Fusion® HD Cloning 전 제품
2. 어 떻 게?
•친구에게 In-Fusion® HD Cloning을 소개하세요.

•소개받은 친구가 In-Fusion® HD Cloning을 구매하면, 두 분 모두에게 선물을 팡팡 쏩니다! (20% 캠페인가 구매)
* 제품 주문 시, 추천인 정보를 영업사원에게 꼭 전달하세요.

나 (추천인)

친구 (소개받은 사람)

이거
효율 짱!
왕 추천!

어서와~
In-Fusion® Cloning은
처음이지?

클로닝도 성공하고!
이런 선물도 받고!
정말 좋은데?

[추천인 혜택]

[신규고객 혜택]

한번 더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

한번 더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In-Fusion Cloning 20% 할인쿠폰*

In-Fusion® Cloning 20% 할인쿠폰*

+

기프티콘
(던킨도너츠 커피 & 도넛세트)
(14,000원 상당)
* 사용기한: 2019년 2월 28일까지 (타 행사 중복 불가)

The Best Cloning Ever!

20% OFF

In-Fusion® HD Cloning Kit

(11월 1일 ~ 12월 7일)

The Original

Fusion PCR Cloning의 원조, 15년 이상의 노하우 (since 2002)

Time-saving

단 15분만에 클로닝 반응 완료

No Limits

Any vector, Any insert, Any site 자유롭게 클로닝

Highly Efficient

전 세계 수 많은 연구자들이 극찬한 고효율

Applications

Cloning, Multiple cloning, Mutagenesis, Tagging 등

www.takara.co.kr

특별이벤트-2

같이 쓰자, 실험 성공을 위해!

뭉치면 더 싸다!
성공적인 CRISPR/Cas9을 위한 패키지
기간: 2018년 11월 1일 ~ 12월 7일

CRISPR/Cas9 이번 기회에 시작하자!
구매하는 수량만큼 5%나 할인을 더 주니까!
HOT한 혜택!

통큰

SALE

1개 구매,

2개 구매,

+

3개 이상,

+

+
* CRISPR/Cas9 이벤트 제품 리스트는 www.takara.co.kr를 참조하세요.

이벤트품목

Guide-it™ CRISPR/Cas9 시리즈
•효율적인 CRISPR/Cas9을 위한 Guide-it 시리즈
•CRISPR/Cas9 세팅에 최적인 A to Z

TransIT-X2®
Dynamic Delivery System
•CRISPR Delivery에 최적인 Transfection 시약

1. 가성비 좋은 sgRNA 합성

•CRISPR RNP 도입에 대한 프로토콜 제공

2. 다양한 형태의 CRISPR Delivery
- RNP Delivery를 위한 저독성 Cas9 protein 추천
- CRISPR plasmid, Lentivirus, AAV, Gesicles

•DNA, RNA, Protein까지 만능 아이템
•줄기세포 전용 Application 제공

3. CRISPR 효율 확인을 위한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
- T7E1, CEL1, Surveyor assay보다
효율 높은 Mutation Detection kit

성공적인 CRISPR를 위한▶
베스트 추천패키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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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