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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사랑합니다

In-Fusion® HD Cloning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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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이 따라온다!

- 언제까지?

2016년 10월 14일까지

- 쿠폰은 어디에?

In-Fusion® HD Cloning 박스에!

- 혜택은?

In-Fusion® HD Cloning 재구매 시, 20% 할인가로 GET!

- 할인쿠폰 유효기간?

2016년 12월 30일까지 (타 행사 중복 적용 불가)

자세한 내용은 다카라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akara.co.kr

피드백 이벤트!
In-Fusion Cloning 구매했었다구요?

재구매 할인쿠폰을
신청하세요! (2015, 2016년 구매고객 1회 한정)

In-Fusion Cloning
사용후기를 들려주시면
예쁜 선물을 드려요~
http://feed.takara.co.kr

기간: ~2016년 10월 14일(금)까지
•In-Fusion Cloning 전 제품에 [재구매 20% 할인쿠폰]이 포함됩니다.
•본 할인쿠폰은 2016년 12월 30일 주문시까지 적용가능합니다.

www.takara.co.kr

Fusion PCR Cloning의 원조
®

In-Fusion HD Cloning
•No Limits - Any Vector, Any Insert, Any Site
•Time-saving - 단, 15분만에 반응 완료
•Highly Efficient - 연구자들이 직접 검증한 고효율 Cloning

Talk!
Talk!

질문!

사용해보지 않아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다른 연구자들이 직접 말씀해주시는 In-Fusion Cloning, 믿어보세요!

제한효소 사이트를 찾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아요!
만약에 제한효소 사이트가 있어도 어차피 더블컷을 하게 되면
효율에도 문제가 생기고...

중앙대학교 이ㅇㅇ 선생님

연세대학교 이ㅇㅇ 선생님

기존에 진행하던 방법으로 cloning 실험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 InFusion으로 모두 해결했습니다! 특히 kit의 PCR 효소와 competent
cells를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 제품 대비 효율 인
정합니다!

바이러스 vector cloning과 같이 긴 insert를 짧은 vector에
cloning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In-Fusion은 정말 쉬워요.
안 되던 cloning을 쉽게 끝냈습니다.
Vector : 2.6 kb
Insert : 9.6 kb

충남대학교 김ㅇㅇ 선생님

연세대학교 이ㅇㅇ 선생님

Vector : 1 kb
Insert : 8.5 kb

세 개의 insert로 multiple fragment cloning 진행 후 75%이상의
positive clone을 얻었어요. 타 제품 대비 매우 우수합니다!
Vector : 6 kb
Insert : 2 kb + 2.6 kb + 2 kb

• 본 사용후기는 2015년 In-Fusion® HD Cloning 피드백 이벤트 신청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국내외 연구자의 더 많은
사용후기를 만나보세요!
www.takara.co.kr/i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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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에스엠알 (광주, 전남)

062-672-7631

티엔씨바이오 (부산, 울산, 경남)

051-612-9361

(주) 에스앤씨 (서울,인천,경기)

1644-5778

(주) 프라임텍 (강원)

033-244-6969

이엔바이오 (진주)

055-761-1036

(주) 삼화교역 (전북)

063-227-3700

브니엘바이오 (대구, 경북)

053-381-3611

(주) 셀피스 (제주)

064-722-6707

대일바이오랩 (전북 농진청 산하기관 한정) 063-544-6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