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일한 가열/냉각이 가능한 honey 
       comb block 사용

   빠른 Ramping rate (5℃/sec)로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 획득

Max. 6,500 rpm
1.5 / 2.0 mL tubes (6 hole)

 0.2 mL tube strips (8 hole X 2)

2019년 4월 15일~ 6월 21일까지

2019 Bio-Rad Real-Time PCR

제품 증정 EVENT!

   CFX Connect와 CFX 96 등을
       연결하여 총 4대의 기기 동시 운영 가능

  램프방식이 아닌 LED 방식으로 
      반영구적인 사용과 유지관리 비용 절약

   보정 전용 시약과 별도의 장비 calibration 
      과정이 필요없음!

  다른 통계프로그램 없이,
     실험 실행부터 분석까지 가능한 
     CFX Maestro Software 제공

CFX Connect
SYBR®, FAM/HEX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모델

CFX 96 Touch
Touch screen 방식의

5-Multiplex 가능한 모델

주문 및 상담 02-3471-6500 / 042-824-7000

A/S 문의 02-3471-8171

모든 Real-Time PCR 구매 고객 혜택

Why should I
buy a BIO-RAD?

cDNA 합성을 책임질

T100™ Thermal Cycler
PCR 실험에 필수인 소형 원심분리기!

ARA Mini 6
5.7'' VGA color touch screen

96 x 0.2 mL tubes, 0.2 mL tube strips, 
or 1 x 96-well plate

Gradient range : 30–100°C

정확한 PCR을 위한

시약 & 소모품

● SsoAdvanced™ 
SYBR® Supermix

● Hard-shell 96 plates,
clear well

● 'B' Sealing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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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5일~ 6월 21일까지

2019 Bio-Rad PCR

특별 할인 EVENT!

T100™ Thermal Cycler

  빠르고 간편한 실행
  Gradient 온도 조절 가능
  빠른 Ramping rate

  Real-time PCR로 Upgrade 가능
  Dynamic ramping 방식의 Thermal gradient 가능
  Dual block으로 2가지 Protocol run 가능(48/48)
  다양한 well block (48/48, 96, 384, Deep)

C1000 Touch

Bio-Rad PCR은

- EASY      단 3번의 터치만으로 실행 가능

- FAST      빠른 Ramping rate로 정확한 실험

- GRADIENT     8 lane에 대한 Thermal gradient

- TOUCH DOWN      Cycle마다 온도 및 시간 조절

- OPTION     Real-time PCR로 Upgrade 가능

Bio-Rad의 모든 제품은

정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국내 공식 대리점 ㈜비엠에스를 통하여 구매하신 제품은 철저한 유통관리로 제품 품질을 
보장하며, 제품 상담부터 학술 지원 및 A/S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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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및 상담 02-3471-6500 / 042-824-7000

A/S 문의 02-3471-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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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PCR  구매고객 혜택!
ARA Mini 6 증정!

심플하고 경제적인 PCR 다양한 모듈로 확장 가능한 PCR

96
well block

96
well block

48/48
well dual block

1.5 / 2.0 mL tubes (6 hole)
 0.2 mL tube strips (8 hole X 2)

최대 6,500 rpm의 소형 원심분리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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