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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실험을 쉽고 간편하게

전기영동 PCR 실험키트

ABOUT US
(주)한국과학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과 창의적인 과학 기술 토대 마련이라는
경영 철학 아래 195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이후 지금까지
국내 유수의 대학, 과학고, 교육기관에 세계적 과학 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Edvotek
생명공학의 발전은 PCR 기술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공학은

02-929-1110
info@koreasci.com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전기영동과
PCR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관련 실험을 진행하기에 학교의 과학시간은

www.koreasci.com

너무 짧습니다.
Edvotek은 이러한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된
DNA 샘플로 키트를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미리
준 비 된 샘 플 과 시 약 으 로 바 로 PC R 과 전 기 영 동 실 험 을

서울 강서구 양천로 400-12

시작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더리브골드타워 1110호

친자확인, 범인찾기, 유전병, GMO검출 등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실제와 거의 동일한 결과물을 얻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Edvotek 키트를 사용하면 전처리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기기가 줄어들어 고가의 장비 구매에
대한 부담없이 실험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실험 세팅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 실험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재료
빠른 실험 진행
최신트렌드를 따르는 키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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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영동 개념 이해

Discovering Electrophoresis

전기영동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기가 필요할까요?
전기영동은 DNA, RNA, 단백질 등을 크기에 따라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1. 수평식 전기영동 장치 – 버퍼와 겔을 담을 수 있으며 양극과 음극을 가집니다.
2. 파워 서플라이 – 생체분자를 겔을 통해 이동시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합니다.
3. 마이크로 피펫 – 샘플을 웰(well)로 이동시킵니다.
4. 아가로스 – 분리 매트릭스로서 사용되는 다당류
5. 전기영동 버퍼 – 전류가 이동하는데 필요하고 pH실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온을 가집니다.
6. 겔로딩 용액 – 용액 안의 글리세롤 성분이 웰 안의 샘플에 들어가 고정되도록 해주며, 염료로 샘플이 겔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 염색 – DNA 또는 단백질을 시각화합니다.

전기영동은 생체분자를 어떻게 분리할까요?
생체분자 혼합물이 겔 안에 움푹한 웰(well)안으로 분주되고 전류가 겔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림 A)
DNA의 당-인산의 뼈대(sugar-phosphate backbone)는 강한 음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전류가 공급되면 DNA는 겔을 통과해 양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B)
아가로스겔은 실온에서 고체로 보이지만 분자수준의 겔에는 생체분자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작은 조각들은 이 통로를
쉽게 지나가지만 큰 조각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크기가 다른 분자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겔과 분리되어 별개의
밴드를 형성합니다. 전류가 멈추면 밴드는 생체분자에 붙는 염료에 의해 시각화됩니다. (그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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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 실험, 어떤 기기를 준비해야 하나요?
1

2

3

1. 전기영동 장치 - 버퍼와 겔을 담을 수 있으며 양극과 음극을 가집니다.
2. 파워 서플라이 - 생체분자를 겔을 통해 이동시키기 위한 전류를 공급합니다.
3. 마이크로 피펫 - 샘플을 웰(well)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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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겔 크기에 따라 50X 버퍼를 증류수로 1X 농도로 희석합니다.
2. 1X 버퍼와 아가로스를 250mL 플라스크에 넣어 섞습니다.
3.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넣고 가열하여 용해합니다.
플라스크를 꺼내 돌려가며 제대로 섞였는지 확인하고 15초 정도를 다시 돌려 용액이 완전히 투명해지도록 용해합니다.
4. 조심스럽게 돌리면서 60도까지 식힙니다.
5. 겔 캐스팅 트레이에 고무마개를 끼웁니다. 실험하는 샘플 수에 맞는 comb을 끼웁니다.
6. 식힌 아가로스를 준비된 겔 캐스팅 트레이에 붓고 20분 이상을 놔두어 굳힙니다.
7. 식어서 굳었는지 확인한 후 고무마개와 comb을 제거합니다.
8. 전기영동 챔버 안으로 트레이에 올려진 상태로 겔을 넣습니다. 1X 농도의 전기영동 버퍼를 겔이 충분히 잠기도록 채웁니다.
9. 피펫과 피펫팁을 결합하고 준비된 샘플이 들어있는 QuickStrip에 찔러 넣어 샘플을 빨아들인 후 겔에 있는 well에 분주합니다.
10. 뚜껑을 확실히 닫습니다. 겔이 제대로 위치했는지 체크합니다.
11. 파워서플라이에 전극 선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서 전류를 보냅니다.
12. 전기영동 실험을 마치면 겔과 함께 트레이를 꺼내고 필요하면 염색 작업을 진행하고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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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 개념이해

전기영동의 원리와 실험
제품 코드 : ED101

\ 125,000
학생들이 겔 전기영동의 과정을 직접 실험하여 전기영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키트입니다. 아가로스겔 상에서 다양한 분자들을 분리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69540

1. 아가로스 겔을 직접 제작
2. 만들어진 겔에 샘플을 로딩 후 전기영동 수행
3. 단일색 염료와 혼합된 색 염료의 분리된 밴드를 비교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White LED Transilluminator,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 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ye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범인찾기 키트
제품 코드 : EDS-51

\ 116,000
범죄현장에 남겨진 머리카락에서 얻은 DNA로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키트로 가상의 범죄현장에서 얻은 두 명의 용의자 DNA 샘플을 전기영동을 통해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69884

비교하여 진범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White LED Transilluminator,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ye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전기영동으로
분리한 DNA 조각

현장 증거품 용의자 혈액

추출한
DNA

제한효소로 자른
DNA 조각
서던 블롯

자가방사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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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 개념이해

전기영동을 이용한 사탕의 컬러코드 풀기
제품 코드 : EDS-47

\ 116,000

식품학자들이 다채로운 사탕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색상 코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봅니다.
학생들은 즐겨 먹는 사탕에서 색상을 추출하고 전기영동을 통해 색을 분리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69855

1. 염료 추출용 버퍼에 사탕을 넣고 흔든 후 마이크로튜브에 색상용액을 담습니다.
2. 아가로스 겔에 로딩하여 전기영동을 시작합니다.
3. 전기영동 결과 분리된 색상 띠의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표준곡선을 그립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White LED Transilluminator,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ye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 사탕은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DNA의 비밀 : 유전학 탐구
제품 코드 : EDS-52
학교장터(S2B)번호 :
202007020917284

\ 146,000

지구 밖의 유전학을 탐구합니다. 두 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통해 DNA기술을 이용한
유전형(genotype)과 표현형(phenotype)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시나리오1 : 혈액형의 유전학
혈액 샘플 다섯 개를 전기영동하여 가장 큰 분자량인 빨간색 밴드(A대립유전자)와 중간크기인
파란색 밴드(B대립유전자), 가장 작은크기인 녹색 밴드(i대립유전자)를 설명합니다.
시나리오2 : 화성인의 유전학
가까운 미래에 과학자들은 눈이 없는 외계인에서부터 눈이 1, 2, 3개인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미지의 외계인 샘플을 전기영동하여 몇 개의 눈이 있는지 유추해 나갑니다.
★ 형광염료 관찰을 위해 장파장 UV광원이 추가적으로 필요 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UV램프, UV차단고글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ye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info@koreasci.com

UV램프

\ 69,000

제품 코드 : ED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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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 개념이해

내 아버지는 누구?

\ 116,000

제품 코드 : EDS-49

전기영동을 활용하여 친자확인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DNA 지문 분석의 원리를
탐구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0412

시나리오 : 두 소년이 전쟁으로 그들 부모로부터 떨어져 고위 군인장교 집으로 입양됩니다.
후에 두 소년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아이를 찾기위해 친자를 확인합니다. 학생들은 전기영동을
이용해 그들의 DNA샘플을 대조하여 친자를 확인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60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White LED Transilluminator,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ye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할머니
할머니의
두 번째 남편

DN
A
미
토
콘
드
리
아

엄마1
아버지 2

A
DN

아버지 1

아
리
드
콘
토
미

엄마1

일
치

할머니의
첫번째 남편

치
일

소년 사촌

아이

아이
미지의 소년 가계도

사람들은 왜 생김새가 다를까?
제품 코드 : EDS-50

\ 116,000

유전자로 인해 자신의 신체적 특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 표현형을 학습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0437

시나리오 : 아빠, 엄마와 네 명의 아이의 DNA 샘플을 전기영동 합니다. 갈색과 파란색 눈의
대립형질을 이용해 부모의 유전자형을 찾습니다.
전기영동 후의 겔을 통해 조부모의 눈 색깔을 유추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4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White LED Transilluminator,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ye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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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 개념이해

PCR의 효과 학습(기본)
제품 코드 : EDS-48

\ 116,000
PCR을 이용한 DNA의 증폭과정을 이해합니다. PCR 증폭 사이클 횟수에 따라 증폭된 결과물을
아가로스겔 전기영동으로 비교 확인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0515

(10 Cycles, 20 Cycles, 30 Cycles, 40 Cycles)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Target Sequence

= Separation of
two DNA strands

5'
3'

3'
5'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 Primer 1
= Primer 2

5'

White LED, Transilluminator, 전자저울, 증류수,

3'
Denature 94°C

3'

Cycle 1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ye
5'
3'

3'

5'

5'
3'
3'

Cycle 3

Cycle 2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5'

3'

5'
5'

5'

5'

5'

5'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5'
5'

5'

5'

5'
3'

3'
5'

5'
3'

5'

5'

3'

Extension
72°C

3'

3'
5'

5'

5'
3'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Disposable Pipets.

Anneal
2 primers 45°C

5'

5'

5'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3'

3'
5'

5'

5'

3'
5'

5'
3'

3'
5'

5'

3'
5'

Figure 1: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겸상 적혈구 돌연변이 실험
제품 코드 : EDS-53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0637

\ 116,000
적혈구빈혈을 유발하는 낫모양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전기영동으로 찾아냅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4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White LED Transilluminator,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ye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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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A 개념 학습

Ready-to-Load DNA Electrophoresis

DNA란?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까지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의 핵 안에는 DNA(deoxyribonucleic acid)라는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DNA는 우리의 유기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자안의 암호화된 명령은 우리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세포분화, 뉴런 기능 및 대사작용에 이르는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DNA는 어떻게 발견되었나?
스위스 물리학자 Friedrich Miescher는 1868에 백혈구 세포의 핵에서 새로운 물질을 정제한 DNA를 발견했습니다. “nuclein” 으로
불리는 이 분자는 이전에 발견된 물질들과는 다른 화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과학자들은 DNA를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
폴리머(polymer)로 묘사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DNA가 너무 단순해서 유전자 물질을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DNA의
중요성을 오랜시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DNA가 유전자 물질인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1928년에 Frederick Griffith는 쥐를 죽일 수 있는 병원성 균주인 폐렴쌍구균(S. pneumonia)과 열처리로 균주를 없앤 비병원성 균을
혼합 배양하여 살아있는 균을 관찰했습니다. 비병원성 균주는 병원성으로 형질전환이 되어 이것을 독성 “형질전환”의 전이라 불렀습니다.
1944년에 Oswald Avery는 DNA, RNA 단백질을 S. pneumonia의 강한 변종에서 정제하여 무엇이 형질전환을 이끌었는지 알아냈습니다.
오직 DNA에 노출된 숙주세포만이 유전 물질로써 DNA의 인지로 이어지는 병원성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기점으로 우리의 DNA에
암호화되어있는 비밀을 풀기위한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섹션의 제품들은 다음의 염색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lashBlue, InstaStain

필요 기기
전기영동장치, 파워 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레인지 또는 핫플레이트, 증류수, white light box

제품의 보관
실온에서도 가능하지만 되도록 샘플이 들어있는
QuickStrip의 경우 냉장보관을 추천합니다.

실험시간
대략 45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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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개념 학습

DNA의 제한효소 분석
제품 코드 : EDAP09

\ 188,000
특정 뉴클레오티드 서열에서 DNA를 절단하는 도구인 제한효소의 사용을 학습합니다.
박테리오파지 람다 DNA는 선형 구조와 6개의 EcoRI 인식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0685

람다DNA의 Eco RI 절단을 전기영동한다면 DNA조각에 상응하는 6개의 밴드(5개의 개별밴드,
크기가 매우 비슷한 2개의 밴드)가 나올 것입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 Instructions, DNA samples (packaged as either Pre-aliquoted QuickStrip™
connected tubes or as individual 1.5 ml (or 0.5 ml) microcentrifuge tub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플라스미드와 람다 DNA의 제한효소 분절
제품 코드 : ED102

\ 188,000

플라스미드와 람다 DNA는 정의된 염기서열에 근접한 이중나선 DNA를 인지하고 제한효소에
의해 미리 절단됩니다. 절편들은 아가로스겔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0708

Bgl I와 EcoRI로 잘려진 플라스미드와 람다DNA를 아가로스겔 전기영동으로 확인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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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미드 DNA의 제한효소 부위 지도화
제품 코드 : ED105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0776

\ 188,000

유전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DNA mapping이 사용됩니다. 아가로스겔
전기영동으로 DNA마커와 미리 절단된 플라스미드 DNA조각을 지도화합니다. 샘플과 효소
각각으로 절단된 샘플들의 결과물에서 분자량(bp)을 얻습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PCR증폭에 의한 DNA 지문분석
제품 코드 : ED130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0789

\ 188,000

법의학에서 DNA 지문은 범죄자들과 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상의 범죄 현장에서 얻은
DNA샘플을 PCR로 증폭합니다. 그 결과물을 용의자들의 DNA와 대조하여 진범을 찾습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PCR의 효과 학습(심화)
제품 코드 : ED103

\ 188,000
PCR을 이용한 DNA의 증폭과정을 이해합니다. PCR의 사이클 횟수에 따라 증폭된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아가로스겔 전기영동을 통해 비교 확인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1054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는 전혀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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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효소 패턴에 의한 DNA 지문분석
제품 코드 : ED109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1035

\ 188,000

가상의 범죄 현장에서 얻은 DNA와 용의자의 DNA를 비교를 통해 DNA 지문의 기본개념을
학습합니다. 두 가지의 제한효소로 절단된 DNA의 패턴의 변화를 이용하여 진범을 찾습니다.
만약 한 가지의 제한효소를 사용했다면 진범을 찾을 수 있을지 탐구해봅니다.
RFLP DNA를 제한효소로 절단하였을 때, 절단된 유전자의 길이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탐구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DNA 친자확인 시뮬레이션
제품 코드 : ED114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1068

\ 188,000
DNA지문을 사용하여 친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이와 부모의 DNA 지문을 비교합니다.
제한효소로 절단된 엄마의 DNA, 아이의 DNA, 두 명의 아버지의 DNA를 확인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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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를 이용한 낭포성 섬유증 치료
제품 코드 : ED135

\ 201,000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발견된 돌연변이 유전자를 표적으로하는 CRISPRCas9 유전자 가위를 이해하는 실험입니다. gRNA(guide RNA)디자인을 이해하고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1084

아가로스겔을 사용해 CRISPR치료 후의 DNA샘플을 관찰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암 유발 유전자 검출
제품 코드 : ED115

\ 188,000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세포 분열합니다. p53유전자는 이러한 암세포를 억제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이지만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50% 이상의 암에서 발견됩니다. p53유전자의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1136

돌연변이를 검사하여 암 발병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본인과 가족의 p53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확인하여
그 유전자가 누구로 부터왔는지 추적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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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형 적혈구 유전자 검출
제품 코드 : ED116

\ 188,000
겸상적혈구 빈혈증(Sickle Cell Anemia-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악성 빈혈을 유발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 세포들은 작은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관을 막아 혈류장애를 일으킵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1157

이로인해 산소 결핍이 생겨 통증과 장기 손상이 일어납니다. 이 빈혈증은 불완전한 단백질을
발생시키는 헤모글로빈 내의 단일 점의 돌연변이가 원인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정상적인 HbA 유전자와 질병의 HbS 유전자를 구별하는
제한효소를 탐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자를 진단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광우병 진단실험
제품 코드 : ED117

\ 188,000
광우병으로 더 잘 알려진 소해면상뇌병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은
소의 치명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사람이 이 질환에 감염된 소고기를 섭취하면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268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여러 사료 공장에서 가져온
샘플의 PCR 생성물을 조사하여 광우병을 진단합니다.
양성과 음성의 소단백질 대조군(vovine protein control)과 세 곳의 사료공장에서 가져온
각각의 샘플을 모두 전기영동하여 그 밴드를 비교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Electrophoresis Buffer (50X), UltraSpec-Agarose™,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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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진단실험
제품 코드 : ED118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276

\ 188,000
콜레스테롤은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인 관상 동맥 심장 질환 및 뇌졸중의 심각한 위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FH,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으로
알려진 이 질병은 '나쁜' 형태의 콜레스테롤인 LDL(저밀도 리포단백질)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실험에서 FH유전자에 연결된 DNA 다형성
측정을 통해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진단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GMO 진단실험
제품 코드 : ED121

\ 188,000
오늘날 과학자들은 유전공학으로 DNA를 직접 조작하여 원하는 특성의 작물을 만들어내
수확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유전자 변형 생물(GMO, Genetically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283

Modified Organism)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탐구합니다. 양성, 음성의 GMO 대조군과 세 가지
작물(옥수수, 밀, 콩)의 DNA를 전기영동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60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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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개념 학습

DNA 염기서열결정
제품 코드 : ED120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297

\ 222,000
키트에 들어있는 네 개의 서열화된 DNA(뉴클레오티드 A, C, G, T)로 학생들은 DNA 순서결정
방법을 학습합니다. 아가로스 겔에 네 개의 샘플(A, C, G, T)을 로딩하여 전기영동한 후
DNA서열을 결정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60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천연두 진단실험
제품 코드 : ED124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302

\ 188,000
천연두와 이 질병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환자의 PCR 생성물을 분석하여 천연두 바이러스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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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효소와 DNA 이해
Advanced DNA Applications

제한효소는 무엇인가?
제한효소(Restriction endonucleases)는 분자 가위처럼 행동하여
특정 시퀀스에서 이중나선 DNA를 자릅니다. 바이러스 DNA를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많은 종의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됩니다. 제한효소의 유용성은 분자 복제,
DNA 지도화, 시퀀싱, 다양한 게놈 연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효소가 DNA를 자르는 곳이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일반적으로 제한효소는 길이가 4-8 염기쌍인 DNA의 신축성있는 회문(palindrome)구조를 인지합니다. 제한효소는 DNA의 두 가닥을
가르고 DNA 말단의 두 형태((blunt, sticky) 중 하나를 가지고 조각을 만듭니다. HaeIII같은 효소는 돌출부 없이 같은 위치에서 두 DNA
가닥을 가르면서 나갑니다. 이것을 평활말단(blunt end)라 불리며 다른 평활말단과 상보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EcoRI같은 효소는 DNA 가닥을 엇갈린 방향으로 자르며 단일 가닥 DNA의 짧은 돌출부를 만듭니다. 이러한 돌출부는 상보적인 시퀀스를
가진 다른 돌출부와 작용하여 붙기 때문에 점착말단(sticky end)라 불립니다.

제한효소는 DNA 조각을 몇 번이나 자를 수 있을까?
특정 효소가 절단(digest)할 개연성은 인지 부위의 길이에 정비례합니다. 통계적으로 효소는 매 4n 염기쌍당 한 번의 절단이 평균입니다.
여기서 n은 인지부위의 길이입니다. 그러므로 길이가 긴 DNA 분자는 더 큰 개연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EcoRI같은 6개 염기쌍을
인지하는 효소는 4,096(46) 염기쌍 마다 한 번의 절단을 합니다. 만약 EcoRI가 인간 염색체 DNA와 플라스미드에 사용된다면
700,000번(3백만 염기쌍을 매 4,096염기쌍 마다 짜르기 때문에)을 자릅니다. 하지만 플라스미드(5,000 염기쌍)는 한 번만 자릅니다.

제한 효소의 종류에 따라 생산된 DNA

3

19

제한효소와 DNA 이해

제한효소에 의한 DNA 지문분석
제품 코드 : ED225

\ 243,000

과학 수사 관점에서 제한효소에 관해 배웁니다.
학생들은 두 가지 제한효소로 DNA를 절단한 후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두 명의 용의자의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323

DNA를 대조하여 진범을 찾습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6조
실험 소요시간 : 1시간 4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crime scene” and "suspect" Ready-to-Load™ DNA samples,
DNA Standard Marker, Dryzymes® - Eco RI and Hind III, Enzyme Reaction Buffer,
Reconstitution Buffer, Enzyme Grade Water, UltraSpec-Agarose™, 10X Gel Loading
Solution, 50X Concentrated Electrophoresis Buffer,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InstaStain™ Blue Cards, FlashBlue™ DNA Stain, Disposable Pipets, & Microcentrifuge
Tubes
보관 : 일부 내용물 냉동보관 필요

제한효소 지도 작성
제품 코드 : ED206

\ 252,000
플라스미드 DNA는 다양한 제한효소로 절단됩니다.
조각크기를 측정하고 전기영동을 통해 제한효소 부위의 상대적 위치를 지도화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334

이 실험을 통해 각 제한효소가 어느 부위에 작동하는지 알아봅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6조
실험 소요시간 : 1시간 4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TruBlu™ 2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Plasmid DNA for Restriction Digest, Restriction Enzyme Reaction
Buffer, UltraPure Water, Restriction Enzyme Dilution Buffer, EcoRI Dryzyme, BamHI
Dryzyme, DNA Standard Marker,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10X
Gel Loading Solution, InstaStain® Ethidium Bromide, FlashBlue™ Stain, Microcentrifuge
Tubes with attached caps
보관 : 일부 내용물 냉동보관 필요

info@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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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효소와 DNA 이해

EcoRI 제한효소를 이용한 람다 DNA의 절단
제품 코드 : ED212

\ 252,000

박테리오파지의 람다 DNA는 제한효소 EcoRI(뚜렷히 구별되는 크기의 5개 조각과 유사한
크기의 2개 조각을 생성)을 위한 6개의 인식부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283

이 실험에서 람다 DNA는 제한효소 EcoRI로 절단되며 전기영동을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5조

실험 소요시간 : 90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TruBlu™ 2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Lambda phage DNA, Concentrated Restriction Enzyme Reaction
Buffer, EDVOTEK® Enzyme Grade Water, Eco RI Dryzymes™ endonuclease, DNA
Standard Marker, Reconstitution Buffers, UltraSpec-Agarose™, 10X Gel Loading Solution,
50X Concentrated Electrophoresis Buffer,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Disposable Pipets, Microtest Tubes, & Semi-log Graph
Paper Template.
보관 : 일부 내용물 냉동보관 필요

플라스미드 DNA의 소량 분리
제품 코드 : ED202

\ 265,000

플라스미드 DNA의 소규모 급속 추출은 클로닝과 서브클로닝 실험에서 재조합 DNA를
검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402

이 실험을 통해 학생은 페놀 또는 클로로포름 같은 독성 화학물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미드
DNA를 추출합니다.
절단되지 않는 플라스미드: Degraded RNA, supercoiled, nicked, dimer, higher
catenanes, residual chromosomal DNA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1시간 4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TruBlu™ 2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Isopropanol, 70%
Ethanol
구성 : Instructions, Plasmid LyphoCells™, Tris Buffer Concentrate, Sodium Hydroxide
Solution, SDS Solution, Resuspension Buffer, Potassium Acetate Solution, RNase Solution,
UltraSpec-Agarose™, 10X Gel Loading Solution, 50X Concentrated Electrophoresis Buffer,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Disposable
Pipets, & Microcentrifuge Tubes.
보관 : 일부 내용물 냉동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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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효소와 DNA 이해

E. coli 염색체 DNA 분리
제품 코드 : ED203

\ 265,000
고분자량 염색체 DNA는 세포 내 유전자의 원천이기 때문에 분자를 복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 염색체를 분리합니다. 제공되는 DNA Extraction LyphoCells과 시약으로 염색체 DNA를 E.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431

coli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된 DNA는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합니다.
* 포함된 염색약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5조
실험 소요시간 : 1시간 4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TruBlu™ 2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95-100%
isopropanol
구성 : Instructions, Chromosomal LyphoCells™, various solutions and buffers,
agarose powder, FlashBlue™ Stain.
보관 : 실온보관

DNA 손상과 수선

\ 243,000

제품 코드 : ED957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2~3백만 건의 피부암이 발생합니다.
이중 대부분은 일광욕을 하는 동안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으로 발생합니다. 이 실험에서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443

플라스미드 DNA를 단파장 자외선에 노출시켜 일광욕 효과를 준 후 전기영동하여 그 피해를
관찰합니다. 플라스미드 DNA의 자외선 노출 시간(15, 30, 45, 60분)을 다르게 하여 그 결과를
관찰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6조
실험 소요시간 : 1시간 4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UV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standard DNA fragments, plasmid DNA, gel loading solution, 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1 ml pipet, microtest tubes, 100 ml graduated cylinder, InstaStain®
Ethidium Bromide stain.
보관 : 일부 내용물 냉동보관 필요

info@koreasci.com

3

22

제한효소와 DNA 이해

콜레스테롤 유전자 찾기

\ 358,000

제품 코드 : ED316

관상 동맥 심장 질환과 뇌졸중은 서구사회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두 가지 질환 모두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FH,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466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으로 알려진 이 질병은 '나쁜' 형태의 콜레스테롤인
LDL(저밀도 리포단백질)의 혈중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돌연변이 FH 유전자를 가졌지만 치료받지 않은 환자는 이러한 질병으로 조기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는 콜레스테롤이 원인인 질병의 임상 테스트의 기초 시약인 비색 효소
반응용 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로즈 젤 전기영동으로 콜레스테롤 질병에 대한 모의
유전자 검사를 실행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6조
실험 소요시간 : 2시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UV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cholesterol standard solution, standard DNA markers, control samples,
simulated patient serum samples and DNA samples, cholesterol oxidase enzyme,
potassium iodide, color enhancer & color developer, 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InstaStain® Ethidium Bromide.
보관 : 일부 구성품 냉장, 냉동보관 필요

Restriction Digest of Lambda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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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DNA

6.

37° C

R1

30~60
min

CAP + Label

4.
4
Eco RI
enzyme

7.
ADD 5µl
10x Gel Loading
Solution

R1

TAP

8.
C1

R1

C1

R1

99

Proceed to electropho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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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효소와 DNA 이해

OVERVIEW

MODULE II OVERVIEW

1
2

Prepare
agarose gel in
casting tray

Remove end
blocks & comb,
then submerge
gel under buffer in
electrophoresis
chamber

3

4

Attach safety
cover,connect
leads to power
source and conduct
electrophoresis

5

After electrophoresis,
transfer gel for staining

(-)
1

2

3

4

5

6

Analysis on
white light
source.

(+)

Gel pattern will vary
depending up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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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each
sample in
consecutive wells

InstaStain® Blue
or FlashBlue™
DNA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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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R을 이용한 실험학습

Polymerase Chain Reaction

노벨상을 수상한 PCR
PCR(Polymerase Chin Reaction)의 발명은 생명과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발명자인 Kary
Mullis가 1993년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매우 작은 샘플의 DNA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PCR은 단지 몇
시간만에 수백만의 DNA 복제를 만들어냅니다. PCR은 이제
법의학 수사, 전염병 테스트, 유전질병 검사에 일상적으로
사용됩니다.Ready-to-Load 키트를 통해 PCR머신(Thermo
cycler) 없이도 PCR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DNA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PCR ThermoCycler

EdvoCyclerTM 2

EdvoCyclerTM Jr.

제품 코드 : ED541-542

제품 코드 : ED540

\ 3.560,000

\ 1,540,0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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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유전자의 SNP분석-미각의 유전학탐구
제품 코드 : ED345

\ 421,000

이 실험에서는 PTC종이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는 PTC 유전자를 증폭시켜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의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489

구강상피세포에서 DNA를 추출하여 PCR과 전기영동을 통해 PTC 유전자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맞는지 PTC 용지의 맛을 봅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25조
실험 소요시간 : 추출-30분, PCR설정-10분, PCR-2시간, DNA 절단-60분,
전기영동-30분, 염색-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PCR, 피펫과 피펫팁, TruBlu™ 2 Transilluminator,
항온수조, 원심분리기, 전자레인지 또는 핫플레이트
구성 : Instructions, PCR EdvoBeads™, Universal DNA Buffer, TE Buffer, LyphoPrimer™ Mix,
LyphoControl™ (complete PCR control), Dryzymes® Restriction Enzyme HaeIII, Restriction
Enzyme Dilution Buffer, 100 bp Ladder, Proteinase K, PTC Paper, Control Taste Paper,
UltraSpec-Agarose™, TBE Electrophoresis Powder Buffer, SYBR® Safe Stain, Disposable
plastic cups, 15 mL Conical Tube, Snap-top microcentrifuge tubes, microcentrifuge tubes
(1.5 ml screw-cap), 0.2 ml PCR tubes, and salt packets
보관 : 일부 구성물은 수령즉시 냉동 보관필요

PCR을 이용한 인간 기원 탐구(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제품 코드 : ED332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504

\ 413,000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리하고 PCR을 사용해서 미토콘드리아 게놈(genome)을 두 개의
분리된 영역으로 증폭합니다. 모계유전의 과정을 학습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25조
실험 소요시간 : 추출-50분, PCR설정-10분, PCR-2시간,
전기영동-60분, 염색-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PCR, 피펫과 피펫팁, TruBlu™ 2 Transilluminator,
항온수조, 원심분리기, 전자레인지 또는 핫플레이트
구성 : Instructions, PCR EdvoBeads™ PLUS, Universal DNA Buffer, TE Buffer,
Mitochondrial LyphoPrimer™ Mix, EdvoQuick™ DNA Ladder, LyphoControl™, Proteinase
K, UltraSpec-Agarose™, TBE Electrophoresis Buffer Powder, SYBR® Safe Stain,
FlashBlue™ Stain, Microcentrifuge & PCR Tubes, Disposable Plastic Cups, Salt Packets, &
a 15 mL conical tube
보관 : 일부 구성물은 수령즉시 냉동 보관필요

info@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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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TR 인간 DNA 분류
제품 코드 : ED334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534

\ 413,000
DNA 지문이 VNTR(variable number trandem repeats)로 개인을 구별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1번 염색체의 D1S80 유전자좌(locus)에서 그들이 어떤 유전형을
가졌는지 알아봅니다. 학생들 서로 D1S80 PCR생성물을 비교해서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25조
실험 소요시간 : 추출-30분, PCR설정-10분, PCR-90분, 전기영동-30분, 염색-5분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PCR, 피펫과 피펫팁, TruBlu™ 2 Transilluminator,
항온수조, 원심분리기, 전자레인지 또는 핫플레이트
구성 : Instructions, PCR EdvoBeads™, LyphoPrimer™ mix, EdvoQuick™ DNA Ladder,
LyphoControl™, Universal DNA Buffer, TE Buffer, Proteinase K, UltraSpec-Agarose™,
TBE Electrophoresis Buffer Powder, SYBR® Safe Stain, Microcentrifuge & PCR Tubes,
Disposable Plastic Cups, Salt Packets, & a 15 mL conical tube.
보관 : 일부 구성물은 수령즉시 냉동 보관필요

DNA 증폭
제품 코드 : ED330

\ 315,000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의 원리를 배우고 분자진단법을 직접 경험합니다.
Template DNA와 프라이머를 PCR bead와 섞어 PCR반응을 진행합니다. 샘플을 각각 다른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248

사이클로 증폭한 다음 전기영동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고 PCR의 원리를 이해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PCR설정-10분, PCR-90분, 전기영동-30분, 염색-5분에서 하룻밤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PCR, 피펫과 피펫팁, TruBlu™ 2 Transilluminator,
항온수조, 원심분리기, 전자레인지 또는 핫플레이트
구성 : Instructions, PCR EdvoBeads™, LyphoPrimer™ Mix, DNA Standard Marker,
Ultra-pure Water, LyphoTemplate™, TE Buffer, UltraSpec-Agarose™, 50X Electrophoresis
Buffer, FlashBlue™ Stain, SYBR® Safe DNA Stain, Microcentrifuge & PCR Tubes.
보관 : 일부 구성물은 수령즉시 냉동 보관필요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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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 인간 DNA 분석
제품 코드 : ED333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558

\ 413,000
학생들은 자신의 구강상피세포에서 게놈 DNA를 추출합니다.
16번 염색체(PV92)에서 300 염기쌍 Alu를 확인하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을 실행한 다음 전기영동을 통해

Primer 1

A
Paternal

Maternal
Alu

u
Al

자신의 유전자형을 결정합니다.

Primer 2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25조
실험 소요시간 : 추출-50분, PCR설정-10분,
PCR-90분, 전기영동-60분,
염색-5분에서 하룻밤

Primer 1

B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PCR, 피펫과 피펫팁,

Paternal

Maternal
Alu

TruBlu™ 2 Transilluminator,
항온수조, 원심분리기, 전자레인지 또는 핫플레이트
구성 : Instructions, PCR EdvoBeads™ PLUS,

Primer 2

PV92 LyphoPrimer™ Mix, EdvoQuick™ DNA
Ladder, LyphoControl™, Universal DNA Buffer,

Primer 1

C

Paternal

TE Buffer, Proteinase K, UltraSpec-Agarose™,
TBE Electrophoresis Buffer Powder,

Maternal

Primer 2

SYBR® Safe Stain, FlashBlue™ Stain,
Microcentrifuge & PCR Tubes,
Disposable Plastic Cups,
Salt Packets & a 15 mL conical tube.
보관 : 일부 구성물은 수령즉시 냉동 보관필요

Figure 1:
PV92 Locus on Chromosome 16.

DNA 지문분석
제품 코드 : ED371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277

\ 370,000
이 키트는 학생들이 다양한 범죄현장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플라스미드 DNA를 PCR로 증폭하면 각각의 DNA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그 결과물을 전기영동하여 진범을 찾아냅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PCR설정-30분, PCR-2시간 또는 하룻밤, 전기영동-45분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PCR, 피펫과 피펫팁, TruBlu™ 2 Transilluminator,
항온수조, 원심분리기, 전자레인지 또는 핫플레이트
구성 : Instructions, PCR EdvoBeads™, LyphoPrimer™ Mix, EdvoQuick™ DNA Ladder,
DNA Templates, TE Buffer,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SYBR®
Safe Stain, FlashBlue™ DNA Stain, Microcentrifuge & PCR Tubes.
보관 : 일부 구성물은 수령즉시 냉동 보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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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구별
제품 코드 : ED962-1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299

\ 355,000
㈜ 한국과학의 'PCR을 이용한 GMO식품 분석'kit는 바이오큐브라는 제품을 사용하여 GMO로
의심되는 다양한 시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사하는 교육용 실험 Kit입니다.
학생들은 GMO의 특정 DNA구조인 35S 프로모터(CaMV)를 확인하는 프라이머(GMO
PrimerⅠ)와 NOS terminator를 확인하는 프라이머(GMO PrimerⅡ)를 이용하여 평소
즐겨먹는 음식 중에 GMO로 의심되는 농산물(옥수수 또는 콩)이나 농산물 가공식품을
검사합니다.
많은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복잡한 DNA 추출 과정을 거치는 기존의 Kit와 달리
바이오큐브를 사용하여 실험시간을 단축시키고 친환경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GMO식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DNA추출-15분, PCR설정-10분, PCR-1시간 30분, 전기영동-40분, 염색-5분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PCR, 피펫과 피펫팁, TruBlu™ 2 Transilluminator,
항온수조, 원심분리기, 전자레인지 또는 핫플레이트
구성 : BCS Folder, BCS 2×PCR mix, GMO Primer Ⅰ, GMO Primer Ⅱ, DNA Extraction
Buffer, E-tube, 100bp ladder, PCR tube, DW, 10X 전기영동 buffer, GMO + control,
Agarose, 핀셋, 면봉, GMO–control, Gel stain Green,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보관 : 일부 구성물은 수령즉시 냉동 보관필요

GFP 형질전환 신장반응
제품 코드 : ED323

\ 400,000
콜로니 PCR은 클로닝과 형질전환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이 실험에서 PCR을 사용하여 pFluroGreen으로 형질 전환된 박테리아를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320

분석합니다. 단일 콜로니를 PCR의 DNA template으로 사용하여 PCR을 진행한 다음 그
결과를 전기영동을 통해 분석합니다. 만약 박테리아가 성공적으로 형질전환 되면 GFP유전자를
보여주는 PCR 결과물이 생성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준비-30분, 형질전환 15분, 인큐베이션 하룻밤, PCR-2시간,
전기영동-45분 (E.coli source plate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PCR, 피펫과 피펫팁, TruBlu™ 2 Transilluminator,
항온수조, 원심분리기, 전자레인지 또는 핫플레이트
구성 : Instructions, PCR EdvoBeads™, Colony Primer Mix Concentrate, Control DNA
Concentrate, Ampicillin, IPTG, EdvoQuick™ DNA Ladder, TE Buffer, BactoBeads™,
ReadyPour™ Luria Broth Agar, Petri Dishes, , ampicillin, IPTG, ReadyPour™ Luria Broth
Agar (sterile),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10X Gel Loading
Solution, InstaStain® Ethidium Bromide, FlashBlue™ Liquid Stain, Petri Plates, Sterile
Loops, Microcentrifuge & PCR Tubes & Wax Beads.
보관 : 수령즉시 구성물마다 냉장과 냉동이 별도로 보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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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y PCR
1.

25µl primer mix

3.

+

One
colony

Sample 1

Sample 2

Sample 1

One PCR EdvoBead™

Sample 2

Sample 1

2.

Transformation plate

7.

Sample 1

5 µl
10x Gel
Loading Solution

Sample 2

6.
Sample 2

5.

Sample 1

4.

Repeat Steps 3-4
for second tube

Separation of PCR Products by Electrophoresis

Module III: Separation of PCR Products by Electrophoresis

1.

2.
Pour
1X Diluted
Buffer

3

4

Module IV-B: Staining with FlashBlue™
Staining with FlashBlue™
1.

3.

2.

10

x

STAIN

Concentrated
FlashBlue™ Stain

Pour

Distilled
water
Flask

4.

5.

(-)
1

2

3

DESTAIN

Pour

20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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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라스미드, 형질전환,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Transformation

플라스미드(Plasmid)는 무엇인가?
많은 박테리아는 염색체 DNA외에도 작고 동그란 이중 나선 DNA에 여분의 비필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미드로 알려진
이 DNA 조각들은 박테리아가 유익한 유전자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에 내성을 발생시키는 몇몇 유전자들은
플라스미드의 박테리아들 사이에서 형질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질전환은 무엇인가?
자연에서 몇몇의 박테리아의 종들은 형질전환이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주위 환경으로부터 외인적인(exogenous) DNA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 얻은 유전 정보는 안정적이고 상속적입니다.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자연적으로는 형질전환이 일어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E.coli 같은 박테리아가 DNA를 차지해서 형질전환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과 빠른 온도변화(heat shock)의 조합으로 세포벽과 세포막의 투과성을 변화시켜 DNA 분자를
세포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유전공학은 무엇인가?
유전공학이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유기체의 DNA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재조합된 DNA 기술로 다른 소스에서 나온 유전자를
박테리아 플라스미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질전환된
박테리아는 이러한 플라스미드로부터 다량의 중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세포를 살아있는 공장으로 전환시킵니다.
비만 조절에 사용되는 인슐린은 인간이 처음 유전
공학으로 생산한 약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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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전환 실험세트1 (pGAL을 이용한 E.coli의 형질전환)
제품 코드 : ED221

\ 252,000

학생들은 플라스미드 DNA에 의한 박테리아의 형질전환을 학습합니다. 청색 박테리아 콜로니가
나타남으로 Lac+표현형에 대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시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346

※ 이 실험은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니실린, 앰피실린, 카나마이신, 테트라사이신 같은 항생제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학생은 실험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준비-50분, 형질전환-15분, 인큐베이션-하룻밤 (E.coli source plate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항온수조 2개, 온도계, 인큐베이션오븐, 얼음, 마킹펜, 분젠버너,
핫플레이트 또는 전자레인지, 장갑, 장파장 UV광원
구성 : Instructions, BactoBeads™, plasmid DNA, buffer, media, ampicillin, X-Gal,
ReadyPour™ agar, petri dishes, sterile pipettes, loops and microtubes.
보관 : 일부 구성물은 냉장과 냉동 보관필요

형질전환 실험세트2 (GFP를 이용한 E.coli의 형질전환)
제품 코드 : ED223-AP08

\ 201,000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E.coli와 pGFP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박테리아 형질전환의 생물학적
과정을 탐구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박테리아가 형질전환을 통해 획득한 특성(항생제 내성과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362

형광)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 이 실험은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니실린, 앰피실린, 카나마이신, 테트라사이신 같은
항생제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학생은 실험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준비-50분, 형질전환-15분, 인큐베이션-하룻밤 (E.coli source plate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항온수조 2개, 온도계, 인큐베이션오븐, 얼음, 마킹펜, 분젠버너,
핫플레이트 또는 전자레인지, 장갑, 장파장 UV광원
구성 : Instructions, BactoBeads™ E. coli GFP Host, supercoiled pFluoroGreen™ plasmid
DNA, ampicillin, IPTG, CaCl2, Growth Additive, ReadyPour™ Luria Broth Agar, Luria
Broth Medium for Recovery, petri plates, plastic microtipped transfer pipets, 10 ml pipet,
toothpicks, loops(sterile), microcentrifuge tubes
보관 : 일부 구성물은 냉장과 냉동 보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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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전환 실험세트3(GFP를 이용한 박테리아의 형질전환 및 단백질 정제)
제품 코드 : ED303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373

\ 358,000

4개의 모듈 실험이 제공되며 GFP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생명공학실험을 하게 됩니다.
모듈 1 : 박테리아 세포가 녹색 형광 단백질(GFP: Green Fluorescent Protein)를 발현
모듈 2, 3 : 세포 배양 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와 정제
모듈 4 : SDS-PAGE로 분석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6조
실험 소요시간 : 3시간 15분
필요 장비 : 단백질 전기영동 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polyacrylamide gels 3장,
항온수조, 튜브 홀더, 인큐베이터 오븐, 장파장 UV광원, 전자레인지, 원심분리기, 에탄올,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BactoBeads™ ampicillin, CaCl2, pGFP plasmid, growth additive, bottle
of recovery broth, Lysozyme, TEG buffer, column elution buffer, dry molecular sieve
matrix, control cell extract containing GFP, protein molecular weight standards, protein
denaturing solution, 50% glycerol solution, 10x gel loading solution, Tris-Glycine-SDS
buffer (10x), Protein InstaStain®, 2 bottles of ReadyPour™ luria broth agar, petri plates,
inoculating loops, microcentrifuge tubes, microtiter strips, and chromatography columns.
보관 : 일부 구성물 냉동 보관필요

형질전환 실험세트4 (무지개 형질전환)
제품 코드 : ED224

\ 252,000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선명한 발색성 단백질을 사용하여 박테리아 형질전환의 생물학적
과정을 탐구합니다. 3개의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사용하여 E.coli를 형질전환시키고 이것으로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390

암피실린에 대한 내성과 IPTG 존재 유무에 따른 청색, 자주색, 분홍색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발현을 측정합니다.
※ 이 실험은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니실린, 앰피실린, 카나마이신, 테트라사이신 같은 항생제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학생은 실험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준비-50분, 형질전환-15분, 인큐베이션-하룻밤 (E.coli source plate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항온수조 2개, 온도계, 인큐베이션오븐, 얼음, 마킹펜, 분젠버너,
핫플레이트 또는 전자레인지, 장갑, 장파장 UV광원
구성 : Instructions, BactoBeads™, plasmid DNA, IPTG, ampicillin, transformation solution,
ReadyPour™ Luria Broth Agar, sterile, recovery broth, petri plates, sterile pipets, loops
and microtubes.
보관 : 일부 구성물은 냉장과 냉동 보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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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전환 실험세트5 (블루/화이트 클로닝)
제품 코드 : ED300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400

\ 434,000

pUC 다중연결자리에서 DNA가 다른 벡터로 옮겨지거나 조작될 때, ß-갈락토시다제 생성이
중단되어, 세포가 X-Gal을 가수분해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색 콜로니를 배경으로 그 위에 백색 콜로니가 생성됩니다. 이 실험은 선형
플라스미드 및 T4 DNA 리가제와 함께 DNA 조각을 제공합니다.
재조합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대장균을 형질전환 시키고 항생제 내성과 백색 및 청색
콜로니의 수를 관찰합니다.
모듈 1: ligation

모듈 2: transformation

모듈 3: ß-galactosidase 분석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5조
실험 소요시간 : 3시간 10분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인큐베이션 오븐, 항온수조, 쉐이킹 인큐베이터, 전자레인지(핫플레이트),
스펙트로포토미터, 전자저울, 원심분리기,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Linearized pUC plasmid & DNA fragment, T4 Ligase, BactoBeads™ for
transformation, XGal in solvent, IPTG, calcium chloride, antibiotic, ReadyPour™ Luria
Broth Agar, Luria broth media for recovery, growth media, assay components, plastic
supplies
보관 : 일부 구성물 냉장과 냉동 보관필요

Blue&Green Fluorescent Protein을 이용한 E.coli의 형질전환
제품 코드 : ED222

\ 252,000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E.coli와 pGFP/pBFP 플라스미드 DNA를 이용한 박테리아 변형의
생물학적 과정을 탐구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박테리아가 형질전환을 통해 획득한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411

특성(항생제 내성과 녹색 및 푸른색 형광)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 이 실험은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니실린, 앰피실린, 카나마이신, 테트라사이신 같은 항생제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학생은 실험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준비-50분, 형질전환-16분, 인큐베이션-하룻밤 (E.coli source plate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항온수조 2개, 온도계, 인큐베이션오븐, 얼음, 마킹펜, 분젠버너,
핫플레이트 또는 전자레인지, 장갑, 장파장 UV광원
구성 : Instructions, BactoBeads™, plasmid DNA, IPTG, ampicillin, CaCl2, growth additive,
ReadyPour™ agar, recovery broth, petri plates, plastic microtipped transfer pipets,
wrapped 10 mL pipet (sterile), inoculating loops (sterile), & microcentrifuge tubes
보관 : 일부 구성물은 냉장과 냉동 보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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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재조합의 설계와 복제
제품 코드 : ED301

\ 739,000
클로닝은 유전자 발현의 향상과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 연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실험에서는
카나마이신 내성 유전자와 pUC 벡터를 공유하듯이 연결하여 재조합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096

플라스미드를 만든 후 겔 전기 영동으로 ligation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kan 플라스미드를 포함하는 외인성 DNA를 흡수하기위해
competent E.coli 세포 균주를 준비합니다. 카나마이신 플레이트
상에서 세포를 배양하고 형질 전환된 박테리아를 선택합니다.
생존한 콜로니는 이후 카나마이신 성장 배지에서 밤새 배양됩니다.
마지막으로 박테리아 배양에서 kan 삽입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플라스미드 분리, 여러
제한효소조합으로 절단, 겔 전기영동을 통한 조각 분석으로 삽입 방향을 결정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5조
실험 소요시간 : 5시간 + 12~18시간 배양 (E.coli source plate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TruBlu™ 2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얼음, 줄자
구성 : Instructions, BactoBeads™, enzymes, plasmid DNA, restriction enzyme dilution
buffer, enzyme grade water, standard DNA fragments, restriction enzyme reaction buffer,
gel loading solution, agarose powder, electrophoresis buffer, stains, calibrated pipet
보관 : 일부 구성품 냉장과 냉동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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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NA지문, 과학수사
Foresics

DNA 지문은 무엇인가?
인간 유전체 내의 다형성(DNA염기서열의 작은 차이)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독특한 DNA지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샘플에서 DNA를 추출한 후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사용해
유전체 전체에 걸처 특정 유전좌위(loci)를 증폭시킵니다. PCR 생성물은
아가로스 겔 전기영동으로 분석합니다. PCR 생성물은 겔 상에서 다양한 크기를 가진
이어지는 밴드로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개체에서 추출한 DNA 샘플은 서로 다른 패턴의
띠를 생성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지문으로 개인을 구별 할 수 있습니다.
DNA지문을 활용하는 가장 잘 알려진 분야는 법의학입니다. DNA지문 채취기술은 사고 및 범죄현장에서
수집된 혈액, 조직, 체액 증거를 분석하는데 사용됩니다.
범죄현장에서 얻은 DNA지문을 용의자의 DNA지문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체포된 사람, 범죄현장의 증거들,
실종자로부터 얻은 DNA 지문이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 자료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 유전좌위(loci)에서의 범죄현장 DNA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했다고 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무죄를
배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유전좌위(loci)가 테스트됩니다. 예를 들어 CODIS에 저장된 DNA 지문은 13개 유전좌위 데이터를
가집니다. 13개 유전좌위가 모두 일치할 가능성은 1조분의 1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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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증폭에 의한 DNA 지문분석
제품 코드 : ED130

\ 188,000

법의학 DNA 지문은 범죄자들과 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상의 범죄 현장 시나리오의 범죄
현장에서 얻은 DNA샘플을 PCR을 이용해 증폭된 결과물을 여러 용의자들의 DNA와 매칭하여
진범을 찾습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0789

*인체에 전혀 무해한 염색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범인찾기 키트

\ 116,000

제품 코드 : EDS-51

범죄현장에 남겨진 머리카락에서 얻어진 DNA로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를 이용해 학생들은 가상의 범죄현장에서 얻어진 두 명의 용의자 DNA 샘플을
전기영동을 통해 비교하여 진범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69884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White LED Transilluminator,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ye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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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효소에 의한 DNA 지문분석
제품 코드 : ED225

\ 243,000

과학 수사 관점에서 제한효소에 관해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두 가지의 제한효소로 DNA를
절단하고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두 명의 용의자의 DNA를 대조하여 진범을 찾게 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323

*인체에 전혀 무해한 염색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1시간 4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crime scene” and "suspect" Ready-to-Load™ DNA samples, DNA
Standard Marker, Dryzymes® - Eco RI and Hind III, Enzyme Reaction Buffer,
Reconstitution Buffer, Enzyme Grade Water, UltraSpec-Agarose™, 10X Gel Loading
Solution, 50X Concentrated Electrophoresis Buffer,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InstaStain™ Blue Cards, FlashBlue™ DNA Stain, Disposable Pipets, & Microcentrifuge
Tubes.
보관 : 일부 내용물 냉동보관 필요

제한효소 패턴에 의한 DNA 지문분석
제품 코드 : ED109

\ 188,000

범죄 현장에서 얻은 DNA와 용의자의 DNA를 비교하는 DNA 지문의 기본개념을 학습합니다.
두 가지의 제한효소로 절단된 DNA의 패턴 변화를 비교하여 진범을 찾습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1035

만약 한 가지의 제한효소를 사용했다면 진범을 찾을 수 있을지 탐구해봅니다.
RFLP DNA를 제한효소(restriction endonuclease)로 절단하였을 때, 절단된 유전자의
길이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 알아봅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한 염색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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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을 이용한 DNA 지문분석
제품 코드 : ED371

\ 370,000

이 키트는 학생들이 다양한 범죄현장의 시나리오를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안내해줍니다.
플라스미드 DNA는 PCR에 증폭될 때, DNA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그 후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1277

학생들은 전기영동 후에 진범을 찾을 수 있게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5조
실험 소요시간 : PCR설정-30분, PCR-2시간 또는 하룻밤, 전기영동-45분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PCR, 피펫과 피펫팁, TruBlu™ 2 Transilluminator, 항온수조,
원심분리기, 전자레인지 또는 핫플레이트
구성 : Instructions, PCR EdvoBeads™, LyphoPrimer™ Mix, EdvoQuick™ DNA Ladder, DNA
Templates, TE Buffer,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SYBR® Safe
Stain, FlashBlue™ DNA Stain, Microcentrifuge & PCR Tubes.
보관 : 일부 구성물은 수령즉시 냉동 보관필요

과학수사 혈액형 판정
제품 코드 : ED191

\ 231,000
법의학자들이 혈액을 분석하는 기술 중 일부를 실험 할 수 있습니다. 페놀프탈레인 테스트를
진행하여 혈액형 타입을 우선 확인한 후 범죄현장에 있는 용의자에 대한 혈액형 기반 검사를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109

실시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50분
필요 장비 : 95-100% 에탄올, 마킹펜,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Control ABO simulated blood samples, simulated crime scene and
suspect blood samples, anti-A and Anti-B serums, blood detection stock solutions,
transfer pipets, microtiter plates, tubes, filter paper, cotton swab.
보관 : 일부 구성물은 냉장 보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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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학으로 교통사고 가해자 찾기
제품 코드 : ED193

\ 231,000

자동차 두 대가 충돌했는데 양측 운전자 모두 상대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각 차량에
타고있던 승객 두 명 중 한 명이 병원에 도착 즉시 사망해 이 사건은 차량 살인 사건이 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133

수면부족시 사람의 타액 속 아밀라아제 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가해 운전자를
찾기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녹말용액과 요오드 용액으로 가해자를 구별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45분

필요 장비 : 테스트튜브 랙, 마커, 테스트튜브, 비커,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simulated control and driver saliva samples, starch, HCl, Iodine and
detection solutions, transfer pipets, microtiter plates, microtest tubes.
보관 : 냉장보관

체액 혈흔, DNA찾기
제품 코드 : ED194

\ 231,000
범죄현장의 혈흔은 충분히 피의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향상되어 체액의 작은 얼룩
또는 조직을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마약수사 형사 역할을 맡아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148

가상의 혈액과 DNA를 시약으로 검출합니다. 핏자국 등 적은량의 인체 분비물이 가상의 범인이
가진 생물학적 특성을 밝혀냅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35분

필요 장비 : 증류수, 장갑
구성 : Instructions, "evidence bags" containing various samples for blood identification,
spray bottles, calibrated transfer pipets, and 50mL conical tubes.
보관 : 냉장보관

독성실험으로 약물과 독 찾기
제품 코드 : ED195

\ 231,000

오늘날 법의학 실험실에서 과학자는 범죄현장, 피해자, 용의자로부터 수집한 샘플에서 약물과
독성을 찾아냅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과 독성을 확인하여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212

파악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ELISA(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를 사용하여
가상의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안에 약물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60분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증류수, 비커, 고글, 장갑, 페이퍼타월
구성 : Instructions, 10X ELISA wash buffer, ELISA dilution buffer, antigen (lyophilized),
primary antibody (lyophilized), secondary antibody (lyophilized), ABTS (lyophilized),
ABTS Reaction Buffer, microtiter plates, transfer pipets, snap-top microcentrifuge tubes,
15 mL conical tubes, & transfer pipets
보관 : 일부 구성품 냉장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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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에 남겨진 지문
제품 코드 : EDS-91

\ 159,000
범죄현장에 남겨진 증거로 잠재적인 범인을 알 수 있지만 하나의 증거로는 유죄를 판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DNA로 신원을 알수있는 시대지만 여전히 지문과 혈액의 얼룩은 범죄자를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221

찾는데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실험으로 학생들은 지문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
범죄를 해결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0분
필요 장비 : 고글, 가위, 종이타월, 펜, 지문을 채취할 표면이 매끄럽고 평평한 다양한 물체
구성 : Instructions, brushes, magnifying lens, fingerprint cards, black dusting powder,
grey dye dusting powder, fingerprint lifters.
보관 : 실온보관

겸형 적혈구 유전자 검출
제품 코드 : ED116

\ 188,000
Sickle Cell Anemia(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악성 빈혈을 유발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
세포들은 혈류의 작은 모세관에 갇혀 산소 결핍으로 이어져 통증과 장기 손상을 가져옵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1157

불완전한 단백질을 불러오는 헤모글로빈 내의 단일 점의 돌연변이가 원인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정상적인 HbA 유전자와 질병의 HbS 유전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제한효소를 탐구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자를 진단합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한 염색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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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진단실험
제품 코드 : ED118

\ 188,000
고혈압 콜레스테롤은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인 관상 동맥 심장 질환 및 뇌졸중의 심각한 위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FH,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으로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60880276

알려진 질병은 LDL(저밀도 리포단백질)로 알려진 콜레스테롤의 안좋은 형태로 혈중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실험에서 FH유전자에 연결된 DNA 다형성 측정을 통해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진단을 수행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암 유발 유전자 검출
제품 코드 : ED115

\ 188,000
p53과 같은 억제 유전자는 세포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p53 유전자 내의 돌연변이는 특정 암에
쉽게 걸리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내의 돌연변이는 환경적 변화로 유전되거나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1136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p53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한 암 발병과 관련된 여러 세대의
가족혈통 확인을 다루게 됩니다. 종양 억제(tumor suppressor)와 종양유전자(oncogene)의
차이를 생각해봅니다.
환자의 말초혈액, 유방종양, 정상 유방조직의 DNA 샘플이 들어있습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6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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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친자확인 시뮬레이션
제품 코드 : ED114

\ 188,000
전기영동을 활용하여 친자확인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DNA 지문 분석의 원리를
탐구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1068

시나리오 : 두 소년이 전쟁으로 그들 부모로부터 떨어져 고위 군인장교 집으로 입양됩니다.
후에 두 소년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아이를 찾기위해 친자를 확인합니다. 학생들은 전기영동을
이용해 그들의 DNA샘플을 대조하여 친자를 확인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55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White LED Transilluminator, 염색용 트레이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내 아버지는 누구?

\ 116,000

제품 코드 : EDS-49

전기영동을 활용하여 친지확인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DNA 지문 분석의 원리를
탐구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40870412

시나리오 : 전쟁으로 두 소년이 그들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고위 군인장교 집으로
입양됩니다. 그들의 친모는 이복자매였고 후에 두 소년 중 한 명의 아버지가 나타나 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은 전기영동을 이용해 그들의 DNA샘플을 대조하여 친자확인을 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60분 (아가로스겔 미리 준비시)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White LED Transilluminator,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안전장갑,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Ready-to-Load QuickStrip™ Dye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50X),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Disposable Pipets.
보관 : 실온보관, 장기보관 시 QucikStrip은 냉장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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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체관련 실험
Biomedical Science&Immunology

항체란 무엇인가?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s, IgS)이라 불리는 항체는
자기(self), 비자기(non-self) 단백질 또는 다당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수 단백질입니다. 항체 분자는 4개의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중사슬(heavy
chain)과 2개의 경사슬(light chain)이 이황화 결합(disulfide
bond)에 의해 연결됩니다.
항원 결합 부위의 아미노산 시퀀스는 다양하고 항체가 독특한
epitope(항원안에 특정 위치)를 인지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항체는 특정 생체분자(펩타이드, 단백질, 항원, 호르몬)의 존재유무를 탐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실험실에서 웨스턴 블롯 또는 면역블롯은 섞인 샘플 안의 단백질의
Antigen binding sites

존재를 찾아냅니다. 이원면역 확산법(Ouchterlony double diffusion)은
특정 항원과 반응 할 항체가 있는지 알아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사산면역확산(radial immunodiffusion)은 항원의 상대적인 농도를
측정합니다. ELISA(Enzyme Linked Immuno Sorbent Assay)는 샘플

Fab region
Light chain

Heavy chain
Fc region

안의 항원의 양을 측정하는 극도로 민감한 기술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항체는 반드시 항원과 구체적이고 견고하며
재현 가능한 상호작용을 가져야 합니다. 비 특정 항원에 높은 친화력을 가진
항체는 원하지 않는 교차 반응을 가져와서 높은 background(비특이적
밴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친화력이 약한 항체는 항원

General Structure of an Antibody

검출을 할만큼 충분히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체들은
거짓양성(false-positive) 또는 허위음성(false-negative)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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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 반응 소개
제품 코드 : ED269

\ 265,000
정확하고 민감한 항체 기반 ELISA 기본원리를 학습합니다.
학생들은 microtiter plate에 항원, PBS(Phosphate Buffered Saline), 1차 항체, 2차 항체를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327

이용해 색 변화를 관찰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45분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증류수, 비커, 고글, 장갑, 페이퍼타월
구성 : Instructions, antigens, primary; secondary antibodies, peroxide co-substrate,
hydrogen peroxide, ABTS substrate, phosphate buffered saline, tubes, plates, and transfer
pipets
보관 : 일부 구성품 냉장보관 필요

ELISA에 의한 HIV 진단
제품 코드 : ED271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336

\ 265,000
HIV 검사는 혈액 내의 HIV항체에 대한 ELISA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HIV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는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채취한 후 HIV항원으로 코팅 된 microtiter
plate에 첨가합니다.
혈액에 HIV항체가 있을 경우 항원과 결합하고 이 결합된 항원에
기질을 첨가하면 색변화를 일으키는 이차 항체로 감지됩니다.
이 키트로 학생들은 가상의 HIV 항원으로 microtiter plate를
코팅한 후에 HIV항체 검사를 위해 기증된 혈청를 테스트하여
ELISA 실험을 수행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60분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증류수, 비커, 고글, 장갑, 페이퍼타월
구성 : Instructions, 10X ELISA wash buffer, ELISA dilution buffer, antigen (lyophilized),
primary antibody (lyophilized), secondary antibody (lyophilized), ABTS (lyophilized),
ABTS reaction buffer, microtiter plates, transfer pipets, snap-top microcentrifuge tubes,
15 mL conical tubes
보관 : 냉장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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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A를 이용한 정량적 음식 알레르기 검사
제품 코드 : ED266

\ 265,000

우유 단백질은 어린이에게 식품 알레르기를 일이키는 항원입니다. 음식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려면 정확한 검사와 라벨링이 필수입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358

학생들은 이 실험에서 ELISA를 이용해 다양한 식품 안의 유청 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농도를 측정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2시간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측정할 다양한 음식 시료, 증류수, 비커 또는 플라스크,
페이퍼타월, 장갑, 안전고글
구성 : Instructions, 10x ELISA wash buffer, ELISA dilution buffer, whey antigen
(lyophilized), anti-whey antibody (lyophilized), secondary antibody, TMB substrate, stop
solution, strip tubes (8-well), snap-top microcentrifuge tubes, homogenization pestles
with tubes, 15 mL conical tubes, & transfer pipets
보관 : 일부 구성품 냉장보관 필요

당뇨병 임상진단
제품 코드 : ED280

\ 315,000
전 세계적으로 3억 8천만명이 고혈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성질환인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고칼로리, 낮은 활동량으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373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키트로 학생들은 소변의 포도당 검사와 ELISA를 사용해 환자 세 명의 당뇨병을 진단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90분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인큐베이션 오븐, 항온수조,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samples, antigens & antibodies, various solutions and reagents, pipets
and microtest tubes
보관 : 일부 구성품 냉장보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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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탐지
제품 코드 : ED122

\ 286,000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는 호흡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흔한
전염병입니다.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임상 환경에서 독감 진단에 사용되는 두 가지 일반적인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625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테스트1: RIDT 스트립에 환자 샘플을 떨어뜨려 결과 반응을 관찰
테스트2: 전기영동과 염색으로 겔 패턴을 확인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8조
실험 소요시간 : 90분
필요 장비 :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전자저울, 전자렌지(핫플레이트), 250mL
삼각플라스크, 장갑, 안전고글, TruBlu™ 2 Transilluminator, 증류수
구성 : Ready-to-Load QuickStrip™ DNA samples, Flu Detection Strips, Flu Antibody
Solution, Simulated Patient Samples, UltraSpec-Agarose™, Electrophoresis Buffer,
FlashBlue™ DNA Stain, InstaStain® Blue Cards, Microtipped Transfer Pipets,
Microcentrifuge Tubes
보관 : 일부 구성품 냉장 보관

info@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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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백질을 분리하는 SDS-PAGE
Proteins, Enzymes&Chromotography

SDS-PAGE는 어떻게 단백질을 분리할까?
SDS-PAGE(SDS polyacrylamide)는 분자량에 따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단백질은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영동을 하면 독특한 저항을 일으키고 이는
겔을 이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양이나 전하가 아닌 분자량으로만 단백질을 정확하게 분리하기위해 음이온 세정제 같은 SDS(sodium dodecyl sulfate)와 환원제를
사용해 단백질의 2차적 구조를 풀어냅니다. SDS 분자는 단백질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고유 전하를 무시합니다. 환원제는 단백질
아래단위(sub-unit)를 연결하는 공유 결합을 파괴합니다. 변성 후에 단백질의 혼합물을 겔 내의 well에 첨가 한 후, 전류를 겔에
통과시킵니다. 전류가 공급되면 SDS-단백질 복합체는 강한 음 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겔을 통과해 양극(+)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언뜻보기에 겔은 고체처럼 보이지만 분자 레벨에서의 겔은 단백질을 통과시킬 수있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작은 단백질은 이런
통로를 쉽게 지나가지만 큰 단백질은 통과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분자의 크기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겔 상에서
분리되어져서 식별할 수 있는 밴드로 나타납니다. 전류공급이 끝나고 나면 밴드는 단백질에 달라붙는 염료를 통해 시각화됩니다.

MV10 단백질용 전기영동 장치
제품 코드 : ED581
\ 410,000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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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안의 세포형태
제품 코드 : ED1110

\ 167,000
뇌는 상당히 복잡한 기관이며 사고와 읽기, 쓰기, 움직이기, 운동, 음악 등 인체의 거의 모든
활동을 관장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세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639

이 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뇌세포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3조
필요 장비 : 12%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s 3개,
단백질 전기영동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glacial acetic acid, methanol, 비커, 호일, 트레이,
스패츌라, 라텍스 장갑, 안전 고글, 증류수
구성 : Pre-stained protein standard markers (lyophilized),
protein samples (lyophilized), Protein InstaStain®,
10x Tris-Glycine-SDS buffer (chamber buffer),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transfer pipets.
보관 : 냉동보관

겔투과 크로마토그래피 원리
제품 코드 : ED108

\ 222,000
분자를 크기와 모양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인 겔 여과 크로마토 그래피의 원리를 학습합니다.
다른 두 개의 분자 혼합물이 이 실험을 통해 분리됩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662

이 실험에는 염료 샘플, elution buffer가 포함됩니다. 컬럼을 세척하여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컬럼 패킹 20분, 컬럼 분리 40분

필요 장비 : 비커, 테스트 튜브, 링스탠드,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sample mixture,
chromatography columns, dry matrix,
elution buffer, transfer pipets,
microtest tubes.
보관 : 실온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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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제품 코드 : ED243

\ 243,000
대부분의 분자는 2~10의 pH범위 내에서 net charge(실제전하, 순전하)를 가집니다.
pH가 바뀌면 분자의 순전하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671

이 실험에서 두 가지 화학 물질의 혼합물은 고체 지지체 이온 교환 컬럼에 흡착되어 net
charge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하에서 용출(elution) 중 분리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60~90분
필요 장비 : 스펙트로미터, 큐벳, 링스탠드와 클램프, 테스트튜브, 증류수, 5ml 피펫과 피펫팁
구성 : Instructions, ion exchanger, potassium acetate buffer, blue and red dyes,
chromatography columns, assorted pipets and tubes.
보관 : 실온보관

포토당결합 단백질의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제품 코드 : ED277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680

\ 265,000

이 키트로 학생들은 작두콩(Jack Bean Meal)에서 종자를 추출하여 준비하고,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로 추출물을 분류한 후 결합된 포도당 단백질을 용출합니다.
생물학적 활성의 존재는 면역 블롯 효소 분석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2시간
필요 장비 : 피펫과 피펫팁, 원심분리기, 볼텍스, 링스탠드, 클램프, 마이크로테스트 튜브, 핀셋,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affinity gel, jack bean meal, various solutions and buffers, petri plates,
columns with tips, conical tubes, membranes, and transfer pipets
보관 : 일부 구성품 냉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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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다양성의 연구
제품 코드 : ED150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691

\ 127,000
SDS-PAGE를 이용해 단백질의 구조, 기능, 다양성을 이해합니다. 표준 단백질 마커에 따라
박테리아, 식물, 혈청, 우유에서 단백질을 분리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6조

실험 소요시간 : 전기영동 60분, 염색 20분, 탈색 2시간

필요 장비 : 단백질 전기영동 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12%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s 3개, 핫플레이트, 백색광 투과기, 마이크로테스트 튜브 홀더, 메탈올,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denatured LyphoProtein™ samples,
standard protein markers,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buffer,
Protein InstaStain®, transfer pipets
보관 : 일부 구성품 냉동 보관

단백질 분자량 측정
제품 코드 : ED153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702

\ 127,000
사전에 염색된 LyphoProtein을 사용하여 작은 단위의 분자량은 SDS-PAGE 분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자량이 알려지지 않은 미리 염색된 단백질은 스탠다드 단백질 마커의 상대적인
이동을 기준으로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 가지 단백질의 분자량을 측정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6조

실험 소요시간 : 전기영동 60분, 염색 20분, 탈색 2시간

필요 장비 : 단백질 전기영동 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12%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s 3개, 핫플레이트, 백색광 투과기, 마이크로테스트 튜브 홀더, 메탈올,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denatured LyphoProtein™ samples, standard protein markers, gel
loading solution, buffer, Protein InstaStain®
보관 : 일부 구성품 냉동 보관

생선 단백질의 다양성
제품 코드 : ED253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709

\ 146,000
사전에 염색하여 동결 건조한 단백질을 사용해 물고기의 다양성을 연구합니다. Perch,
Walleye, Salmon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인디케이터 염색약으로 미리 염색합니다. 각 어류
단백질 샘플은 전기영동으로 변성시켜 분리 될 때 특징적인 밴딩 패턴을 가지며 이것으로 특정
종을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6조

실험 소요시간 : 전기영동 60분, 염색 20분, 탈색 2시간

필요 장비 : 단백질 전기영동 장치, 파워서플라이, 피펫과 피펫팁, 12% denaturing polyacrylamide
gels 3개, 원심분리기, 핫플레이트, 볼텍스, 백색광 투과기, 마이크로테스트 튜브 홀더, 메탈올, 증류수
구성 : Instructions, fish LyphoProtein™ samples,
protein molecular weight standards,
practice gel loading solution, buffer,
Protein InstaStain®.
보관 : 일부 구성품 냉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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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ory Experiments

튜브안의 유전자
제품 코드 : ED119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718

\ 210,000
학생들은 쉽게 자신의 DNA를 추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입안에서 추출한 DNA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튜브에 집어 넣어 목걸이로 보관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26조
실험 소요시간 : 30분
필요 장비 : Freezer/ice cold 95% Ethanol or isopropanol alcohol (rubbing alcohol),
water bath, test tube racks, ice and ice buckets, disposable laboratory gloves, &
centrifuge
구성 : Instructions, lysis buffer, Protease, Tris buffer, FlashBlue™ solution, salt packets,
clear tubes for DNA isolation, microcentrifuge tubes with caps, small transfer pipets,
calibrated transfer pipets, disposable plastic cup, string for Genes in a Tube™ necklaces
보관 : 실온보관

양파, 딸기, 바나나 DNA
제품 코드 : EDS-75

\ 125,000
학생들은 DNA 모형을 조립해보고 양파, 딸기, 바나나에서 직접 실제 DNA를 추출합니다.
빨간구슬=아데닌(A), 파란구슬=티민(T), 녹색구슬=구아닌(G), 노란구슬=시토신(C)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736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10조
실험 소요시간 : 냉장보관
필요 장비 : Fruit, vegetables
and 95-100% isopropyl alcohol
구성 : Instructions, DNA extraction buffer,
DNA sample in capped test tube, transfer pipets,
pop beads, glass rod, DNA spooling rods,
test tubes, salt
보관 : 냉장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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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복제는 어떻게
제품 코드 : EDS-20
학교장터(S2B)번호 :
202006290887753

\ 125,000
이 키트에서 여러 가지 색상의 링크 세트는 다양한 분자 생물학 시뮬레이션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제한효소로 DNA를 절단(digestion), 플라스미드의 유전자 클로닝, 단백질 구조 등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실험 가능 횟수 및 인원 : 5조
실험 소요시간 : 30분
구성 : Instructions, molecular biology models, small plastic bags.
보관 : 실온보관

12염기쌍 DNA 분자모형
제품 코드 : AMDNA-060-12

\ 68,000
- DNA 복제 과정 설명
- RNA에서 DNA로의 역전사 및 단백질 합성 설명을 위한 RNA모델과 결합 가능
- 크기 : 24cm(높이) x 11cm(직경)
구성 : Instructions, molecular biology models, small plastic bags.
명칭

Thymine
Adenine
Guanine
Cytosine
Deoxyribose
Phosphate

색상
●
●
●
●
●
●

개수

6
6
6
6
24
24

- 스탠드(1개), 지지대(1개), Spacers(11개), Cap(1개)

RNA 분자모형 (12염기쌍 단백질 합성)
제품 코드 : AMRNA-12

\ 41,000

RNA와 DNA의 구조적 차이점과 전사와 해독, 단백질 합성과정을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구성 : mRNA조각, tRNA조각, 아미노산조각, 제품설명서
명칭

Uracil
Adenine
Guanine
Cytosine
Ribose
Phosphate
tRNA
amino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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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
●
●
●
●
●
●
●●

개수

3
3
3
3
6
6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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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장치
Edvotek 전기영동장치는 짧은 시간에 우수한
해상도를 얻을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겔트레이는 손쉬운 탈부착, UV투과, 겔 눈금자와
방향성이 양각된 화살표가 특징입니다.
- 세련된 디자인과 빨라진 속도
- 여러 악세서리로 이뤄진 완벽한 구성
- 피펫팅 연습용 겔 포함
- 손쉬운 뚜껑 체결을 위한 대형 컬러 버튼
- 효율적인 환기 디자인으로 뚜껑 결로 감소
- 교체 가능 전극 모듈

M12 전기영동장치
제품 코드 : ED502-504

M36 전기영동장치

\ 345,000

제품 코드 : ED515

구성 : 7x7 cm 겔 트레이(2개),

구성 : 7x7 cm 겔 트레이(6개),

7x14 cm 겔 트레이(1개), 6 tooth comb(2개),

6 tooth comb(6개), 고무마개(12개)

8/10 tooth comb(2개), 고무마개(4개)

최대 전압, 전류: 150 V, 300mA

최대 전압, 전류 : 150 V, 300mA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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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통합 전기영동 시스템
제품 코드 : ED500

\ 750,000

전기영동 기기, 전원공급장치, 블루 라이트가 올인원으로 통합된 혁신적인 기기입니다.
10분 내로 풀 사이즈 겔을 전기영동하며 실시간으로 선명한 밴드 해상도를 볼 수 있습니다.
Edvotek키트 뿐만 아니라 다른 실험에서도 호환이 됩니다.
최고의 편의성, 성능, 결과를 위해 EDGE 통합 전기영동 시스템을 구매하세요.
- 10분 이내 빠른 겔 러닝타임
- 올인원 시스템 (전기영동, 전원공급, 블루라이트)
- 단순하면서도 빠르게 풀 사이즈 겔을 이동
-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팬과 환기 디자인
- SYBR Safe, GelGreen&Blue 염색과 호환
- 8/10 comb 포함
- 학교 실험실에서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안전 스위치

MV10 단백질용 전기영동 장치
제품 코드 : ED581

\ 454,000

- Polyacrylamide gel위의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
- 9x10 cm 겔 카세트와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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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공급장치
DuoSource 150 전원공급장치
제품 코드 : ED509

\ 311,000

수평식과 수직식 전기영동 장치 모두에 호환됩니다.
가장 인기있는 파워서플라이로 빠르게 20~30분 만에 전기영동이 완료됩니다.
과전류 방지를 위한 교체용 퓨즈가 있습니다.
한 개의 파워 서플라이로 두 개의 전기영동 장치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전압 : 150 V
- 전압 선택 단계 : 75 또는 150 V
- 최대 전류 : 300 mA
- 퓨즈 : 1.0 Amp 250V Glass Fuse

QuadraSource 전원 공급장치
제품 코드 : ED5010-Q

\ 495,000

강력한 기능의 파워서플라이로써 프로그램되어 있는 실험 설정으로
사용자가 간편하고 손쉽게 전압, 전류, 시간 등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류, 전압, 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LCD 창이 있습니다.
실험 중 어느때나 프로그램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이 가능합니다.
실험 중 전원선 연결 감지, 합선 회로 감지, 느슨한 연결 감지 시에 LCD창에 에러를 표시합니다.
삽입형 케이블연결 단자와 실험 도중 튈 수 있는 약간의 버퍼를 막는 방수기능으로 안전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전압: 300 V
- 전압 선택 단계: 10-300 V
- 최대 전류: 5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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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피펫(Micropipette)

\ 99,000

제품 코드 : KS-MP

용량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손잡이를 돌려 손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피펫 팁을 손쉽게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경량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팁결합 부위는 화학물질을 막을 수 있도록 탁월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보정이 쉽고 관리가 편리합니다.
- 종류
용량

중분

테스트용량

제품 코드

0.5~10㎕

0.1㎕

10, 5, 1㎕

KS-MP10

2~20㎕

0.5㎕

20, 10, 2㎕

KS-MP20

10~100㎕

1㎕

100, 50, 1㎕

KS-MP100

20~200㎕

1㎕

200, 100, 20㎕

KS-MP200

100~1000㎕

5㎕

1000, 500, 100㎕

KS-MP1000

1000~5000㎕

50㎕

5000, 2500, 1000㎕

KS-MP5000

피펫 팁(Micropipette tip) with Rack
제품 코드 : AP9000

\ 9,900

인기있는 피펫 브랜드와 호환되고 단일 및 멀티 채널 피펫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팁을 안정적이고 적은 힘으로 끼우고 뺄 수 있습니다.
확장된 길이와 넓은 입구는 다양한 피펫 팁에 사용가능합니다.
nonpyrogenic, RNase-/DNase-free, Sterile or Non-Sterile
- 종류
· 96 Blue Tip with Rack (+ ￦3,300)
· 96 White Tip with Rack
· 96 Yellow Tip with Rack

피펫 스탠드(Micropipette Stand)
제품 코드 : KS-MPSTD
마이크로 피펫용 거치대입니다.

info@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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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lluminator
TruBlu2 트랜스 일루미네이터(Transilluminator)
제품 코드 : ED557

\ 600,000

생명공학 실험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디자인의 투과 조명기입니다. 안전한 DNA 염색을 위해 많은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470nm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청색과 백색광원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색 광원과 주황색 덮개는 SYBR Safe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TBR를 비롯한 여러 형광 염료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색광원은 신호 대 잡음비가 낮거나 배경 염색이 진한 비형광 겔 관찰에 효과적입니다.
넓은 시야 영역은 다양한 길이, 폭, 두께의 겔을 올려놓고 보기에 적합합니다.
여러 개의 겔을 놓을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전기영동 실험에서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형질전환, 단백질추출,
다양한 색상관련 분석 실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블루, 화이트 듀얼모드 (청색과 백색 선택가능)
- 큰 관찰 표면 : 27 x 15 cm
- 8개 7x7cm 겔 동시 관찰 가능
- 청색광 차단 덮개(주황색 덮개)
- 안전한 non-UV 파장
- 내장 팬으로 결로 최소화
- Blue Light Wavelength : 470nm
- LED life : 50,000 hours
- Max Gel Size : 17 x 27.5 x 1.5 cm

청색광 차단 덮개

경첩이 있는
블루, 화이트 듀얼 판

전원, 설정 버튼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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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트랜스 일루미네이터(Transilluminator)

\ 296,000

제품 코드 : ED552
넓은 관찰 공간인 25 x 25cm 크기의 투과조명 장치로
LED로 장시간 사용하고 강한 광원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튼튼합니다.
전기영동 한 겔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염색된 겔도 더 명확하게 관찰 할 수 있습니다.
- 25 x 25 cm Viewing Area
- 90 Lumens LED Chips
- Power Rating: 8 Watts

Midrange UV 트랜스 일루미네이터(Transilluminator)
제품 코드 : ED558

\ 1,100,000

Midrange UV Transilluminator는 Ethidium Bromide 또는 SYBR® Safe로
염색한 DNA를 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UV 필터는 전기영동된 겔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크기인 7 x 14 cm 입니다. UV차단 커버가 있어 편리하며
커버가 열릴 시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Long Wave UV Light
제품 코드 : ED969

\ 69,000

휴대용 UV 조명기입니다. 녹색(gfp)과 청색(bfp) 형광 단백질에서 형광을
관찰하는데 유용합니다.

info@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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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EdvoCycler Jr. (주니어)
제품 코드 : ED540

\ 1,540,000

EdvoCycler Jr. 은 경제성, 편의성, 정확성, 재현성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표준 크기인 0.2mL PCR튜브 16개가 호환이 되는 샘플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명하고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과 온보드 컴퓨터는 보조 장치가 없이도 단순화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PCR 프로토콜을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Instant Incubation 기능이 있습니다.
- 호환성 16 x 0.2 ml PCR Samples & 8-Tube Strip 홀더

- 온도 범위: 14 – 99 ℃

- 7인치 HD Color 터치스크린 실시간 사이클링 데이터

- Maximum Ramp Rate: 3.5 ℃

- 독립적으로 사용가능 - PC연결 필요없음

- 즉각적인 인큐베이터 기능

- Edvotek PCR 프로그램 포함 + 100개 이상 저장

- 최상의 결과를 위한 고정밀 알고리즘

- 샘플의 증발을 막는 발열 덮개

- Free PCR Validation Kit 포함

- 14℃ 까지 능동적 냉각

EdvoCycler2
제품 코드 : ED541-542

\ 3,560,000

가장 많이 팔린 EdvoCycler의 두 번째 리뉴얼된 버전입니다. 향상된 PCR 기술을 가진
실험실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자재가 될 것입니다. 일반 버전보다 두 배로 많은 용량인
48개의 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명하고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과 온보드 컴퓨터는 보조 장치가 없이 단순화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PCR 프로토콜을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Instant Incubation 기능이 있습니다.
- 48 x 0.2 ml PCR Samples & 8-Tube Strip 홀더 호환성

- 14℃ 까지 능동적 냉각

- 7 인치 HD Color 터치스크린 실시간 사이클링 데이터

- 온도 범위: 14 – 99 ℃

- 16 x 0.2 ml PCR Samples & 8-Tube Strip 홀더 호환성

- Maximum Ramp Rate: 3.5 ℃

- 7인치 HD Color 터치스크린 실시간 사이클링 데이터

- 즉각적인 인큐베이터 기능

- 독립적으로 사용가능 - PC연결 필요없음

- 최상의 결과를 위한 고정밀 알고리즘

- Edvotek PCR 프로그램 포함 + 100개 이상 저장

- Free PCR Validation Kit 포함

- 샘플의 증발을 막는 발열 덮개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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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s
50X TAE 버퍼

Agarose LE Master (50g)

\ 90,000

SYBR® Safe Stain

\ 99,000

Gel Loading (10x) Solution

\ 99,000

\ 33,000

• 50X Tris-Acetate-EDTA(TAE)

• White powder

• SAFE for the Biotechnology

• nucleic acid / protein

• 1000ml

• DNase / RNase free

• More sensitive than EtBr

• agarose gel

• 50g

• Non-mutagenic

• polyacrylamide gel

• 10,000X Concentrate

• Bromophenol Blue

• Volume: 80 µl

• (-) charged tracking dye

200 bp DNA Ladder

FlashBlue™ DNA Staining

InstaStain® Blue 40 gels

\ 99,000

\ 144,000

\ 99,000
• Storage: Freezer

• 10x Concentrate

• 7 x 7 cm

• Loading volume 10-20 ㎕

• Rapid staining

• Stain gels in minutes

• For 40 gels

of agarose gels
• Overnight staining

원심분리기(Centrifuge)
탁상용 원심분리기(CF-10)

\ 377,000

미니 원심분리기(CF-5)

멸균 증류수

1차 증류수 : \ 2,000

• Environmentally friendly

2차 증류수 : \ 3,500

• For 40 gels

• 용량 : 1000ml

볼텍스 믹서(Vortex Mixer)
볼텍스 믹서(VM-30)

\ 135,000

\ 237000

볼텍스 믹서(VM-10)

\ 234,000

• Microcentrifuge

• Microcentrifuge

• Multifunction Vortex

• Multifunction Vortex

• Max. 13,500rpm

• Max. 5,500 rpm

• Max. 3,300rpm

• Max. 3,300 rpm

• DNA, RNA Prep

• 0.2/0.5㎖ Adapter

• Platform Head

• Touch mode & Run mode

• 0.2/0.5㎖ Adapter

• 0.2㎖ 스트립-로터 포함

• Pop-off Cup Head

• 탁월 내구성 BLDC 모터

• Continuous or Touch-on

•저중심 구조 디자인

• 전자식 안전 도어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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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험세트
DNA 전기영동 기본세트
제품 코드 : KSEP001

\ 950,000

학교장터(S2B)번호 : 202007080942323
구성
- M12 전기영동장치(1개)

- 전원공급장치, DuoSource™ 150 Power Supply(1개)
- 마이크로 피펫(Micropipette) 10~100㎕(1개)
- 96 Yellow Tip with Rack(1개)
- 50X TAE 버퍼(100mL)(1개)
- 아가로스 LE(Agarose LE Master) 25g(1개)
전기영동장치 규격
- 무게 : 1.2kg
- 크기 : 14x14cm

DNA 전기영동 확장세트
제품 코드 : KSEP002

\ 2,600,000

학교장터(S2B)번호 : 202007080942270
구성
- M12 전기영동장치(4개)

X2

X4

- 전원공급장치, DuoSource™ 150 Power Supply(2개)
- 마이크로 피펫(Micropipette) 10~100㎕(4개)
- 96 Yellow Tip with Rack(4개)
- 50X TAE 버퍼(1000mL)(1개)
- 아가로스 LE(Agarose LE Master) 50g(1개)
전기영동장치 규격

X4

- 무게 : 1.2kg

X4

www.koreasci.com

11

- 크기 : 14x14cm

실험세트

11

63

실험세트

단백질 전기영동 기본세트
제품 코드 : KSEP003

\ 1,119,000

학교장터(S2B)번호 : 202007080943070
구성

- MV10 단백질용 전기영동장치(1개)
- 전원공급장치, DuoSource™ 150 Power Supply(1개)
- 마이크로 피펫(Micropipette) 10~100㎕(1개)
- 96 Yellow Tip with Rack(1개)
- Precast Polyacrylamide 3 Gels(1개)
- Protein Gel Markers(1개)
- 10x Gel Loading Solution(1개)
- Tris-glycine-SDS Powdered Buffer(1개)
- Protein InstaStain® 15 gels(1개)
전기영동장치 규격
- 무게 : 0.98kg
- 크기 : 9x10cm

PCR 실험 세트 A
제품 코드 : KSEP004

\ 3,870,000

학교장터(S2B)번호 : 202007080943230
구성

- EdvoCycler 2 (PCR machine)(1개)
- 미니 원심분리기(1개)
- 마이크로 피펫(Micropipette) 0.5~10㎕(1개)
- 96 White Tip with Rack(1개)
- 0.2ml PCR Tube (500/pk)(1개)
- 1.5ml Micro Centrifuge Tube (500/pk)(1개)
- PCR 튜브랙 (96홀)(1개)
- 마이크로 튜브랙 (80홀)(1개)
전기영동장치 규격
- 무게 : 0.98kg
- 크기 : 9x10cm

PCR 실험 세트 B
제품 코드 : KSEP005

\ 1,850,000

학교장터(S2B)번호 : 202007090945687
구성

- EdvoCycler™ Jr (PCR machine)(1개)
- 미니 원심분리기(1개)
- 마이크로 피펫(Micropipette) 0.5~10㎕(1개)
- 96 White Tip with Rack(1개)
- 0.2ml PCR Tube (500/pk)(1개)
- 1.5ml Micro Centrifuge Tube (500/pk)(1개)
- PCR 튜브랙 (96홀)(1개)
- 마이크로 튜브랙 (80홀)(1개)
전기영동장치 규격
- 무게 : 3.9kg
- 크기 :34 x 20 x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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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모의실험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단일 가닥의 RNA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HIV 바이러스처럼 감염 중에는 인간 염색체안으로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환자 면역계가 감염을 치료한 후에 바이러스 핵산은 없어지지만 항체는 남아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분석법으로 환자의 샘플에서 이 항체의 존재를 검출합니다.
이 항체의 유무로 과거 감염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COVID-19 항체 검사 시뮬레이션 실험키트
ED1219

64,000원

- 시뮬레이션 된 실험을 통해 COVID-19 의 현재 사용 중인 테스트 기술을 이해합니다.
- 컨트롤, 항체, 테스트 스트립, 검출 기판, 피펫 포함
- 학교실험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안전하고 손쉽게 실험가능한 키트

전

화 02 - 929 - 1 1 1 0

팩

스 02 - 929 - 0966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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