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 CATALOGUE

세계 최고 브랜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www.koreasci.com

02-929-1110

현미경

CONTENTS
01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

모틱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6

●

모틱 LCD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7

●

시그마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8

●

시엑스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9

●

시엑스 LCD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10

●

라이카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11

●

라이카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HDMI······························ 12

●

라이카 LCD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13
BEST

●

라이카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ICC50E···························· 14

●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15

●

LCD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16

●

럭시오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17

●

럭시오 LCD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18

●

라이카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EZ4HD· ··························· 19

●

라이카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EZ4W······························ 20

02 생물현미경
●

모틱 단안 생물현미경············································ 22

●

시그마 단안 생물현미경·········································· 23

●

시엑스 단안 생물현미경·········································· 24

●

시엑스 쌍안 생물현미경·········································· 25

●

라이카 쌍안 생물현미경 DM300·································· 26

●

2

라이카 생물현미경 DM500·······································
27
BEST

info@koreasci.com
☎ 02-929-1110

03 실체현미경
●

Motic 학생용 실체현미경· ······································· 29

●

학생용 고배율 실체현미경········································ 30

●

럭시오 실체현미경 2S············································
31
BEST

●

럭시오 실체현미경 4Z··········································· 32

●

라이카 실체현미경 EZ4·········································· 33

04 위상차 현미경 / 도립 현미경
●

Lx400 위상차현미경············································· 35

●

라이카 위상차현미경············································· 36

●

라이카 멀티미디어 위상차현미경·································· 37

●

연구용 도립현미경··············································· 38

05 편광현미경
●

●

라보메드 연구용 편광현미경······································
42
BEST
라이카 연구용 편광현미경········································ 43

www.koreasci.com

3

은 세계 명품 현미경과 버니어 MBL(컴퓨터를 이용한 과학실험)
보급에 앞장서며 국내 과학학습 트렌드에 변화를 주도하고 효과적이며 즐거운 과학실험 모델을
한국의 과학교육에 제시하였습니다.
(주)한국과학은 1956년 창업 이래 영상 기기, 과학 기자재 등을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최상의 제품과
가격으로 공급해 왔으며, 더불어 전국적으로 대리점 망을 구축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과학기기
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고객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럽 및 미국, 일본 등에서
최고의 제품만을 엄선하여 수입,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 브랜드로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취급 현미경

실체 현미경, 생물현미경, 위상차 현미경, 편광 현미경, 도립현미경,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현미경 전용 카메라, 영구 프레파라트

고품질 저가격 실현

해외 협력사와 업무

마진을 최소화하여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

빠르게 제공

제품 상담 및 A/S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부수적인 문제 발생 예상시 1:1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제품 구입이 용이

제조사 직거래, 해외 OEM 제작으로 유통

제품상담과 신속한 수리 그리고 수리 후

해외 협력사를 통해 과학 선진국의 정보를

거의 모든 제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무료 교환

더 잘 보일 수록

더 많이 배웁니다

02.929.1110
제품 구입 및 상담

01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은 광학현미경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관찰하는 샘플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광학기기입니다. 영상현미경은 교육기관의 경우 교사가 촬영한 샘플의 화면을 전자칠판이나
빔프로젝터에 띄워 학생들과 공유하여 수업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연구기관에서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위해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과학의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은
선명한 해상력
Plan, Achromatic 등 해상력이 인정받는 렌즈를
사용해서 정밀한 관찰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현미경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튼튼한 내구성
10년을 사용해도 문제없는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사용자 선택성
다양한 카메라 보유로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카메라 교체가 가능합니다.(옵션)		

“

㈜한국과학 은
다양한 최신 영상현미경
시스템 기술을 고객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합니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모틱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편리한 클립
한 손으로 간편하게 조절가능한 클립

분리형 초점조절나사
독립적 조동, 미동나사로 정확한 초점 조절

고휘도 LED 조명
할로겐 조명 대비 반영구적 수명
발열이 거의 없어 샘플 손상 방지

간편한 사용
USB로 카메라와 컴퓨터 연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미지를 촬영
주석첨가, 길이 측정 등 다양한 분석 기능
백색광으로 샘플의 천연색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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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50C06

카메라

300만 화소 CMOS

헤드

45도 단안 헤드

종합배율

60~600배

접안렌즈

15배, 18mm

제물대

110 x 105 mm

광원

LED 조명, 반사 및 투과식 관찰

전원

110~220V AC, 4.4V 50mA 어댑터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790125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55698927

가격

1,20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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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모틱 LCD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편리한 클립
한 손으로 간편하게 조절가능한 클립

분리형 초점조절나사
독립적 조동, 미동나사로 정확한 초점 조절

고휘도 LED 조명
할로겐 조명 대비 반영구적 수명
발열이 거의 없어 샘플 손상 방지
백색광으로 샘플의 천연색 관찰

간편한 사용
USB로 카메라와 컴퓨터 연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미지를 촬영
주석첨가, 길이 측정 등 다양한 분석 기능

모델

50P06

카메라

500만 화소 CMOS

화면

7인치

촬영

이미지 5MP, 동영상 720P

종합배율

60~600배

접안렌즈

15배, 18mm

제물대

110 x 105 mm

광원

LED 조명, 반사 및 투과식 관찰

전원

110~220V AC, 4.4V 50mA 어댑터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790126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55698977

가격

1,500,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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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시그마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Semi-Plan x100 대물렌즈
구면수차가 보정된 렌즈

메카니컬 스테이지
정밀한 샘플 관찰

고휘도 LED 조명
할로겐 조명 대비 반영구적 수명
발열이 거의 없어 샘플 손상 방지
백색광으로 샘플의 천연색 관찰

간편한 사용
USB로 카메라와 컴퓨터 연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미지를 획득
주석첨가, 길이 측정 등 다양한 분석 기능
접안렌즈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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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KS-SGD

카메라

310만 화소 1/2인치 CMOS센서

헤드

45도 단안 헤드

종합배율

40~1000(접안렌즈 장착시)

접안렌즈

10배, 18mm

대물렌즈

EP시리즈 DIN Semi-Plan Achromatic 렌즈,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이동거리 25x25mm

광원

충전 배터리 내장,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전원

110~220V AC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2707

학교장터물품번호

201301040843208

가격

1,156,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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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시엑스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간편한 사용
USB로 카메라와 컴퓨터 연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미지 수집
주석첨가, 길이 측정 등 다양한 분석 기능

충전 배터리 내장
별도의 전원 없이도 사용가능
3시간 충전 8시간 이상 사용
전원선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

고휘도 LED 조명
할로겐 조명 대비 반영구적 수명
발열이 거의 없어 샘플 손상 방지
백색광으로 샘플의 천연색 관찰

내구성 있는 디자인
메카니컬 스테이지로 샘플의 정교한 이동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몸체

모델

KS-CXD

카메라

310만 화소 1/2인치 CMOS센서

헤드

45도 쌍안 헤드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10배, 18mm, 디옵터 기능

대물렌즈

LP시리즈 DIN Semi-Plan Achromatic 렌즈,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35 x 124mm, 이동거리 76 x 50mm

광원

충전 배터리 내장,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클리닝천, 충전용 전원 어댑터, 이머젼오일
현미경 카메라, 전용 소프트웨어 CD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2158

학교장터물품번호

201301030840719

가격

2,254,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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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시엑스 LCD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간편한 사용
USB로 카메라와 컴퓨터 연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미지 수집
주석첨가, 길이 측정 등 다양한 분석 기능

충전 배터리 내장
별도의 전원 없이도 사용가능
3시간 충전 8시간 이상 사용
전원선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

고휘도 LED 조명
할로겐 조명 대비 반영구적 수명
발열이 거의 없어 샘플 손상 방지
백색광으로 샘플의 천연색 관찰

내구성 있는 디자인
메카니컬 스테이지로 샘플의 정교한 이동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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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KS-CXL

카메라

500만 화소 CMOS센서

화면

11.6 인치

촬영

이미지 5MP, 동영상 720P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대물렌즈

LP시리즈 DIN Semi-Plan Achromatic 렌즈,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35 x 124mm, 이동거리 76 x 50mm

광원

충전 배터리 내장,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클리닝천, 충전용 전원 어댑터, 이머젼오일
현미경 카메라, 전용 소프트웨어 CD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2159

학교장터물품번호

201301040843252

가격

2,35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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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라이카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간편한 사용
USB로 카메라와 컴퓨터 연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미지 수집
주석첨가, 길이 측정 등 다양한 분석 기능

설계
메카니컬 스테이지를 이용한 정교한 이동
초점 조정 콘덴서를 이용한 배율별 밝기 조정
악세서리 추가만으로 위상차 현미경 전환

선명한 해상도
고해상도 HCS Plan 렌즈 채택
고휘도 LED조명을 사용해 샘플의 천연색 관찰

심플한 디자인
현미경 이동이 쉬운 손잡이
깔끔한 보관을 위한 전원선 매립

모델

KS-DM5D

카메라 해상도

1/2인치 310만 화소

촬영

이미지 3MP, 동영상 360P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WF 10X/20mm

대물렌즈

HCS Plan 렌즈 4x, 10x, 40x, 100x(Oil)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50 x 40mm / 이동거리 70 x 20mm

콘덴서

아베 콘덴서 N.A 1.25

초점조절

미동, 조동 분리형

조명장치

고휘도 LED & 밝기조절

무게

9kg

전원

110~220V/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 어댑터, 이머젼오일, 6각 렌치
현미경 카메라, C-Mount Adapter, 전용 소프트웨어 CD"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진행 중

학교장터 물품번호

202007090947769

가격

2,900,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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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HDMI

간편한 사용
컴퓨터 없이 모니터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
USB로 카메라와 컴퓨터 연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미지 수집
주석첨가, 길이 측정 등 다양한 분석 기능

설계
메카니컬 스테이지를 이용한 정교한 이동
초점 조정 콘덴서를 이용한 배율별 밝기 조정
악세서리 추가만으로 위상차 현미경 전환

선명한 해상도
고해상도 HCS Plan 렌즈 채택
고휘도 LED조명을 사용해 샘플의 천연색 관찰

심플한 디자인
현미경 이동이 쉬운 손잡이
깔끔한 보관을 위한 전원선 매립

12

모델

KS-DM5HDMI

카메라 해상도

1/2인치 500만 화소

촬영

이미지 5MP, 동영상 720P

카메라 출력

USB, HDMI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WF 10X/20mm

대물렌즈

HCS Plan 렌즈 4x, 10x, 40x, 100x(Oil)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50 x 40mm / 이동거리 70 x 20mm

콘덴서

아베 콘덴서 N.A 1.25

초점조절

미동, 조동 분리형

조명장치

고휘도 LED & 밝기조절

무게

9.2kg

전원

110~220V/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 어댑터, 이머젼오일, 6각 렌치
현미경 카메라, C-Mount Adapter, 전용 소프트웨어 CD"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진행 중

학교장터 물품번호

202007090948086

가격

3,25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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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라이카 LCD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독일 명품 라이카 현미경
500만 화소의 고품질 이미지 출력
HD 품질의 이미지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카메라로 이미지 공유 가능
분석 프로그램 기본 제공
관찰 중 SD카드에 저장 가능
HDMI 케이블을 통해 HD모니터에 직접 연결
실시간 고해상도 관찰

모델

DM5-LCD

헤드

45도 쌍안 헤드

종합배율

40배, 100배, 400배, 1000배

접안렌즈

10배, 18mm

대물렌즈

HCS Plan 렌즈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50 x 140mm / 이동거리 70 x 20mm

광원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콘덴서

아베 콘덴서 N.A 1.25

카메라

500만 화소 Full HD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이머젼 오일, 육각렌치, 전원코드, ICC50HD 카메라,
USB케이블, HDMI 케이블, 리모컨, 메모리카드, 전용프로그램 CD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진행 중

학교장터 물품번호

201911079968429

가격

3,900,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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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ICC50E

유선랜을 이용한 이미지 관찰
동일서버를 사용하는 실험실에서는 거리제한 없이
Lan선 연결만으로 실시간 영상 관찰 및 촬영가능

세계 최초 Full HD 영상출력
HDMI 입력단자가 있는 영상기기에 연결
컴퓨터를 거치지않고 바로 모니터 연결

SD카드 저장
녹화시 이미지는 JPG, 동영상은 MP4 파일로 저장

간편한 무선 리모컨
촬영,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무선리모컨으로 간편하게
*리모컨, 모니터 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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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KS-DM5ME

헤드

45도 쌍안 헤드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10배, 18mm

대물렌즈

HCS Plan 렌즈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50 x 140mm / 이동거리 70 x 20mm

광원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콘덴서

아베 콘덴서 N.A 1.25

카메라

500만 화소 Full HD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이머젼 오일, 육각렌치, 전원코드, ICC50HD 카메라,
USB케이블, HDMI 케이블, 리모컨, 메모리카드, 전용프로그램 CD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진행 중

학교장터 물품번호

등록 진행 중

가격

4,53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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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디옵터 접안렌즈
양안의 시력차를 보정해주는 기능 내장

간편한 사용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간편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충전 배터리 내장
전원 없이 사용 가능(현미경 단독)

고휘도 LED조명
2단 조명 방식(상단, 하단)

모델

KS-KZD

카메라 해상도

1/2인치 310만 화소

촬영

이미지 3MP, 동영상 360P

카메라 출력

USB

종합배율

7~45배 줌방식

접안렌즈

WF 10X/22mm

작동거리

105mm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50 x 40mm / 이동거리 70 x 20mm

광원

고휘도 LED조명(2단계 상단, 하단)

전원

110~220V/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 어댑터, 이머젼오일, 6각 렌치
현미경 카메라, C-Mount Adapter, 전용 소프트웨어 CD"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진행 중

학교장터 물품번호

등록 진행 중

가격

1,680,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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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디옵터 접안렌즈
양안의 시력차를 보정해주는 기능 내장

간편한 사용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간편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충전 배터리 내장
전원 없이 사용 가능(현미경 단독)

고휘도 LED조명
2단 조명 방식(상단, 하단)

모델

16

KS-KZLCD

카메라 해상도

1/2인치 500만 화소

촬영

이미지 5MP, 동영상 720P

카메라 출력

USB, HDMI, LCD Displayer

종합배율

7~45배 줌방식

접안렌즈

WF 10X/22mm

작동거리

105mm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50 x 40mm / 이동거리 70 x 20mm

광원

고휘도 LED조명(2단계 상단, 하단)

전원

110~220V/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 어댑터, 이머젼오일, 6각 렌치
현미경 카메라, C-Mount Adapter, 전용 소프트웨어 CD"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진행 중

학교장터 물품번호

등록 진행 중

가격

1,98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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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럭시오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간편한 사용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간편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심플한 디자인
현미경 전체 일체형
설치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사용 가능

고휘도 LED조명
2단 조명 방식(상단, 하단), 밝기 조정 기능

디옵터 접안렌즈
양안의 시력차를 보정해주는 기능 내장

모델

KS-LU4D

카메라 해상도

1/2인치 300만 화소

촬영

이미지 3MP, 동영상 360P

카메라 출력

USB

종합배율

8~35배 줌방식

접안렌즈

WF 10X/20mm

작동거리

100mm

광원

고휘도 LED조명(2단 상단, 하단), 밝기 조정 가능

전원

110~220V/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 어댑터 및 케이블
현미경 카메라, C-Mount Adapter, 전용 소프트웨어 CD"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진행 중

학교장터 물품번호

등록 진행 중

가격

2,750,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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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시오 LCD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간편한 사용
LCD와 마우스를 사용한 간편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심플한 디자인
현미경 전체 일체형
설치 없이 전원만 연결하면 사용 가능

고휘도 LED조명
2단 조명 방식(상단, 하단), 밝기 조정 기능

디옵터 접안렌즈
양안의 시력차를 보정해주는 기능 내장

모델

18

KS-LU4LCD

카메라 해상도

1/2인치 500만 화소

촬영

이미지 5MP, 동영상 720P

카메라 출력

USB, HDMI, LCD

종합배율

8~35배 줌방식

접안렌즈

WF 10X/20mm

작동거리

100mm

광원

고휘도 LED조명(2단 상단, 하단), 밝기 조정 가능

전원

110~220V/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 어댑터 및 케이블
현미경 카메라, C-Mount Adapter, 전용 소프트웨어 CD"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진행 중

학교장터 물품번호

등록 진행 중

가격

3,40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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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라이카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EZ4HD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간편한 사용
SD카드와 리모컨을 이용한 간편한 사진 촬영
카메라와 현미경 일체형

사용자 지원 기능
15분 이상 사용자 동작이 없는 경우 자동 소등

고휘도 LED조명
7개의 고휘도 LED를 이용해 투과/반사 및 각도에 따른 광원 조정

네트워크 연결
같은 서버내에서 랜선 연결 만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

*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무선기기에서 관찰가능

모델

*리모컨, 모니터 별매

KS-EZ4HD

카메라 해상도

500만 화소 CMOS

촬영

이미지 5MP, 동영상 1080P

카메라 출력

USB, HDMI, LAN

종합배율

8~35배 줌방식

접안렌즈

WF 10X/18mm

작동거리

100mm

광원

각도에 따른 투과/반사 7개의 고휘도 LED

전원

110~220V/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 케이블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2714

학교장터 물품번호

201301040843333

가격

4,800,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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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 멀티미디어 실체현미경 EZ4W

간편한 사용
SD카드와 리모컨을 이용한 간편한 사진 촬영
카메라와 현미경 일체형

사용자 지원 기능
15분 이상 사용자 동작이 없는 경우 자동 소등

고휘도 LED조명
7개의 고휘도 LED를 이용해 투과/반사 및 각도에 따른 광원 조정

무선 관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무선으로 실시간 영상
관찰 및 촬영 가능

20

모델

KS-EZ4W

카메라 해상도

500만 화소 CMOS

촬영

이미지 5MP, 동영상 1080P

카메라 출력

USB, HDMI, LAN, WIFI

종합배율

8~35배 줌방식

접안렌즈

WF 10X/18mm

작동거리

100mm

광원

각도에 따른 투과/반사 7개의 고휘도 LED

전원

110~220V/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 케이블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진행 중

학교장터 물품번호

등록 진행 중

가격

6,50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01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

02 생물현미경
생물현미경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현미경입니다. 염색된 시료에 빛을 통과시켜 관찰하는
현미경입니다. 학생들이 생물학, 미생물학 등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 광학기기입니다.
현미경의 배율은 대물렌즈와 접안렌즈의 배율의 곱입니다. 예를 들어 접안렌즈 10배와 대물렌즈 최대
배율이 100배라면 1000배율 관찰이 가능한 현미경입니다.

한국과학의 생물현미경은
선명한 해상력
Plan, Achromatic 등 해상력이 인정받는 렌즈를
사용해서 정밀하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고휘도 LED 조명
샘플의 천연색 관찰이 가능한 백색 LED조명을 사용합니다.		

튼튼한 내구성
10년을 사용해도 문제없는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다양한 확장성
일부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멀티미디어 영상현미경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

㈜한국과학 은
다양한 최신 영상현미경
시스템 기술을 고객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합니다.

”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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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틱 단안 생물현미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x400 / x600

편리한 클립
한 손으로 간편하게 조절 가능한 클립

회전형 조리개
각 대물렌즈에 특화된 회전식 조리개

고휘도 LED 조명
백색광으로 샘플의 천연색 관찰
발열이 없어 샘플의 손상 방지

충전 배터리 내장
별도의 전원 없이도 사용 가능
2시간 충전시 6시간 사용 가능

모델

50M04

50M06

광학 총배율

40~400X

60~600X

헤드

22

단안관찰 45도

접안렌즈

WF 10X/18mm

WF 15X/18mm

대물렌즈

4x, 10x, 40x

4x, 10x, 40x

제물대

클립 고정형, 110x105mm

콘덴서

Built-in condenser Lens N.A. 0.65

초점조절

미동, 조동 분리형

조명장치

고휘도 LED & 광량조절(3.5V/70mW)

무게

2.8kg

전원

220V/AC, 충전 배터리 내장

구성품

현미경 본체, 알루미늄 보관케이스,
먼지커버, 충전 어댑터

현미경 본체, 알루미늄 보관케이스,
먼지커버, 충전 어댑터, 10x 접안렌즈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790120

22790121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45693017

201702145693149

가격

330,000원

36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02
생물 현미경

시그마 단안 생물현미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x400 / x600 / x100 / x1500

분실방지
분실 우려가 있는 접안 렌즈를 고정
현미경 헤드와 본체 일체형

고휘도 LED 조명
백색광으로 샘플의 천연색 관찰
발열이 없어 샘플의 손상 방지

충전 배터리 내장
별도의 전원 없이도 사용 가능
2시간 충전시 6시간 사용 가능

모델

KS-SG3

KS-SG1

KS-SG4

KS-SG2

광학 총배율

40~400X

60~600X

40~1000X

60~1500X

헤드

단안관찰 45도

접안렌즈

WF 10X/18mm

WF 15X/18mm

WF 10X/18mm

WF 15X/18mm

대물렌즈

4x, 10x, 40x

4x, 10x, 40x

4x, 10x, 40x, 100x

4x, 10x, 40x, 100x

제물대

클립 고정형, 125x120mm

메카니컬스테이지 25 x 25mm

콘덴서

현미경 내장형

초점조절

미동, 조동 동일축 사용

조명장치

고휘도 LED & 광량조절(3.5V/70mW)

무게

3.6kg

전원

3.9kg
240V/AC, 충전 배터리 내장

구성품

현미경 본체, 먼지커버,
충전 어댑터

현미경 본체, 먼지커버,
충전 어댑터, 10x 접안렌즈

현미경 본체, 먼지커버,
충전 어댑터

현미경 본체, 먼지커버,
충전 어댑터, 10x 접안렌즈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2703

22296156

22292704

22292148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45693514

201702145693557

201702145693600

201702145693720

가격

400,000원

420,000원

550,000원

560,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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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시엑스 단안 생물현미경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접안렌즈 고정
분실 우려가 있는 접안렌즈를 고정
현미경 전용 카메라 연결 시 탈착가능

콘덴서
광원을 모아주는 콘덴서
대물렌즈별로 조리개 조절

충전 배터리 내장
별도의 전원 없이도 사용가능
3시간 충전 8시간 이상 사용
전원선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

내구성 있는 디자인
메카니컬 스테이지로 정교한 이동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몸체

24

모델

KS-CXM

헤드

45도 단안 헤드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10배, 18mm

대물렌즈

LP시리즈 DIN Semi Plan Achromatic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35 x 124mm, 이동거리 76 x 50mm

광원

충전 배터리 내장,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이머젼 오일, 육각렌치, 전원코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2710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45694020

가격

82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02
생물 현미경

시엑스 쌍안 생물현미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미간조절 기능
스케이트 보드식의 미간조절 기능

디옵터 접안렌즈
양안의 시력차를 보정해주는 기능

내구성 있는 디자인
메카니컬 스테이지로 정교한 이동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몸체

고휘도 LED 조명
할로겐 조명 대비 반영구적 수명
발열이 거의 없어 샘플 손상 방지
백색광으로 샘플의 천연색 관찰

모델

KS-CXB

헤드

45도 쌍안 헤드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10배, 18mm, 디옵터 기능

대물렌즈

LP시리즈 DIN Semi-Plan Achromatic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35 X 124mm, 이동거리 76 X 50mm

광원

충전 배터리 내장,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이머젼 오일, 육각렌치, 전원코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2705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45694132

가격

980,000원

LED

할로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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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라이카 쌍안 생물현미경 DM300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메카니컬 스테이지
샘플의 세밀한 이동

특화된 콘덴서
대물렌즈 별 세팅된 조리개 조절

스테이지 이동
X, Y축 한 축의 조절 손잡이를 통해 이동

내구성 있는 디자인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몸체

26

모델

KS-DM3

헤드

30도 쌍안 헤드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10배, 18mm, 디옵터 기능, 마이크로미터

대물렌즈

E1 Achromat 렌즈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35 x 135mm, 이동거리 78 x 36mm

광원

충전 배터리 내장,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이머젼 오일, 육각렌치, 전원코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2711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45694437

가격

1,37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02
생물 현미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라이카 생물현미경 DM500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특화된 콘덴서
대물렌즈별 조리개를 돌려서 조정

다양한 확장성
360도 회전 헤드
접안헤드와 본체 사이 카메라 삽입가능

내구성 있는 디자인
손잡이와 코드 정리 공간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몸체
편리한 광원조절 스위치

은(Ag)나노 코팅
은(Ag)나노 코팅을 통한 항균기능

모델

KS-DM5

헤드

45도 쌍안 헤드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10배, 18mm

대물렌즈

HCS Plan 렌즈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50 x 140mm / 이동거리 70 x 20mm

광원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콘덴서

아베 콘덴서 N.A 1.25

전원

110~220V AC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2706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45694462

가격

1,750,000원

*디옵터 기능, 접안렌즈 탈부착식 업그레이드시 ￦459,000원 추가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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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체현미경
실체현미경은 광학현미경 중 한 종류로 해부현미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체현미경은 물체 표면에
반사된 빛을 이용해 관찰하는 현미경입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샘플을 슬라이드 형태로 만들 필요 없이
재물대에 올려서 2차원 및 3차원 관찰이 가능합니다.

한국과학의 생물현미경은
고휘도 LED 조명
샘플의 천연색 관찰이 가능한 백색 LED조명을 사용합니다.		

최첨단 기술력
사용자가 관찰 샘플에 따라
광원의 각도와 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내구성
10년을 사용해도 문제없는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

㈜한국과학 은
다양한 최신 영상현미경
시스템 기술을 고객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합니다.

28

”

info@koreasci.com
☎ 02-929-1110

03
실체 현미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Motic 학생용 실체현미경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디옵터 접안렌즈
양안의 시력차를 보정해주는 기능

편리한 클립
한 손가락으로 간편하게 조절 가능한 클릭

내구성 있는 디자인
강한 내구성
한 손에 들어오는 그립감과 무게

고휘도 LED조명
3단 조명 방식(상단, 하단, 측면)버튼식

모델

40C04

헤드

45도 쌍안 헤드, 52-74 미간거리조절

종합배율

20/40배 2단계 변환, 시력보정 디옵터 기능

접안렌즈

10배, 18mm

작동거리

100mm

관찰범위

18~6 ; 9~5.5 mm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코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790119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55695428

가격

480,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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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고배율 실체현미경

디옵터 접안렌즈
양안의 시력차를 보정해주는 기능

편리한 확장성
헤드 교체만으로 현미경 카메라 장착 가능

충전 배터리 내장
전원 없이 사용 가능(현미경 단독)

고휘도 LED조명
2단 조명 방식(상단, 하단)

30

모델

KSKZ-6745B

종합배율

7~45배 줌방식

접안렌즈

WF 10X/22mm

작동거리

105mm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50 x 40mm / 이동거리 70 x 20mm

광원

고휘도 LED조명(2단계 상단, 하단)

전원

110~220V/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 어댑터, 먼지 커버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등록 진행 중

학교장터 물품번호

등록 진행 중

가격

79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03
실체 현미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럭시오 실체현미경 2S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편리한 배율조정
10배, 30배 2단계 변환 방식

고휘도 LED조명
링타입 LED
3단 조명 버튼방식(상단, 하단, 측면)

광원 세기 조절 스위치
다양한 광원 세기와 각도

내구성 있는 디자인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몸체
편리한 광원 스위치
시력보정 디옵터 기능

모델

KS-LU2

헤드

45도 쌍안 헤드, 52-74 미간거리조절

종합배율

10/30배 2단계 변환, 시력보정 디옵터 기능

접안렌즈

10배, 18mm

작동거리

100mm

관찰범위

18~6 ; 9~5.5 mm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코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6174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55698560

가격

610,000원

www.koreasci.com

31

럭시오 실체현미경 4Z

편리한 배율조정
8~35 줌 방식

고휘도 LED조명
링타입 LED
3단 조명 방식(상단, 하단, 측면) 버튼식

디옵터기능의 접안렌즈
양안의 시력차를 보정해주는 디옵터 기능

내구성 있는 디자인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몸체
편리한 광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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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KS-LU4

헤드

45도 쌍안 헤드, 52-74 미간거리조절

종합배율

8~35배 줌배율 (4.4:1)

접안렌즈

10배, 20mm, 시력보정 디옵터기능

작동거리

100mm

관찰범위

6.6~28.5 mm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코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296175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55698593

가격

1,28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03
실체 현미경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라이카 실체현미경 EZ4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간편한 사용
줌배율변환(8~35배)
반사식, 투과식 광원 선택 스위치
사용자별 미간 거리 조정

탁월한 해상력
세계 최고의 해상력을 자랑하는
라이카 실체현미경

고휘도 LED조명
투과식 반사식 조정

내구성 있는 디자인
견고하고 내구성이 높은 알루미늄
주물 재질
견고한 설계로 방진, 방수

모델

KS-EZ4

헤드

45도 쌍안 헤드, 52-74 미간거리조절

종합배율

8~35배 줌배율 (4.4:1)

접안렌즈

10배, 20mm, 시력보정 디옵터기능

작동거리

100mm

관찰범위

6.6~28.5 mm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전원코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22300541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55698669

가격

2,240,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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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위상차 현미경
위상차현미경은 시료의 광학적 두께의 차를 명암차로 바꾸어 관찰하는 현미경입니다. 시료의 염색없이
관찰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살아있는 세포 내부의 작은 기관을 관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도립 현미경
위상차현미경은 시료의 광학적 두께의 차를 명암차로 바꾸어 관찰하는 현미경입니다. 시료의 염색없이
관찰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살아있는 세포 내부의 작은 기관을 관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한국과학의 위상차/도립 현미경은
고휘도 LED 조명
샘플의 천연색 관찰이 가능한 백색 LED조명을 사용합니다.		

튼튼한 내구성
10년을 사용해도 문제없는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현미경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과학 은
다양한 최신 영상현미경
시스템 기술을 고객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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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koreasci.com
☎ 02-929-1110

04
위상차 현미경
도립 현미경

Lx400 위상차현미경

위상차 센터링
위상차링 중심을 위한 전용 접안렌즈

위상차 전용 현미경
염색없이 관찰이 가능하여 살아있 는 샘플 관찰

위상차 전용 터렛형 콘덴서
콘덴서의 스위치를 돌려 대물렌즈의 배율별 광원 변경

위상차 전용 대물렌즈
리서치급의 위상차 전용 대물렌즈 장착으로
선명한 이미지 관찰

모델

KS-LX4PH

헤드

30도 쌍안 헤드, 미간거리 조절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10배, 20mm, 디옵터 기능

대물렌즈

RP DIN Phase Plan Achromatic 렌즈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200 x 160mm, 이동거리 78 x 54mm

광원

LED 램프, 밝기조절 가능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육각렌치, 전원코드,
이머젼 오일, 위상차 슬라이더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45694579

가격

2,500,000원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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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 위상차현미경

학교장터 S2B 등록제품

위상차 관찰
무색 투명한 시료 내부구조 관찰
색상 왜곡 없이 시료의 원색 관찰

다양한 확장성
360도 회전 헤드
접안헤드와 본체 사이 카메라 삽입 가능

대물렌즈별 특화된 콘덴서
대물렌즈별 조리개 수치 변경
위상차전용 슬라이더 장착

내구성 있는 디자인
손잡이와 코드 정리 공간
편리한 광원조절 스위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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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KS-DMSPH

헤드

45도 쌍안 헤드, 미간거리 조절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10배, 18mm

대물렌즈

HCS HI Plan 위상차 전용 렌즈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50 x 140mm, 이동거리 70 x 20mm

광원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콘덴서

아베 콘덴서 N.A 1.25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육각렌치, 전원코드,
이머젼 오일, 위상차 슬라이더

학교장터물품번호

201702145694579

가격

4,80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04
위상차 현미경
도립 현미경

라이카 멀티미디어 위상차현미경
디지털 줌 확대와 녹색필터로 왜곡된 위상차현미경은 그만!!
라이카 위상차 현미경으로 실제 영상 관찰!

세계 최초 Full HD 영상출력
HDMI 입력단자가 있는 영상기기에 연결
컴퓨터를 거치지않고 바로 모니터 연결

SD카드 저장
녹화시 이미지는 JPG, 동영상은 MP4 파일로 저장

전용 분석프로그램
컴퓨터 연결시 탁월한 기능의 소프트웨어
길이 측정 및 주석 첨가 기능 등

간편한 무선 리모컨
촬영,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무선리모컨으로 간편하게

*리모컨, 모니터 별매

모델

KS-DM5PHD

종합배율

40, 100, 400, 1000배

접안렌즈

10배, 18mm

대물렌즈

HCS HI Plan 위상차 전용 렌즈 4x, 10x, 40x, 100x

제물대

메카니컬 스테이지 150 x 140mm / 이동거리 70 x 20mm

광원

고휘도 LED조명, 밝기조절 가능

콘덴서

아베 콘덴서 N.A 1.25

카메라

500만 화소 Full HD

전원

110~220V AC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이머젼 오일, 육각렌치, 전원코드,
ICC50HD 카메라, USB케이블, HDMI 케이블,
리모컨, 메모리카드, 전용프로그램 CD

가격

8,200,000원

*디옵터 기능, 접안렌즈 탈부착식 업그레이드시 ￦459,000원 추가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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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도립현미경
"형광광원으로
확장가능"

합리적인 가격의 저렴한 도립현미경
위상차 관찰법 기본 적용
형광광원으로 확장 가능

사용자 중심의 편안한 작동
일반광학현미경과 달리 광원은 위, 대물렌즈는 아래에 위치
제물대의 작업범위가 넓어 살아 있는 샘플의 관찰과 조작 용이
배양 중인 샘플을 페트리디쉬 상태 그대로 올려 놓고 관찰 가능

긴 작동거리
대물렌즈와 0.8N.A 위상차 콘덴서간의 긴 작동 거리

38

헤드

30도 쌍안 헤드, 미간거리 조절

종합배율

40, 100, 200배 (400배 추가 가능)

접안렌즈

10배, 22mm, 디옵터 기능

대물렌즈

LW시리즈 DIN Phase Plan Achromatic, 4x, 10x, 20x

콘덴서

위상차, 명시야 슬라이더

광원

6V 30W할로겐 램프

구성품

현미경, 현미경 커버, 클리닝천, 위상차 슬라이더

가격

4,50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05 편광현미경
암석과 광물 관찰에 사용되는 현미경입니다. 암석이나 광물의 박편을 재물대에 올려놓고 관찰하는
방식이며, 두 개의 니콜 프리즘으로 이루어진 인조 편광판이 장치되어 있고, 재물대가 360° 회전하여
샘플의 관찰이 편리합니다.

한국과학의 생물현미경은
고휘도 LED 조명
샘플의 천연색 관찰이 가능한 백색 LED조명을 사용합니다.

최첨단 기술력
사용자가 관찰 샘플에 따라
광원의 각도와 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내구성
10년을 사용해도 문제없는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

㈜한국과학 은
다양한 최신 영상현미경
시스템 기술을 고객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합니다.

”

라보메드 연구용 편광현미경

Conoscopy와 람다 플레이트
투과되는 박편의 빛투과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Bertland Lens
광원의 파장을 변경해주는 Quartz, Lamda Plate

회전식 제물대와 0.9 NA 콘덴서
160mm 크기의 회전 제물대
0.9NA centerable stain-free 콘덴서

Koehler field diaphragm
6V-30W의 할로겐 램프

40

모델

KS-LXPOL

헤드

30도 쌍안헤드 혹은 삼안헤드, 미간거리 조절

종합배율

40, 100, 400배

접안렌즈

10배, 20mm

대물렌즈

SF 무한보정 DIN Plan Achromatic 렌즈
4x(WD 30.0mm), 10x(WD 7.00mm), 40x(WD 0.65mm)
· 추가 옵션 20x(WD 1.10mm), 100x(WD 0.23mm)

제물대

360도 회전 제물대, 160mm

광원

6V 30W 할로겐

전원

110~240V AC

구성품

현미경, Lamda Plate, Quartz Plate, 현미경 커버

가격

5,800,000원

info@koreasci.com
☎ 02-92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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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미경

라이카 연구용 편광현미경

Conoscopy & Analzer
투과되는 박편의 빛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Bertland 내장
편광을 조절 할 수 있는 Analyzer 내장

고휘도 LED 조명
할로겐 조명 대비 반영구적인 수명
백색광으로 샘플의 천연색 관찰

내구성 있는 디자인
ICC50HD 카메라 연결시 영상 출력 가능
간편한 Centering 조절 기능

모델

KS-DM750P

헤드

30도 쌍안 헤드, 미간거리 조절

종합배율

40, 100, 400배

접안렌즈

10배, 20mm, 디옵터 기능

대물렌즈

POL HI Plan 렌즈 4x, 10x, 40x

제물대

지름 180mm, 360도 회전

광원

360도 회전 편광 격자판을 이용한 0도, 90도의 정확한 고정

전원

LED 조명

구성품

현미경, Lamda Plate, 현미경 커버, 전원코드

가격

7,700,000원

*Full HD camera ‘ICC50HD’ 추가 설치 가능(별도구매)

www.koreas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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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e Slide
*제품의 제작 기간 내 원자재 유무에 따라 세트의 구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LIEDER MICROSCOPE SLIDE

리더만의 제작방법

‘리더’는 현미경 제조회사가 광고 샘플로 사용할 만큼

1. 최신 마이크로톰으로 정밀 절삭

탁월한 품질을 가진 독일 회사입니다.

최신형 마이크로톰으로 컷팅하여 샘플의

55년 동안 오로지 영구프레파라트만을 제작해온 브랜드 입니다.

최대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얇은 두께로 제작

제작 후 남아있는 산과 물기를 확실히 제거하고

2. 고가의 염색약 사용과 제작, 각각의 시료에 알맞게 최상의

중성매질로 고정시켜 20년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색약과 과정을 선별하여 깨끗한 선명도를 유지, 조직 내부
구조의 명확한 색대조, 다양한 색채의 보존

교과서에 나오는 영구프레파라트 세트 (동물조류편)
LD0010············ ￦261,000

1. 미토콘드리아

10. 종벌레

2. 고사리 포자낭

11. 그물말

3. 검물벼룩

12. 아나베나

4. 규조

13. 짚신벌레

5. 초파리

14. 히드라

6. 아메바

15. 붓뚜껑말

7. 볼복스

16. 해캄

8. 개구리알말

17. 반달말

9. 유글레나

18. 물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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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나오는 영구프레파라트 세트 (식물편)

교과서에 나오는 영구프레파라트 세트 (인체편)

LD0020················ ￦237,000

LD0030··············· ￦283,000

1. 민들레뿌리

8. 오이 체관물관

1. 귀 고막, 달팽이관

7. 위

2. 파뿌리(유사분열)

9. 백합의 외피

2. 눈의 망막

8. 이자

3. 무의 뿌리털

10. 튤립 스토마, 공변세포

3. 눈의 시신경

9. 신경

4. 뿌리골무

11. 백합의 암술, 수술

4. 혀

10. 구강 상피세포

5. 양파세포

12. 자주달개비의 엽록체

5. 간

11. 갑상선

6. 풀과 나무 줄기

13. 봉선화 줄기(쌍떡잎)

6. 신장

12. 폐포

7. 호박 체관물관

14. 옥수수 줄기(외떡잎)
15. 동백나무와 차나무 잎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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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코 영구프레파라트
* 제품의 제작 기간 내 원자재 유무에 따라 세트의 구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제작되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영구프레파라트 세트

ES1034

￦66,000

신장 횡단면, 기관지를 통한 폐, 양파 뿌리 끝 종단면, 머리카락,
신장 수직면, 고환, 양파 뿌리 끝, 척수, 입안 상피 세포, 췌장,
이끼 잎, 잎의 표피, 줄기 횡단면, 쌍떡잎 줄기, 동맥-정맥, 폐,
털공팡이, 백합화분, 외떡잎 옥수수 뿌리, 사람혈액

생물기본 영구프레파라트 세트

ES1035

￦66,000

짚신벌레-접합, 피부, 신장, 히드라-정소_난소, 석송속 포자낭,
지렁이, 신경세포, 해캄속 녹조류, 효모, 촌중-머리마디, 척수,
백합화분, 총충-편절, 고사리, 해바라기, 일집골, 암술머리, 심근,
가로무늬근, 호박, 백합난소

선형동물, 조류 영구프레파라트 세트

ES1036

￦72,000

아메바, 판도리아, 유공충, 볼복스-민물녹조류, 방사충, 유글레나,
노스특크-남조류, 클라도포라, 트리파노소마 클로렐라, 종벌레,
말라리아 원충, 식물성 필라멘트, 짚신벌레, 해캄속 녹조류-접합,
데스미드 녹조류, 규조류, 클라미도모나스, 짚신 벌레 분열

박테리아 영구프레파라트 세트

ES1037

￦36,000

간균, 구균, 나선균의 혼합 박테리아, 결핵균, 구균 그람 +, -, 간균,
비브리오, 리조비움, 대장균, 나선균, 고초균, 표피포도상구균,
바실루스 메가테륨, 연쇄상구균 락티스

구입방법
1. G2B
g2b.go.kr 에 접속
→ 우측 상단에서 종합쇼핑몰 이동
→ 검색창에서 ‘한국과학’ 또는 식별번호로 검색
2. S2B
s2b.kr 에 접속
→ 수요기관으로 로그인
→ S2B물품 번호로 검색
3. 홈페이지
www.koreasci.com 에 접속
4. 견적구매
아래 연락처로 견적 요청

전

화 02 - 929 - 1 1 1 0

팩

스 02 - 929 - 0966

홈페이지

www.koreasci.com

이 메 일 info@koreasc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