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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search Lab Start-Up 

새로운 연구실을 시작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지만 IDT가 New Research Lab Start-Up 프로모션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로모션에 등록하시면 전문가와 협력하여 올바른 제품과 최고의 할인 혜택을 찾아 즉시 

실험실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혜택: 

 

New Lab Start-Up 프로모션으로 

1회 주문에서 최대 USD1000 절약 

디자인 및 주문 프로세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IDT Tool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연구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IDT의 제품에 대한 정보 얻기 

자격을 충족하려면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 연구실 신설 또는 설치 

• 최초 연구 보조금 수혜 

• 신규 위치로 실험실 이전 

자격을 충족하신 분은 IDT 제품들을 선택하시고, 1회 주문에서 4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가에서 최대 USD1000 

또는 home currency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 

> www.idtdna.com/new-lab-start-up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역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www.idtdna.com/
https://go.idtdna.com/WF-2022-01-APAC-NewLabStartup_LPFormProm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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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DNA 및 RNA 

다양한 연구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제작된 업계 최상의 올리고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십시오. 

 qPCR 및 PCR 

PrimeTime™, Affinity Plus™ 및 rhAmp™ technology 제품, 맞춤형 프로브 및 프라이머, 유전자 발현 및 유전형 분석 

요구사항에 맞는 마스터 믹스 및 시약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xGen™ DNA 및 RNA Library Prep Kit, xGen™ Hybridization capture 제품, xGen™ Amplicon Sequencing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퀀싱 요구사항을 충족하십시오. 

 크리스퍼(CRISPR) 유전자편집 

Alt-R™ CRISPR-Cas9 Guide RNA 및 Cas9 단백질, Alt-R™ CRISPR-Cas12a(Cpf1) Ultra 및 V3, Enhancers & Controls, 

CRISPR enzymes, Alt-R™ Genome Editing Detection Kit 등 다양한 Alt-R™ 제품으로 유전자 편집 효율을 향상시키고 

독성을 방지하십시오. 

 Functional genomics 

RNA interference (RNAi) 또는 antisense oligos 및 miRNA inhibitor를 포함한 짧은 올리고를 사용하여 loss-of-function 

연구의 연구 옵션을 확장하십시오. 

 Gene 및 gene fragments 

염기서열이 검증된 gBlocks™ Gene Fragments로 유전자 구조체를 생성하거나 이중 가닥 또는 단일 가닥 DNA 단편 및 

맞춤형 유전자를 포함한 클로닝된 제품을 편리하게 주문하십시오. 

 시약 및 키트 

Mutation identification, nuclease identification 및 제어를 위한 실험 워크플로를 완성하는 유전체학 시약은 물론, 

다양한 유전체 응용 분야를 위한 고품질 버퍼 및 용액입니다. 

 

This promotion is available only to qualifying participants who in the last 12 months have either: 1) started a new lab, or 2) recently moved to a new lab, or 3) recently received a new research 
grant. This promotional opportunity is only available to qualifying participants located APAC region. This is a one-time promotion, available for 6 month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to 
receive 40% off a single order up to a total value not to exceed USD1000 list price or equivalent in your home currency on qualifying purchases. See qualifying purchases at www.idtdna.com. 
Promo codes cannot be used toward the purchase of an OligoCard payment card. Valid for direct sales only. Offer excludes GMP, OEM, Integrations, SARS-CoV-2 reagents assays and 
template - free oligos. Please check with your sales rep for additional exclusions. Standard shipping and taxation charges may apply to discounted and free promotional items.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discounts, promotions, or special offers. Offer void where prohibited, licensed, or restricted by federal, state, provincial, or local laws or regulation or  agency/institutional 
policy. Other restrictions may apply. 

For research use only. Not for use in diagnostic procedures. Unless otherwise agreed to in writing, IDT does not intend these products to be 
used in clinical applications and does not warrant their fitness or suitability for any clinical diagnostic use. Purchaser is solely responsible for all 
decisions regarding the use of these products and any associated regulatory or legal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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