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Standard의 스마트한
디지털 샘플 처리 장비

QIAcube Connect
Headline
Futura Book
®

태블릿 탑재. 바코드 리더 기능. 하나의 태블릿으로 여러 대의 QIAcube Connect
연결 운영까지 탁월하게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샘플 처리 장비

Sample to Insight

150개 이상의 내장된 프로토콜과 향상된 디지털 기능으로
편리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The QIAcube Connect work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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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fuge for up to 12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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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p/enzyme racks for easy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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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ube holder/sh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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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le racks for re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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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c arm with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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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light for decontamination

자동화
과정
The Auto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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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kit bar code and
Data를 가져오기 위해
sample IDs to import data

키트 바코드와 샘플 ID 스캔

Use enhanced software for guided setup
향상된소프트웨어를 사용한
Enjoy fully automated sample processing

전 자동화 샘플처리

Stay connected
장비 구동 중
throughout the run

태블릿과 연결 유지

QIAcube Connect는 DNA, RNA, Protein 샘플 처리의 세계적 표준인
QIAGEN spin column방식으로 lysis, bind, wash, elute 단계를 전 자동
화하였습니다. 80개 이상의 QIAGEN 키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150개
이상의 내장된 프로토콜과 사용자 맞춤형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QIAcube Connect를 사용하면 높은 안전기준, 오염 방지를 위해 내장된
UV light, 향상된 디지털 기능, 샘플 추적, 샘플 처리 결과 및 효율 향상
을 위한 구동 전 검사 기능의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반복적인 매뉴얼 방식의 샘플 처리 과정을 없애며, 표준화
및 자동화의 이점을 보장해 드립니다.

태블릿으로 QIAcube Connect를 손쉽게 운영하고
QIAcube Connect를 여러 대까지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프로토콜에
대하여 운영 설정

Data를 가져오기 위해
키트 바코드와
샘플 ID 스캔

QIAcube Connect는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완
전히 연결되어 새로운 차원의 유용성을 제공합니다.
반응시간을 단축시키고 장비와 떨어져 있어도 진행 상
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장비 screen 또는 원격으로
tablet을 통해 QIAcube Connect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base를 통해 여러 대의 장비를 연
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완료 및 에러 푸시
알람으로 실시간 구동
상황 안내

운영 완료 후
리포트 생성

설명과 지침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 설정 과정이 간단하
며, 실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에러를
감소시키고 샘플 추적 및 사용자 접근 관리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QIAcube Connect는 다양한 샘플 시료의
핵산 추출 과정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www.qiagen.com/QIAcubeConnect-demo 의 온라인 데모를 통해 확인하세요.

QIAcube Connect 로 까다로운 샘플도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샘플
수집

샘플
파쇄

핵산정제

분석

QIAcube 는 80개 이상의 QIAGEN 키트와 3000개 이상의 프로토콜을 자동화하여, 더 까다로운 샘플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www.qiagen.com/QIAcubeconnect 에서 차세대 샘플 과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문정보
제품
QIAcube Connect Device

내용
장비, connectivity package*, 부품 및 공임 1년 보증

카탈로그 번호
9002864

QIAcube Connect Device PRV-1 장비, connectivity package*, 부품 및 공임 1년 보증, 1년간 1회 방
문 점검 서비스

9002872

QIAcube Connect System PRV-1 장비, connectivity package*, 설치, 교육, 부품 및 공임 1년 보증, 1
년간 1회 방문 점검 서비스

9002871

QIAcube Connect System FUL-2

장비, connectivity package*, 설치, 교육, 부품 및 공임 2년 보증,
2년간 2회 방문 점검 서비스

9002873

QIAcube Connect System FUL-3

장비, connectivity package*, 설치, 교육, 부품 및 공임 3년 보증, 3
년간 2회 방문 점검 서비스 및 영업일 2일 이내 최우선 응답 서비
스

9002870

Starter Pack, QIAcube

포함내용: reagent bottle racks (3); rack labeling strips (8); 200 µl
filter-tips (1024); 1000 µl filter-tips (2048); 30 ml reagent bottles
(18); rotor adapters (240); rotor adapter holder; 1.5 ml elution
tubes (240)

990395

*태
 블릿과 로컬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된 connectivity package는 국가별로 다르게 제공됩니다.
각 국가에 해당하는 connectivity package는 퀴아젠 영업직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or up-to-date licensing information and product-specific disclaimers, see the respective QIAGEN kit handbook or user
manual. QIAGEN kit handbooks and user manuals are available at www.qiagen.com or can be requested from QIAGEN
Technical Services or your local distributor.
Trademarks: QIAGEN®, Sample to Insight®, QIAcube® (QIAGE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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