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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기본 제원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일 것
(The specifications should be equivalent or better than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Ⅰ. 용도
1. 본 장비는 다기능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딩 시스템으로, 흡광, 형광, 발광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본 장비는 연구시험용 장비로써 단백질 및 핵산 정량, ELISA, luciferase assay 뿐만 아니라, cell
based assay 등 다양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Ⅱ. 장비의 구성
1. 다기능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주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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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의 성능
1. 일반 사양
가. 측정모드 : 흡광, 형광, 발광 또는 동등이상
나. 측정방법 : 종말점, 카이네틱스, 스펙트럴 스캐닝, 웰 분할 스캐닝 또는 동등이상
다. 측정 플레이트 포맷 : 6-, 12-, 24-, 48-, 96-, 384-well plates 이상
라. 온도조절 : ~ 66 ℃ 이상
마. 온도 정확도 : ± 1 ℃ (at 37 ℃) 이하
바. 교반 : linear, orbital, double-orbital
사.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 포함
- 장치 컨트롤, 데이터 수집 및 디스플레이, Plate mapping, 다양한 계산식 이용, 데이터 처리
및 그래프 도식화 등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가능
아. NFC Tag 기능 : 포함 (프로토콜 개인화)
자. 타 자동화 장비 호환 기능 : 포함
2. 흡광 광학 사양
가. 광원 : 제논플레쉬 램프 또는 동등이상
나. 검출기 : 포토다이오드 또는 동등이상
다. 파장 선택 : 모노크로메이터 (1 nm 단위 조절 가능) 또는 동등이상

라. 파장 범위 : 230 ~ 1000 nm 이상
마. 파장 대역 : 4 nm 이하
바. 파장 정확도 : ± 2 nm 이하
사. 재현성 : ± 1 nm 이하
아. 측정 범위 : 0 ~ 4.0 OD 이상
자. 측정해상력 : 0.001 OD 이하
차. 측정범위 정확성 : < ± 0.001 OD and ± 1 %, 0 ~ 3.0 OD 이하
카. 측정범위 정밀성 : < ± 0.003 OD and ± 1 %, 0 ~ 3.0 OD 이하
타. Pathlength Correction 기능 : 포함
3. 형광 광학 사양
가. 광원 : 제논플레쉬 램프 또는 동등이상
나. 검출기 : PMT 또는 동등이상
다. 파장 범위 : 250 ~ 850 nm 이상
라. 측정 범위 : 6 decades 이상
마. 감도(Top Read)
1) 1.0 pM/well (96-well plat, 모노크로메이터) 이하
2) 1.0 pM/well (384-well plate, 모노크로메이터) 이하
4. 발광 광학 사양
가. 검출기 : PMT 또는 동등이상
나. 파장 범위 : 250 ~ 850 nm 이상
다. 측정 범위 : 6 decades 이상
라. 감도
1) 2.0 pM/well (96-well plate, ATP) 이하
2) 4.0 pM/well (384-well plate, ATP) 이하
Ⅳ. 비 고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해당 공고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시운전, 교육은 제조사에서 인증받은자에 의해 기기 설치 장소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3. 정상 작동 후, 1년간 무상 보증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