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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NT 4200 TAPESTATION 시스템

성공의 시작은 철저한 시료 품질 관리

Agilent 4200 TapeStation 시스템은 자동화 시료 처리 기능과 확장 가능한 시료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ScreenTape 기술이 내장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다양한 DNA 및 
RNA 길이 분석(sizing)의 온전한 시료 품질 관리(QC)를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솔루션입니다. 
시스템은 검출 감도가 높고 교차오염이 없어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더 한층 개선되며 따라서 
후속 작업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시료 QC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

•	설치가 간편한 Agilent 4200 TapeStation 기기

•	 Agilent 4200 TapeStation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된 노트북

•	모든 QC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액세서리와 소모품

•	  빠른 시작 안내서와 사용자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 정보 패키지(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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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함
하나의 시료당 1-2분 이내에,  
96개 시료는 90분 이내에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

자동화
완전 자동 시료 처리 기능으로 
무인 작업 가능

확장성
1 ~ 96의 시료 개수와 상관없이  
시료(sample)당 고정 비용으로  
각각의 시료 분석 가능

유연성
바로 사용 가능한 ScreenTape 소모품을 
통해 신속한 분석 간 전환 실현

작은 설치 면적
완벽한 시료 QC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형의 시스템으로 소중한 실험실 
공간 절약

시료 성능 보호 
Microtiter plate를 포일로 덮어 시료  
증발 방지

낮은 시료 사용량
1–2µL의 시료량이면 한 번의 
실행 수행 가능

뛰어난 재현성

수동 작업을 최소화하여 
재현성이 뛰어난  

결과 확보



4

AGILENT 4200 TAPESTATION 시스템

완벽한 SCREENTAPE 포트폴리오

신용카드 크기의 바로 사용 가능한 1회용 ScreenTape 장치에는 DNA 및 RNA 시료 분리에 
사용되는 레인(lane)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ScreenTape에는 16개 레인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시료는 별도의 레인에서 분석되므로 교차오염의 위험이 없습니다. ScreenTape 장치의 
레인을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 후속 분석에 이용할 수 있어 시료당 분석 비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 
자동화 Assay 검출 ScreenTape 세부정보

후면도

버퍼 챔버
바로 사용 가능

전극
개별 시료 분리

분리 매트릭스
바로 사용 가능한 분리 매트릭스

넓은 길이 분석 범위

D5000: 100 – 5000bp

Genomic DNA: 200 – 60,000bp

RNA: 100 – 6000nt

D1000: 35 – 1000bp

•	바로 사용 가능한 ScreenTape 장치

•		교차 오염 없음

•	 	ScreenTape	장치의 레인을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에  
추후 사용 가능

•	일정한 시료 분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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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분석 감도 범위

용도와 감도 요건에 따라 DNA 또는 RNA 분석에 필요한  
ScreenTape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RNA
시료 1µL 
25 – 500ng/µL

길이 분석 범위:  
100 – 6000nt

D1000
시료 1µL 
0.1 – 50ng/µL

길이 분석 범위:   
35 – 1000bp

D5000
시료 1µL 
0.1 – 50ng/µL

길이 분석 범위: 
100 – 5000bp

Genomic DNA
시료 1µL 
10 – 100ng/µL

길이 분석 범위:  
200 – 60,000bp

고감도  
RNA
시료 2µL 
500 – 10,000pg/µL

길이 분석 범위: 
100 – 6000nt

고감도  
D1000
시료 2µL 
10 – 1000pg/µL

길이 분석 범위: 
35 – 1000bp

고감도 
D5000
시료 2µL 
10 – 1,000pg/µL

길이 분석 범위:  
100 – 5000bp

RNA Integrity Number 
equivalent(RINe)

RNA Integrity Number 
equivalent(RINe)

DNA Integrity 
Number(DIN)

LOD  
100pg/µL

LOD  
5ng/µL

LOD  
0.1ng/µL

LOD  
0.1ng/µL

LOD  
5pg/µL

LOD  
5pg/µL

LOD  
5pg/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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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ScreenTape assay 선택 및 시료 전처리

자동화 시료 QC
업계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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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4200 TapeStation 기기에  
시료와 ScreenTape 장치 장착

3단계
시작을 누르고 4200 TapeStation 
소프트웨어에서 결과 검토

자동화 시료 QC 신속함 및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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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간소화된 데이터 분석 및 보고 기능 
4200 TapeStation 소프트웨어는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서 기기 제어는 물론 데이터 분석과 
보고 기능도 간소화되었습니다.

4200 TapeStation Controller 소프트웨어

TapeStation 분석 소프트웨어

필수 소모품
소프트웨어가 분석 대상 시료의 수에 
따라 필요한 소모품을 표시

자동 에세이 선택
바코드를 통해 Assay 종류와 이용 가능한 
ScreenTape 레인 수 식별

시료명(Sample Name) 
불러오기/내보내기
시료명(Sample Name) 배정을 위한 CSV 
파일 불러오기/내보내기

직관적인 시료 선택
시료 위치와 무관하게 시료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

시스템 상태와 현황
작업 표시줄에 상태, 경고 및 오류가 
표시됨

분석 기능
문맥 인식 리본을 통한 기능 탐색

오류 보고
분석상의 문제가 있으면  
gel image나 시료 테이블에 표시됨

탐색 창
실험 유형과 개별 레인 탐색 가능,  
Plate Selector에서 임의의 순서로  
레인 선택 가능

결과 표시
사용자 정의 방식으로 gel image, 
electropherogram 데이터 테이블 표시

현황정보
경고와 오류가 결과 테이블의 
현황정보 컬럼에 표시됨 

결과를 electropherogram, 익숙한 gel image나 도표 형식으로 
표시해 시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용도에 따라 자동으로 크기, 시료량, RNA 또는 DNA Integrity 
Number(RINe, DIN)를 결정하므로 시간이 절약되고 오류가 
줄어듭니다. 보고서 작성이 간단하며 PDF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Word 또는 Excel로 내보내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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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서비스 및 지원

진단 도구를 통한 가동 시간 극대화

첨단 시스템 진단 기능으로 최고의 생산성을 달성하고 총 소유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전용 TapeStation TestTape 장치와 Agilent 
Lab Advisor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기기 자체 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gilent Lab Advisor 소프트웨어는 기기의 기능 테스트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도구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Agilent Lab Advisor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기 자체 진단을 실행하는 
TapeStation TestTape

든든한 기기 및 응용 지원

애질런트는 기기와 소프트웨어 및 응용 선택의 숙지를 
돕고자 고객 여러분께 응용 관련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장에서 제공되며 실제 
시료의 분석을 통해 기기의 신속한 분석 성능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실의 특정 서비스 수요에 
맞는 추가 서비스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 부품에 1년 공장 무상수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기는 프리미엄 수리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프리미엄 보증 서비스는 1년, 2년 또는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 연장 시 연간 시스템 예방 유지보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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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DNA 응용 분석

Agilent DNA ScreenTape assay는 Genomic DNA QC(DIN: DNA Integrity Number), Genomic DNA 
전단(shearing), 라이브러리 증폭, 증폭된 라이브러리의 포스트캡처 등 차세대 시퀀싱(NGS) 
워크플로의 여러 품질 관리 지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유전형질 분석, multiplex PCR 
조각 분석, 정량적 PCR 산물의 품질관리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위 그림은 각각 Genomic DNA ScreenTape Assay로 분석한 다양한 degradation 
단계의 Genomic DNA smears(A), D5000 ScreenTape Assay로 분석한 long range 
PCR 조각(B), D1000 ScreenTape Assay로 분석한 프리캡처 라이브러리 준비(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enomic DNA ScreenTape Assay D5000 ScreenTape Assay D1000 ScreenTape Assay

인간 Genomic DNA Long-range PCR 증폭 프리캡처 라이브러리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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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RNA 응용 분석

Agilent RNA ScreenTape Assay는 진핵생물 또는 원핵생물에서 추출한 Total RNA 시료의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에 사용됩니다. RNA Integrity Number equivalent(RINe)는 Total RNA
에 객관적인 Integrity score를 부여하며 ladder 옵션은 길이 분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위 그림은 최초 Total RNA와 Stand Specific 
RNA 라이브러리 준비 워크플로(A)를 
통해 생성된 최종 cDNA 라이브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NA ScreenTape 
Assay(B)와 D1000 ScreenTape Assay(C)를 
이용해 시료의 degradation 정도와 양을 
분석하였습니다.

Total RNA 추출

poly(A) RNA 정제

조각화(Fragmentation)

1st Strand cDNA 합성

2nd Strand cDNA 합성

아데닐화와 adaptor ligation

PCR 증폭

HEK293 Cell Pellet

Total RNA

Poly(A) RNA

RNA 조각

단일 가닥 cDNA

이중 가닥 cDNA

Adaptor-ligated cDNA 라이브러리

증폭된 라이브러리

시퀀싱

A

QC: RNA degradation 정도

QC: 길이 분석(175 – 600 bp)

RNA ScreenTape Assay

D1000 ScreenTape Assay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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