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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Neuroscience Newsletter 소식
▶

Bio-Techne에서 Neuroscience 2017 참석자에게 지원하는 여행 경비 $1,000을 신청하세요.

▶

Microglia 에 대한 최근 연구 소식을 만나보세요

▶ 더욱 간편해진 Luminex Assays design tool을 R&D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Sign up here for other news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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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e에서 Neuroscience 2017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Bio-Techne은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는 제47회
Neuroscience Annual Meeting에 참석하는 학술 기관 또는 비
영리 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들에게 각각 $1,000 여행 보조
금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io-Techne은 당신의 연구에 적합한 Immunoassay를
제공합니다!
질적인 혹은 양적인 결과 어떤 것을 필요로 하든, 샘플의 양과
상관없이, 단일 혹은 다중 분석 어떤 방법이든, 연구자가 원하
는 그 어떤 조건에도 부합하는 Immunoassay platform을
Bio-Techne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io-Techne의 다양한
Immunoassay workflow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외상성 뇌 손상(TBI, Traumatic brain injury) 후
Microglia Recruitment에 필요한 IL-33 Signaling
최근 Journal of Neurotrauma에 기고된 논문에서 IL-33이
chemokine 생산을 변화시킴으로써 TBI 후 Microglia
Recruitment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R & D
Systems® Luminex® 및 Proteome Profiler ™ Assays를 사
용했습니다

R&D Systems 홈페이지에서 Luminex® Assays 정보
를 확인하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Customized Luminex® multianalyte assays선택을 위
한 website tool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tool은 중요한 모든

선택 사항에 관해 안내해주므로 연구자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분석법을 쉽게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iPSCs에서 유래된 Microglia-Like Cells는 P2Y12
Receptors를 발현합니다
Abud et al.의 논문에는 Human skin-derived iPSCs에서 유
래된 Microglia-like cells(iMGLs)의 생성에 대해 기술 되어 있
습니다. Tocris® P2Y12 길항제 PSB0739는 ADP로 유도
된 cell migration 및 calcium transients를 차단하며, 이
들 iMGLs에 의한 기능성 P2Y12 Receptors의 발현을 나타냅
니다.

Exosome Capture & Quantification Kits
Novus Biologicals는 sample 100 μL에서 exosomes을
capture하고 정량할 수 있는 immunoassays를 제공합니다.
이 ELISA 기반 kits는 serum, plasma, 및 urine 을 포함한 다
양한 sample type을 이용하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
다.Exosome Capture & Quantification Kits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세요.

Bio-Techne at Upcoming Meetings
2017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 (ISSCR)
Boston, USA, June 14-17, 2017
26th ISN-ESN Biennial Meeting
Paris, FRANCE, August 20-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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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 product suggestion? Let us know here!

웅비메디텍 Assay Service 홈페이지!! CLICK~CLICK!!
너무 바쁜데 분석 장비까지?!!! 웅비메디텍에 맡기고 실험스트레스에서 해방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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