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OXIDANTS
A COMPREHENSIVE RANGE OF ANTIOXIDANT TESTING KITS

ANTIOXIDANTS
Glutathione Peroxidase | Glutathione Reductase | Superoxide Dismutase
Total Antioxidant Status | Albumin | Bilirubin | Ceruloplasmin | Ferritin
Transferrin | Total Iron Binding Capacity | U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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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NICHE PRODUCT
이 기호는 Randox
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동화 장비용
생화학분석 시약임을
의미합니다.

UF
UNIQUE FEATURE
이 기호는 Randox
제품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BENEFITS OF RANDOX REAGENTS
Randox는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를 제공하며 세계적으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다양한 진단 시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분석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규모의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ndox는 특수 단백질, 지질, TDM, DOA, 항산화제,
응고제, 당뇨병, 동물용 검사 시약 등 100가지 이상의 질병
마커를 포함하는 115 가지 진단 시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장비 별 파라미터와 여러 화학 분석장비에
최적화된 전용 시약 (Randox Easy Read과 Easy Fit)을
제공합니다.

비용 절감

일반 화학 검사 항목 확대

시약 안정성이 우수하여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높은 품질로 재검 빈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 단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테스트 수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용 장비나 ELISA 방법으로만 분석할 수
있었던 특수검사 항목들이 Randox 시약을 통해
임상화학 자동화 장비에서도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동화 검사실에서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Glutathione peroxidase,
glutathione reductase 등)

에러 감소와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부여

외주 검사 항목 감소

원재료 추적관리와 국제 표준 공정 등 검증된
엄격한 제조 과정을 거쳐 생산된 시약으로,
배치 간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시약 로트
간 편차를 줄임으로써 환자 결과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작은 규격의 제품과 우수한 시약 안정성 (대부분
장비에서 장착 후 28일간 안정)을 통해 시약
폐기에 대한 부담과 외주 검사 의뢰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

검사실 확장 없이 검사 항목 확대

Liquid ready-to-use reagent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는 시약)와 자동화 검사법 그리고
Easy Fit 옵션을 통해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약이 일반 생화학 분석기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다른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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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s
A Comprehensive Range of Antioxidant Testing Kits

What are antioxidants?
»» 항산화제는 다른 분자의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입니다.
»» 항산화제는 식품 내 비타민, 와인의 폴리페놀, 체내
효소와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질병은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이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 체내 산화로 인해 생성되는 자유라디칼 (Free
radical)은 중요한 세포 활동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성이 강합니다.
»» 항산화제는 자유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산화스트레스가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Why test antioxidants clinically?

• 류마티스 관절염
• 천식
•암
• 황반변성
• 염증성장질환
• 파킨슨 병과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 관절염
• 당뇨병
• 죽상동맥경화증
• 만성 피로 증후군

항산화제 검사는 과도한 다이어트로 충분한
항산화제를 섭취하지 않거나, 흡연, 과도한 운동,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로 인해 더 많은 자유라디칼이
축적되는 생활습관을 가진 환자 검사 시 매우
유용합니다.

항산화제는 노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제 검사는 환자의 수치가 권장 범위 내에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For ordering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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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ntioxidants
Tests

Glutathione
Peroxidase

NP

Glutathione Peroxidase(글루타티온 과산화효소)
는 산화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효소군입니다.
이들은 항산화 물질을 모아 체내에 생성된 자유라디칼을
제거합니다.
Glutathione Peroxidase는 Selenium과 연관되어
있어 이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Selenium 농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Selenium은 매우 중요한 미량 무기물로,
면역체계 및 갑상선의 기능과 활동이 원활하도록 돕는
항산화 물질 입니다.

Applications
Clinical
• Selenium이 부족하면 습관성 유산, 근육 변성, 남성
불임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 Selenium은 암, 관절염, 심혈관 기능장애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 Selenium 과다는 독성 효과가 있으므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elenium 측정을 통해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Research
• 신약의 치료 효과 및 항산화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Glutathione Peroxidase와 여러 질병의 연관성을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orts
• Selenium 결핍 위험이 있는 스포츠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Randox Glutathione Peroxidase
• Enzymatic method – 정확하고 높은 민감도로
Glutathione Peroxidase 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Excellent Sensitivity - 75 U/l의 낮은 Glutathione
Peroxidase 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 Applications available - 다양한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 Glutathione peroxidase (Randox Ransel) control
과 calibrator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ntioxidant Tests

Page 3

For ordering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0

Glutathione
Reductase

NP

Glutathione Reductase (GR)는 적혈구에서 발견되는
효소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효소는 체내에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모든 세포의 자유
라디칼과 반응하는 매우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Applications
Clinical
• Glutathione reductase 결핍증 검사 – 희귀한 유전병.
이 결핍증의 임상 양상은 G-6-PDH 결핍증과 매우
유사합니다.

Glutathione Reductase는 세포 내에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 Reduced Glutathione
– Oxidased Glutathione

Research

Glutathione Reductase는 G-6-PDH와 함께 적혈구
내의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는 oxidized glutathione을 감소시키고 항산화제로
작용하도록 만듭니다.

Sports

• Glutathione peroxidase와 여러 질병 상태의 연관성을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양상태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리보플라빈
상태)
Randox Glutathione Reductase
• 기존 검사법 대비 높은 상관 계수 (r) = 0.988을
보입니다.
• 직선성(linearity)은 387 U/L까지 보여지며 샘플 희석이
필요없습니다
• 재조성된 시약은 2 - 8°C 보관시 2일간 안정
• Applications available - 다양한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For ordering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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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oxide
Dismutase

NP

Superoxide dismutase (과산화물 분해효소)는 체내의
주된 항산화제로 죽상동맥경화증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산화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pplications

Superoxide dismutase (과산화물분해효소)는
superoxide (초과산화물)를 산소와 과산화수소로
분해하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 Superoxide dismutase는 관절염, 화상, 염증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uperoxide dismutase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치료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uperoxide (초과산화물)은 체내에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자유 라디칼 중 하나이며, superoxide dismutase가 이를
제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uperoxide dismutase는 lipid peroxidation (지질과산화
; 자유 라디칼이 세포막의 지질에서 전자를 내보내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대부분의
호기성 세포는 superoxide dismutase (과산화물 분해효소)
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SOD는 과산화수소의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glutathione peroxidase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아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Ferritin은 혈장에 유리된 상태의 철분 분자를 없애고
Ferritin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도록 하는 중요한 자유
라디칼 중화반응에 관여합니다. 혈액 내 철분 이온은
과산화수소와 반응하여 위험한 hydoxyl(히드록실기)
물질을 생성합니다.

Clinical
• Superoxide dismutase 결핍은 가족성 우성유전병인
루게릭병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과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Research
• 신약의 치료 효과 및 항산화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uperoxide dismutase와 여러 질병의 연관성을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orts
• Superoxide dismutase는 체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자유 라디칼 중 하나로, superoxide dismutase 검사로
자유라디칼 손상에 미치는 스포츠의 효과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Randox Superoxide Dismutase
• 동결건조 형태 – 높은 안정성
• Standard가 Kit에 포함되어 있음 – 주문 절차 간소화
• 다양한 분석 용도 - 임상화학, 동물검사, 스포츠, 화장품,
의약품 등
• Applications available - 다양한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 Colorimetric method – 비색법
• Superoxide dismutase (Randox Ransod) control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uperoxide dismutase는 독성 과산화 라디칼의
제거제로서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어
기작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Antioxidan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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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Antioxidant
Status (TAS)
NP

TAS는 비정량 방식으로 항산화제를 측정합니다. 체내
항산화 물질의 총 수치를 통해 한 번의 측정으로 항산화
물질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성물을
개별로 측정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총 항산화 물질 측정은 모든 항산화물 양의 누적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TAS는 황산화제와 식사 중 섭취된 항산화제로 확인되지
않은 요인 또는 성분의 반응을 통해 측정됩니다.

Applications
Clinical
• 검체 내 비-효소 항산화제 측정은 활성 산소 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과 산화적 손상에
대응하고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에 관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TAS는 암, 심장병,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및 망막
병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TAS 측정은 TAS 수치를 지표로 하는 치료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search
• TAS 와 여러 질병 상태와의 연관성을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orts
• 운동이 TAS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ndox TAS
• 자동화 장비에 적용 가능 – 다른 TAS 분석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ELISA 방식입니다. Randox TAS 분석
시약은 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 Standard가 Kit에 포함되어 있음 – 주문 프로세스
간소화
• 광범위한 측정 범위 - 0.21-2.94 mmol/l
• Applications available - 다양한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 Colorimetric method – 비색법
• Randox Total antioxidant status (TAS) control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For ordering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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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PRODUCTS BY RANDOX

Albumin
Albumin 은 혈청 내 총 단백질 중 55-65%를 차지하는
단백질 입니다. Albumin의 주요 생물학적 기능은 혈청 및
혈장에서 수분 평형을 유지하고 지방산, 칼슘, 빌리루빈
등 다양한 리간드와 타이록신과 같은 호르몬을 수송 및
저장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lbumin
은 glutathione이 감소하였을 때 혈청 내 peroxidase
로 작용하여 항산화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낮은
Albumin 수치 (Hypoalbuminaemia)는 간, 신장, 장,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Randox Albumin
•
•
•
•
•

BCG method
Liquid ready-to-use 형태 – 사용하기 쉽고 편리함
15 - 25℃ 보관 시 3개월간 안정
측정 가능 범위1.58-87.2 g/l
다양한 종류의 분석기에 적용 가능 - 각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 제공

• 범용 Control 과 Calibrator 이용가능

Bilirubin
Bilirubin은 비장, 간, 골수에서 헤모글로빈이 분해되어
생성됩니다. 이것은 글루쿠론산과 결합되어 있거나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혈청이나
조직에서 Bilirubin 농도가 증가하면 황달이 발생하며,
간에서 독성 및 전염성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결합 및 직접 빌리루빈은 담즙이 적절하게
배출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담낭 및 담관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비결합 빌리루빈은 너무
많은 헤모글로빈이 파괴되었거나 간이 헤모글로빈을
활발히 치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빌리루빈은 포촉형 항산화제로 인체에 유해한 퍼옥
라디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

Antioxidan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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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x Bilirubin
• Vanadate Oxidation 법 - diazo-based 법과 달리
비결합 빌리루빈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음
• Modified Jendrassik 법 사용 가능
• 헤모글로빈 및 지질에 의한 간섭을 적게 받음
• Liquid ready-to-use 형태 – 사용하기 쉽고 편리함
•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 없음 – 타 브랜드 시약의 경우
Bilirubin 분석을 위해 두 가지 구성 성분을 혼합해야
하지만 Randox Vanadate Oxidation 법 시약은 이
과정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다양한 종류의 분석기에 적용 가능 - 각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 제공
• 2- 8℃ 보관시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안정
• 범용 Control 과 Calibrator 이용가능

UF

For ordering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0

Ceruloplasmin
Ceruloplasmin은 주로 간에서 합성된 alpha-2-globulin
입니다. 위장관(GI)에서 흡수되어 구리와 결합하며 전체
구리의 90% 이상을 신체 여러 조직으로 운반합니다.
Ceruloplasmin은 페록시다아제 활성, 아민옥시다아제 활성
및 항상성과 관련된 슈퍼옥시다아제 활성을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Randox Ceruloplasmin
•
•
•
•

Immunoturbidimetric method
Liquid ready-to-use 형태 – 사용하기 쉽고 편리함
2- 8℃ 보관시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안정
다양한 종류의 분석기에 적용 가능 - 각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 제공
• 측정 가능 범위6.29-73.8 mg/dl

Ferritin
Ferritin은 단백각(protein shel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산염 착물 복합체(ferric hydroxide – phosphate
complex)로 그 중심에 많은 양의 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합체는 H형과 L형으로 구분됩니다. L형 ferritin
은 간, 비장 및 골수에 존재하며 주로 철분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데 관여합니다. H형 ferritin은 태반, 종양조직 및
심근에서 발견됩니다. Ferritin은 철분을 격리 보관하여 세포
내 자유라디칼 생성을 방지함으로써 인체의 항산화 방어에
기여합니다.

Randox Ferritin
•
•
•
•

Latex Enhanced Immunoturbidimetric method
Liquid ready-to-use 형태 – 사용하기 쉽고 편리함
2- 8℃ 보관시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안정
다양한 종류의 분석기에 적용 가능 - 각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 제공
• 측정 가능 범위5.78–434 ng/ml

Transferrin
혈장 내 Transferrin의 농도는 이용 가능한 철분 양에
따라 조절되는데, 혈장 내 철분이 적으면 증가합니다.
transferrin의 농도는 임신했을 때 증가하고, 빈혈, 철분
결핍, 염증, 악성 종양, 간 질환, 영양실조 및 단백질 손실과
같은 질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Ferritin과 마찬가지로
Transferrin도 예방적 산화방지제로, 철분과 결합하여
비활성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철분은 해로운 자유 라디칼 생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For ordering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0

Randox Transferrin
•
•
•
•

Immunoturbidimetric method
Liquid ready-to-use 형태 – 사용하기 쉽고 편리함
2- 8℃ 보관시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안정
다양한 종류의 분석기에 적용 가능 - 각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 제공
• 측정 가능 범위21–550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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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Iron Binding Capacity
(TIBC)
Total Iron Binding Capacity (TIBC)는 혈액 내 transferrin
에 결합할 수 있는 철의 양을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transferrin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철은 해로운 자유 라디칼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Randox TIBC
•
•
•
•

Colorimetric method
Liquid ready-to-use 형태 – 사용하기 쉽고 편리함
2- 8℃ 보관시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안정
다양한 종류의 분석기에 적용 가능 - 각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 제공
• 측정 가능 범위57.7-672 µg/dl

Uric Acid
Uric acid 측정은 신부전, 통풍, 백혈병, 건선과 같은
수많은 신장 및 대사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Uric acid는 혈장 내 산화 방지 능력의 절반에
기여할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은 HO와
HOCI 같은 자유 라디칼을 비활성화 시키는 역할을HO
(Hydroxyl radical)하는 HOCI (Hypochlorous acid)
항산화제 입니다.

Antioxidan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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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x Uric Acid
• Enzymatic Colorimetric method
• Liquid ready-to-use 형태 – 사용하기 쉽고 편리함
• 일부 kit에는 Standard가 Kit에 포함되어 있음 – 주문
프로세스 간소화
•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안정
• 다양한 종류의 분석기에 적용 가능 - 각 분석기에 대한
설정 정보 제공
• 측정 가능 범위20.8-1375 µmol/l

For ordering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0

ORDERING INFORMATION
Method

Size

Cat. No.

Glutathione Peroxidase (Ransel)

Description

Enzymatic

8 x 6.5ml

RS504

Glutathione Peroxidase (Ransel)

Enzymatic

8 x 10ml

RS505
GR2368

UV

R1 5 x 5ml, R2 5 x 3ml

Superoxide Dismutase (Ransod)

Colorimetric

5 x 20ml (S)

SD125

Total Antioxidant Status (TAS)

Colorimetric

5 x 10ml (S)

NX2332

Albumin

BCG

6 x 100ml (S) S

AB362

Albumin

BCG

9 x 51ml S

AB3800

Albumin

BCG

4 x 68ml S

AB8000

Albumin

BCG

4 x 20ml S

AB8301

Bilirubin (Direct)

Jendrassik

2 x 250ml S

BR2362

Bilirubin (Direct)

Jendrassik

R1 2 x 30ml, R2 8 x 4ml S

BR3807

Bilirubin (Direct)

Jendrassik

R1 4 x 16ml, R2 8 x 4ml S

BR8035
BR7939

Glutathione Reductase

Bilirubin (Direct)

Jendrassik

R1 6 x 50ml, R2 3 x 20ml

Bilirubin (Direct)

Vanadate Oxidation

R1 4 x 14ml, R2 4 x 6ml S

BR9765

Bilirubin (Direct)

Vanadate Oxidation

R1 4 x 20ml, R2 4 x 8ml S

BR4060

Bilirubin (Direct)

Vanadate Oxidation

R1 4 x 52.2ml, R2 4 x 20ml S

BR8133

Bilirubin (Direct)

Vanadate Oxidation

R1 4 x 20ml, R2 4 x 8ml S

BR8376

Bilirubin (Total)

Jendrassik

2 x 250ml S

BR2361

Bilirubin (Total)

Jendrassik

R1 2 x 50ml, R2 8 x 4ml S

BR3859

Bilirubin (Total)

Jendrassik

R1 1 x 100ml, R2 2 x 100ml S

BR243

Bilirubin (Total)

Jendrassik

R1 2 x 50ml, R2 8 x 4ml S

BR8036

Bilirubin (Total)

Vanadate Oxidation

R1 4 x 68ml, R2 4 x 25ml S

BR9766

Bilirubin (Total)

Vanadate Oxidation

R1 4 x 20ml, R2 4 x 8ml S

BR4061

Bilirubin (Total)

Vanadate Oxidation

R1 4 x 52.2ml, R2 4 x 20ml S

BR8132

Bilirubin (Total)

Vanadate Oxidation

R1 4 x 20ml, R2 4 x 8ml S

BR8377

Ceruloplasmin

Immunoturbidimetric

R1 2 x 13.4ml, R2 2 x 4.8ml S

CPL4017

Ferritin

LEI

R1 1 x 40ml, R2 1 x 20ml S

FN3452

Ferritin

LEI

R1 4 x 40ml, R2 4 x 20ml S

FN3453

Ferritin

LEI

R1 3 x 20ml, R2 3 x 11ml S

FN3888

Ferritin

LEI

R1 4 x 16.7ml, R2 4 x 10.1ml S

FN8037

Ferritin

LEI

R1 1 x 12.2 ml, R2 1 x 7.4 ml S

FN8346

Transferrin

Immunoturbidimetric

R1 6 x 20ml, R2 2 x 15ml S

TF7197

Transferrin

Immunoturbidimetric

R1 6 x 20ml, R2 3 x 14ml S

TF3831

Total Iron Binding Capacity

Colorimetric

R1 1 x 100ml, R2 2 x 10g S

TI1010

Total Iron Binding Capacity

Colorimetric

R1 4 x 9ml, R2 4 x 4ml S

TI4064

Total Iron Binding Capacity

Colorimetric

R1 4 x 8.7ml, R2 4 x 4.9ml S

TI8065

Total Iron Binding Capacity
Uric Acid

Colorimetric

R1 4 x 10ml, R2 4 x 5.1ml S

TI8375

Enzymatic Colorimetric

6 x 15ml (S)

UA230

Uric Acid

Enzymatic Colorimetric

10 x 50ml (S)

UA233

Uric Acid

Enzymatic Colorimetric

4 x 100ml (S) S

UA1613

Uric Acid

Enzymatic Colorimetric

R1 6 x 51ml, R2 4 x 20ml S

UA3824

Uric Acid

Enzymatic Colorimetric

9 x 51ml S

UA3870

Uric Acid

Enzymatic Colorimetric

R1 6 x 50ml, R2 4 x 18ml S

UA7972

Uric Acid

Enzymatic Colorimetric

R1 6 x 56ml, R2 6 x 20ml S

UA8069

Uric Acid

Enzymatic Colorimetric

R1 4 x 20ml, R2 4 x 7ml S

UA8333

KEY
S

(C)
(S)
LEI

Indicates liquid option
Indicates calibrator included in kit
Indicates standard included in kit, and is
for manual and semi-automated use only
Latex Enhanced Immunoturbidi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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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X : A GLOBAL DIAGNOSTIC SOLUTIONS PROVIDER
Randox는 30년 이상 전 세계에 혁신적인 진단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진단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제품을 검사실에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헬스케어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RX series of Clinical Analysers
RX series는 간편한 소프트웨어와 견고한 하드웨어가 결합된 분석 장비입니다.
품질과 안정성이 우수한 RX series는 가장 광범위한 임상 화학 검사 항목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검사와 특수검사
항목을 단일 플랫폼에 통합함으로써 비용 절감 역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높은 품질의 다양한 전용 시약을 통해 재검 및 오진으로 인한 비용을 절검하고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관리의 우수성을 보장합니다.
ACUSERA
Randox는 multi-analyte, 3자 정도 관리 물질을 제공하는 세계 최고 제조사입니다. 수천 개의 검사실이
시스템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결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Acusera는 390개 이상의 분석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Control 제품 수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비용, 시간, 저장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액체, 동결건조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검사실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요 제품은 Clinical
Chemistry, Immunoassay, Urine, Immunology/Protein, Cardiac Marker, Therapeutic
Drug 등을 포함합니다. Randox는 맞춤 제작형 Control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IQAS
RIQAS는 45,000개 이상의 검사실에서 참가합니다. RIQAS는 3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60개 이상의 분석물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국제 EQA 기관입니다. 임상 시험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도록 설계된 다중 분석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농도의 물질과 짧은
주기의 리포팅, 빠른 피드백 그리고 유익하고 보기 쉬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Biochip Array Technology
Biochip Array Technology (BAT)는 신속 정확하며 사용하기 쉽고 생체시료 내
다양한 분석물 스크리닝이 가능한 혁신적인 분석 기술입니다. BAT는 매우 민감한
chemiluminescent 검출 방법을 활용한 매우 명확한 검사로, 정량 결과를 보기 쉬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합니다. Randox BAT 검사는 성병, 심혈관 질환 (CVD), 가족성 고 콜레스테롤
혈증 (FH), 직장 결장암 및 호흡기 감염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진단, 예후 및 예측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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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ON ANY OF OUR PRODUCTS AND SERVICES:
란독스코리아(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904호 (평촌동)
031 478 3121

reagents@randox.com

randox.com

Head Quarters
Randox Laboratories Ltd, 55 Diamond Road, Crumlin, County Antrim, BT29 4QY, United Kingdom
+44 (0) 28 9442 2413
reagents@randox.com
randox.com

International Offices

AUSTRALIA

Randox (Australia) Pty Ltd.
Tel: +61 (0) 2 9615 4640

CZECH REPUBLIC

Randox Laboratories S.R.O.
Tel: +420 2 1115 1661

HONG KONG

Randox Laboratories Hong Kong Limited
Tel: +852 3595 0515

POLAND

Randox Laboratories Polska Sp. z o.o.
Tel: +48 22 862 1080

REPUBLIC OF IRELAND
Randox Teoranta
Tel: +353 7495 22600

SOUTH KOREA

Randox Korea
Tel: +82 (0) 31 478 3121

UAE

Randox Medical Equipments Trading LLC
Tel: +971 55 474 9075

For ordering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0

BRAZIL

Randox Brasil Ltda.
Tel: +55 11 5181-2024

FRANCE

Laboratoires Randox
Tel: +33 (0) 130 18 96 80

ITALY

Randox Laboratories Ltd.
Tel: +39 06 9896 8954

PORTUGAL

Irlandox Laboratorios Quimica Analitica Ltda
Tel: +351 22 589 8320

SLOVAKIA

Randox S.R.O.
Tel: +421 2 6381 3324

SPAIN

Laboratorios Randox S.L.
Tel: +34 93 475 09 64

USA

Randox Laboratories-US, Ltd.
Tel: +1 304 728 2890

For technical support contact:
technical.services@randox.com
Page 12

CHINA

Randox Laboratories Ltd.
Tel: +86 021 6288 6240

GERMANY

Randox Laboratories GmbH
Tel: +49 (0) 215 1937 0611

INDIA

Randox Laboratories India Pvt Ltd.
Tel: +91 806 751 5000

PUERTO RICO

Clinical Diagnostics of Puerto Rico, LLC
Tel: +1 787 701 7000

SOUTH AFRICA

Randox Laboratories SA (Pty) Ltd.
Tel: +27 (0) 11 312 3590

SWITZERLAND

Randox Laboratories Ltd. (Switzerland)
Tel: +41 41 810 48 89

VIETNAM

Randox Laboratories Ltd. Vietnam
Tel: +84 (0) 8 3911 0904

Antioxidant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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