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onics 홈페이지 메인  

온라인에서 시퀀싱을 주문하는 방법 : 
 

메인 페이지의 “sequencing주문”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페이지로 이동. 



* 4가지 종류의 주문서 ① Basic Sequencing : 가장 기본적인 sequencing 서비스로 DNA와 primer를 이용하여 염기서열을 분석 ② 미생물동정:  세균 혹은 진균의 gene일부를 PCR로 증폭하여 동정하는 서비스  ③ Full sequencing : 3kb 이상의 큰 size의 DNA를 분석하는 서비스 ④ Fragment Analysis : 형광 표지 된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된 PCR product를 fragment에 따라 분석 
 

* 각 주문서 별 주문서 작성방법 ① 직접입력 ② 엑셀 주문서 업로드 ③ one-click 

sequencing 주문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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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Click 주문 입력 방법 
 
1. One-Click주문 클릭! 
2. 열린 입력 창 의 “샘플이름”칸에정리해둔 반응정보를 복사해서 입력 

 (Ctrl+C / Ctrl+V) 
3. 적용 버튼을 클릭 후 추가 정보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눌러 주문을 실행. 

영업사원의 방문이 필요 없을 경우에만   
“NO”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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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QC가 낮더라도 별도의 연락 없이 즉시 진행하길 원하시면 “바로진행” 선택 



    주문 “직접” 입력 방법 
 
1. 샘플종류 선택. 
2. 샘플이름에 DNA 이름 입력 
3. DNA과 반응할 primer name(한 개만) 입력.  
    Universal primer의 경우 오른쪽의 화살표를 눌러 선택가능. (primer를 동봉하는 경우엔 프라이머 농도를 반드기 기재) 
    ***한 칸에 한 개의 primer만 기입가능. 2개 이상의 primer로 진행할 경우엔 두 번째 라인에 따로 입력.***  

4. 일반 sequencing이 아닌 difficult seq이거나  running만 진행하는 경우 서비스 종류를 변경. 
    ***부가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택.*** 

5.  주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다시 확인 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주문실행”을 눌러 주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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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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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동정 주문 입력 방법 (one click주문은 Basic과 동일.) 

 

1. 샘플이름 입력한다. (* 표기는 필수 값이니 반드시 입력요청.) 

2. Target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각 Target마다 적용되는 primer정보가 변경됨 

-Unknown 은 Organism을 알지 못할때 선택하는 항목으로 과금이 다름.  

3. 분석을 원하는 primer를 선택한다.   

4. 하단의 주문하기를 눌러 주문 미리 보기를 확인한 뒤 주문실행을 한다. 

4 



1 2 

   Full sequencing 주문 입력 방법 (one click주문은 Basic과 동일.) 
 
1. 샘플이름을 입력한다. . (* 표기는 필수 값이니 반드시 입력요청.) 
2. 처음 적용하여 반응할 primer정보를 입력한다. 
      -sequence를 알지 못하는 Plasmid의 경우 Antibiotics 정보를 입력. 
      -아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DNA의 경우 Full sequencing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다.  
3. 나머지 추가정보를 입력한다.(필수 값이 아니므로 잘 모를 경우 생략 가능.)   
4. 주문하기를 눌러 주문 미리 보기를 확인한 뒤 주문실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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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gment analysis 주문 입력 방법 (one click주문은 Basic과 동일.) 
 

1. 샘플이름을 입력한다. . (* 표기는 필수 값이니 반드시 입력요청.) 

2. 마커 구성정보를 선택 한다(1~4)  

3. 서비스 종류를 선택한다.(Fragment analysis / Only running.)   

4. Size marker를 포함여부를 선택한다. 

5. 다음단계를 눌러 주문 미리 보기를 확인한 뒤 주문실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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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ing 주문내역 메인 페이지 

처리상태에서 “분석완료”로 표기되면  
결과가 모두 업로드 되었다는 뜻이므로 

결과확인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 확인페이지로 넘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