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V Ab 3.0, CDV Ab 3.0_개 파보, 디스템퍼 항체 진단 키트 3.0
제품 소개

효능/효과 : 개 파보, 디스템퍼 항체 검출
사용검체 : 혈청, 혈장, 전혈

제품구성 :
··   BIONOTE Rapid CPV, CDV 항체 검사 Device
··   인벌티드컵(Inverted cup (5㎕))
··   검체쉬트
··   점적용 드롭퍼
··   항응고제 처리 튜브
··   검체 희석액이 든 검체 채취 튜브
··   색도표
특징 :
··   신속, 정확한 항체가 체크
··   검체 준비 후 one step

검사 방법

1. 혈액 채취 후 첨부된 검체쉬트에
검체를 떨어뜨린다.

3. 검체 희석액이 든 튜브에 채취한 5㎕를
잘 섞어준다.

2. 검체쉬트에 떨어뜨린 검체를 인벌티드컵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인벌티드컵의 컵부분에 검체를 살며시 묻혀 방울지게 한다.)

10~20분

4방울
CPV Ab

C

4. 희석액과 혈액이 잘 섞이도록 가볍게
흔들어 준다.

제품 정보

제품번호
RB2153DD
RB2154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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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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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 된 드롭퍼를 이용하여 점적홀에 4방울 떨어뜨린다.

제품명
CPV Ab 3.0
CDV Ab 3.0

제품유형
Device
Device

포장단위
10 Tests/Kit
10 Tests/Kit

개 파보, 디스템퍼 항체 3.0

BIONOTE Rapid CPV Ab 3.0, CDV Ab 3.0 제품은 chromatographic immunoassays 원리를 이용하여
혈청, 혈장, 전혈 등을 검체로 사용하여 개 디스템퍼 바이러스와 개 파보 바이러스의 IgG 항체를 신속, 편리
하게 semi-quantitative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항체가 측정 적용 가이드

1. 모체이행항체를 고려한 정확한 백신 접종 시기 판정
2. 면역 상태 확인 후 백신 스케쥴 수립 및 조정
3. 반려동물 호텔 입식 전 전염병 감염 위험의 감소

4. CPV, CDV의 혈청학적 보조진단 및 치료 후 예후 판정

색도표 사용방법과 검사결과 판독

1. 검사결과와�색도표를�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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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line 발색�정도와�색도표와�비교하여
동등�색도에 Control 3으로�고정합니다.

Titer

3. 색도표 C line의�기준을�맞춘�상태에서 T line의�발색
정도를�색도표와�비교하여�동등�색도를�읽어�줍니다.

Color scale level and immune status

CPV - HI 역가 기준 1:40 이하
CDV - VN 역가 기준 1:4 이하

검사선 (T) 밴드의 발색 정도가 대조선 (C)보다 약할 경우
(Color Scale 1~2) 항체 역가가 낮거나 없습니다.

CPV - HI 역가 기준 1:80
CDV - VN 역가 기준 1:8

검사선 (T) 밴드의 발색 정도가 대조선 (C)과 동등한 경우
(Color Scale 3) 항체 역가는 중등도 입니다.

CPV - HI 역가 기준 1:160 이상
CDV - VN 역가 기준 1:16 이상

검사선 (T) 밴드의 발색 정도가 대조선 (C)보다 강할 경우
(Color Scale 4~6) 항체 역가는 높은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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