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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WST solution과 Electron mediator solution을 9:1의 비율로 섞어서 준비합니다. Working solution은 냉장으로

1개월 보관 가능하지만 사용시 혼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 of working solution per one assay)

② Gram Positive, Fungi, low-response bacteria strain의 경우 electron mediator solution을 DMSO에 8배

희석한 후 WST solution과 희석한 electron mediator solution을 9:1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합니다.

제품의 구성 및 보관 조건

Components 1000 Assays Storage

WST Solution

Electron Mediator Solution
4℃ / 1년

※ 사용되는 WST-8은 reducing agents (DTT, β-ME, TCEP 등)와 반응하여 formazan을 생성합니다. 사용하는

시료의 background의 OD값이 0.5  이상이면 시료에서 reducing reagents를 제거하세요.

※ 미생물은 종과 대사활성도에 따라 민감도에 차이를 갖습니다. 실험 전 사용 미생물의 cell 수와 반응 시간을

최적화 후 진행하세요.

※ TSB, mTSB 등 Soy 계열의 배지 성분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Background Control 설정 후 실험을

진행하세요.

1. 준비한 일정수의 미생물 현탁액을 microplate 각 well에 접종합니다 (190 ul).

2. 10 ㎕ Working solution을 각 well에 분주합니다.

3. 배양기에서 microplate를 배양합니다 (미생물의 배양 온도).

- 미생물의 종과 수의 따라 반응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반응 후 microplate reader로 측정합니다 (450 nm).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항균 민감성테스트)

1. McFarland standards을 이용하여 10^7 CFU/㎖의 미생물을 준비합니다.

2. 다양한 농도의 항균물질을 Mueller-Hinton broth에 희석하여 준비합니다.

3. 준비한 항균물질을 microplate well에 180㎕씩 분주합니다.

4. 10^7 CFU/ml microbial cell suspension을 각 well에 10 ㎕ 접종합니다. (최종 세포밀도: 10^5 CFU)

5. 실험 온도에 맞는 배양기에서 6시간 배양합니다.

6. Working solution 10 ㎕를 각 well에 분주 후 2시간 배양합니다 (반응 시간을 미생물의 종과 대사활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합니다 (450 nm).

2. Microbial Cell Viability Assay

1. Preparation of Working Reagent

검사 필요 장비 및 소모품

- Microplate Reader (450 nm Filter)

- 96-well Plate (Clear, Flat Bottom)

- Incubator

- Micropipette (10, 200 ㎕) & Multi-channel Pipette (200 ㎕)

- 1.5 ㎖ Tube, Pipette Tips

General Protocol

100 Assays

1 ㎖ x 1

0.1 ㎖ x 1

2 ㎖ x 5

1 ㎖ x 1

개요
Quanti-Micro™ Microbial Viability Assay Kit는 Water Soluble Tetrazolium Salt인 WST-8([2-(2-mthoxy-4-nitro-

phenyl)-3-(4 nitrophenyl)-5-(2,4 disulfophenyl)-2H-tetrazolium, monosodium salt]) 이 미생물의 대사에서 

생성하는 NAD(P)H, electron mediator와 반응하여 수용성의 주황색 formazan(detection at 450 nm)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수용성 formazan은 살아있는 미생물의 수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Scheme of Quanti-Micro™ Microbial Viability Assay K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