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누구나손쉽게단일세포유전자발현과

메타분석데이터를가공할수있습니다. 

ROSALIND는 실험자를 위한 바이오인포메틱스 플랫폼입니다. Downstream 분석을 위하여 IT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전세계 사용자들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www.rosalind.bio에 방문하여 14일 무료체험을 시작해

보세요! 

⚫ 전문적인 BI 지식 없이도 직관적으로 데이터의 클러스터링과

샘플간 데이터 세트의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분석 소프트웨어 구입과 설치가 필요 없는 브라우저

기반의 분석 툴로 장소와 디바이스의 제약이 없습니다. (년간

구독 방식)

⚫ RNA-Seq, scRNA-Seq, Small RNA-Seq, NanoString

nCounter, ChIP-Seq, ATAC-Seq, 10X Genomics Cell 

Ranger의 데이터에 대한 유전자 발현, 염색체 접근성, 단백질

결합에 대한 멀티오믹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 기존 공개된 논문의 외부 데이터(NCBI BioSample) 입력으로

샘플간 메타분석이 가능합니다.

⚫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 데이터 공유 기능을 통해 연구자들간

케이스 스터디 및 연구 협업을 위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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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무료체험!

https://www.rosalind.bio/try-now?__hstc=89415940.27b756002af33d55133c6a3bcdc23bea.1621502764689.1633509208905.1634084819134.22&__hssc=89415940.1.1634084819134&__hsfp=1146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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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공유하고다른전문가그룹의도움을받으세요.

ROSALIND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강력한 협업 툴(collaboration tool)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전세계 연구자들 끼리 손쉽게 실시간 실험 결과 및 데이터 그리고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여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 및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ROSALIND COVID-19 연구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글로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COVID-19 연구 커뮤니티는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COVID-19 게놈 데이터 세트의

분석 및 해석을 위해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합니다.

⚫ 전세계 연구자들의 COVID-19 또는 SARS-CoV-2에

관한 연구내용을 Showcase에서 모아볼 수 있고

공개된 데이터를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매우 안전한 클라우드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커뮤니티

내에서 공개적으로 연구 수행이 가능합니다.

⚫ 현재 공개된 인간 및 마우스의 SARS-CoV-2, SARS1, 

MERS, 그리고 H1N1의 데이터와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하여 즉시 메타 분석이 가능합니다.

⚫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새로운 실험을

추가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공개 데이터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ROSALIND COVID-19 연구 커뮤니티:  전세계 연구자들의 연구 Showcase와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메타분석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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