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untess II Automated Cell Counters
빠르다 | 정확하다 | 편리하다

셀 카운팅을 넘어서다
Cell



정확한 세포 수를 10 초 안에 카운팅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연구 필요를 충족시킬수있도록 설계된 두 

가지의 고성능 자동 셀 카운터를 제공합니다. The Invitrogen™ 
Countess™ II 와 Countess™ II FL 자동 셀 카운터에는 세포를 

빠르고 정확하게 셀 수있는 고성능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자 간 결과의 변동이 적으며  재현성이 매우 

높습니다. 

“Countess II는 우리가 테스트 해본 다른 어떤 회사의 제품보다 뛰어났습니다.”

      —Michael DaCosta, The Jackson Laboratory

Feature Countess II counter Countess II FL counter

카운팅 모드 Brightfield Brightfield 
(Optional) 2개의 형광 추가 가능

슬라이드 Disposable slides Reusable and disposable slides

측정시간 10 초 이내

초점 오토포커스 (수동 조절 가능)

사용자 설정 최대 10 개의 사용자 설정, 저장 가능

사용자인터페이스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원할경우 마우스 사용가능)

두 장비의 장점을 소개합니다 

•  정확성— 오토포커스와 자동광량조절로 사용자 간 변동 

최소화

•  속도— 10 초 이내 결과 확인

•  편의성 - 희석 배율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 내장 및 10개의 

사용자 설정 저장 가능

Countess II Automated Cell Counters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경제적인 솔루션



흔들림 없는 정확한 결과

Countess II 의 오토포커스기능은 30 개 이상의 지점을 

분석한 다음 초첨이 가장 잘 맞은 평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이를 통해 샘플 간, 사용자 간,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의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초점이 

잘 맞은 지점의 사진과 정확한 세포수, 생존률을 결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에 표시된 이미지에서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를 빠르게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Countess II 셀 카운터는 세포의 크기, 밝기 및 모양에 기초하여 

기계적으로 세포를 분석하므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여 

샘플 간, 연구자 간 변동을 최소화 하여 재현성을 높였습니다

(Figure 2).

그림 1. Countess II  자동화 셀 카운터를 이용하여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s) 를 카운팅.  세포 염색을 위해 trypan blue 를 

사용. 

그림 3. 수동에서 자동으로 셀 카운팅을 전환했을 때 절약되는 월 예상 시간 

Time savings 
Countess II 로 셀 카운팅하는데 비해 수동방식으로 카운팅 

할 때 걸리는 추가적인 시간은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5 개의 슬라이드(슬라이드 당 2개의 샘플)를 

카운팅하는 연구자의 경우, 자동화 셀 카운터를 도입 시 한달에 

최대 10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그림 3). 이 추가 시간은 

다른 연구활동에 활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할 때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Countess II 장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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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emocytometer와 Countess II 의 변동성 비교. A549, COS-7, 
HeLa, U2OS 셀을 세명의 연구자가 hemocytometer  와  Countess II 로 

카운팅. Countess II 로 카운팅 했을 때, hemocytometer 로 측정했을 때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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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슬라이드, 일회용 슬라이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Countess II FL 자동화 셀 카운터는 장기적인 연구비의 

절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한 유리 슬라이드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척없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일회용 슬라이드도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Countess II FL counter Reusable slide An end to manual 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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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제품명 규격 Cat. No.

Countess II FL Automated Cell Counter 1 unit AMQAF1000

Countess II Automated Cell Counter 1 unit AMQAX1000

Countess Cell Counting Chamber Slides 50 slides/box C10228

Countess II FL Reusable Slide 1 ea A25750

Countess™ II FL Reusable Slide Holder 1 ea AMEP4746

Countess™ II FL Automated Cell Counter Starter Package 1 set A32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