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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 전 알아 두기

1.1. 방수, 방전, 충격 관련

· 타사 카트리지 사용으로 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LCD 화면 보호 필름은 생산 및 유통 시 화면 보호를 위해 부착한 것이며 지역 또는 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부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 필름이 부착된 경우, 보호 필름 손상은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버튼을 3초 이상으로 눌러 ‘ Power off ’ 팝업창을 활성화시키고 ‘ OK ’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끕니다.

컴팩트한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는 휴대가 가능한 장비로, 여러 세포 유형을 동시에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저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는 CMOS(Complementary Metal-Oxid-Semiconductor,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기반 렌즈프리를 활용하여 Live cells

과 Dead cells을 포함한 총 셀 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데이터를 쉽게 저장 및 전송합니다. 또한, 두종류의 세포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솔카운트 카트리지는 4챔버 카트리지로 비용 효율적인 제품입니다.

02
제품 정보

1) 본 제품은 방수 및 방진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물과 같은 액체(소금물, 이온수 또는 알코올 등)에 노출되거나 진동이 있는  

환경은 장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2) 제품 외부에 액체가 묻은 경우 마른 천으로 닦은 후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제품이 떨어지거나 충격을 받으면 영구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1. 제품 개요

1.2. 제품을 사용하거나 충전 중 열이 발생하는 경우와 조치 방법

1) 충전 중 열이 발생하는 경우

▪ 제품에서 발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고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전원을 Power Off 해주세요. 제품을 식힌 후에 

다시 충전을 하십시오

▪ 제품 후면 전원 단자에 발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 충전 케이블이 손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의 경우 새로운 C-type 충전 

케이블로 교체 후 사용하십시오

2)  충전 중 열이 발생하는 경우

▪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가 동작할 때 전력 소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열이 발생할 경우 전원을 
끄고 해당지역 Distributo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사광선이나, 열기구(난로, 전자 레인지 등) 주변에 장비를 설치하면 열전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제품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Wi-Fi 전파 수신이 약한 장소에서는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하여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상된 충전 케이블을 이용하여 충전할 경우 제품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후면 전원 단자에 손상 발생 및 이물질(액체, 먼지, 금속 가루, 연필심 등)이 묻어 있는 경우 제품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원단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 Distributo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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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품 기능

2.3. 제품을 받으면 

솔카운트 장비는 자동화된 세포계수기 및 분석 플랫폼으로서, 렌즈프리 반도체 바이오센서를 통해 이미지를 획득하고 분석 알고리즘 단계를 거쳐 

결과값을 얻습니다.

▪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P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분석할 세포를 카트리지에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 각 카트리지의 4개의 챔버는 서로 다른 샘플을 동시에 측정하거나 동일한 샘플을 반복하여 계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세포 계수는 테스트 실행 시 약10초가 걸립니다.

▪ 세포계수cell counting, 생존율Viability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운송 중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Distributo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패키지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4. 제품 기본 구성품) 

▪ 운송 중에 발생한 제품 손상의 청구는 패키지 운송 업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운송 중 손상은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기와 카트리지는 상온에서 보관하십시오. (15~25℃)

*제품 상자를 열고 아래의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2.4. 제품 기본 구성품 

2.5. 제품의 각 부분의 이름 및 설명

Cell Counter

본체

1개

SOL COUNT

Disposable Cartridge

1 박스 (50개)

C-Type 충전 케이블

1개

USB

1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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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작하기

3.1. 설치 환경

1) 본 제품은 방수 및 방진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타사 장비로부터 진동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이고 평평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합니다.

2) 제품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 측면에 최소 10cm (4인치)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적절한 환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3) 이미지센서에 직사광선이나 실내조명이 들어가면 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진 곳에 장비설치를 추천합니다.

3.2. 전원 켜기

1) 제품 측면의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 전원을 켭니다.

2) 부팅 로고 화면이 나타나며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3)  제품이 정상적으로 켜지면 왼쪽과 같은 PREVIEW 화면이 표시됩니다.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세포계수

를 위한 최적의 장비 셋팅

(interpolation)이 이루어 집니다.

장비 안에 카트리지 및 이물질이 

있으면 잘못된 셋팅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원을 켜기 전에 확인을 

요합니다.

Note

7인치 정전식 터치스크린으로 ‘ User Interface ’를 표시하며, 세포계수기능을 조작 할수 있습니다.

카트리지를 장착 할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Power On/Off를 합니다.

전원 버튼을 1초 누르면 Screen On/Off(절전모드)가 됩니다.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외부 모니터에 연결 할수 있습니다.

USB 포트에 연결하여 결과 데이터와 이미지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포맷 FAT32 지원) 필요한 경우, USB 포트에 마우스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SB Type-C 케이블이 있는 벽면 어댑터 또는 이동식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 이 장비는 내부충전식 Li-ion베터리로 구동 됩니다.

· 충전기는 DC 5V/3A (15W) 벽면 어댑터 또는 이동식 어댑터 사용을 추천합니다.

※ 주의사항

i.USB Type-C 케이블이 있는 어댑터만 연결해야 합니다.

ii.이 장치는 USB 전력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 MacBook, 노트북 및 Tablet PC와 같은 USB Type-C 포트를 통해 장치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iii.노트북 및 태블릿 PC와 같은 USB 호스트에 의한 충전을 사용하면 전기 오작동 및 기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iv.구매한 제품의 손상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파손된 충전기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v.감전과 구매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습 환경에서 충천하십시오.

① 터치스크린 화면

② 카트리지 트레이

③ 전원 버튼

④ HDMI 포트

⑤⑥ USB 포트

⑦ 충전 포트

⑧ LAN 포트 랜선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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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메뉴 팝업창 띄우기

PREVIEW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          ’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3.4. 인터넷 연결하기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의 개선된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기 위해서는 이더넷이나 Wi-Fi를 통해서 인터넷 연결이 필요 합니다.

SOL 홈페이지(https://www.sol.re.kr/)에서 생성한 ID/PW로

로그인/로그아웃을 진행합니다. 

- Login

제품 정보와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와 연관된 제품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 Product

WI-FI를 설정하기 위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Wi-Fi Setting

GMT에 의한 나라별 로컬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Country

제품과 관련된 시리얼 넘버와 S/W버전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Info

1) Wi-Fi로 인터넷 연결 방법

▪ 제품이 부팅 완료된 후에 PREVIEW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        ’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면 WI-FI setting메뉴 선택으로 아래와 같은 

WI-FI설정화면이 표시됩니다. 

▪ 우측 상단에 존재하는 스위칭 바를 통해서 WI-FI를 ON/OFF시킬 수 있으며 WI-FI ON설정시 연결 가능한 AP 리스트에서 AP선택 후 

WI-FI연결을 완료합니다.

2)  이더넷으로 인터넷 연결 방법

▪ 제품 뒷면의 LAN포트에 DHCP서버를 지원하는 랜선을 연결해 주십시오. 

3.5. GMT에 의한 로컬 시간 설정

메뉴 팝업창에서 Country & Region 메뉴 선택시

나라별 로컬 시간을 변경 가능 합니다.

*기본 설정값은 “Korea” 한국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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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세포 생존율Viability 실험과 세포 계수

4.1. 시료 준비

4.2. 카트리지 샘플 주입

1)   세포 생존율Viability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트립판 블루(Trypan Blue; 0.4%) 염색 후 세포 계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  부착형 세포Adherent Cell는 트립신-EDTATrypsin-EDTA 처리한 후 정확한 결과값을 위하여 신속하게 측정하기를 권장합니다.

3)  샘플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1)   세포현탁액을 0.4% 트립판 블루(Trypan Blue) 시약과 1:1 혼합 후 잘 섞습니다.

2)  혼합 샘플 10ul를 챔버(샘플 주입 영역) 입구에 파이펫Pipet과 팁Tip을 이용하여 주입합니다.

3)   혼합 샘플이 솔카운트 카트리지 챔버로 주입되면, 솔카운트 카트리지 트레이에 넣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A: Chambers 1 and 3      B: Chambers 2 and 4

3.6. 회원 가입 및 로그인/로그아웃 설정

▪ 메뉴 팝업창에서 Login 메뉴 선택 시 SOL 홈페이지(https://www.sol.re.kr/)에서 

가입한 ID/PW 로 로그인/로그아웃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시에는 SOLOUD(dev.sol.re.kr)과 연동하여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의 

결과를 SOLOUD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3.7. 제품 정보 확인

▪ 메뉴 팝업창에서 Product메뉴 선택 시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와 관련된 

제품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솔카운트 카트리지의 각 챔버에는 10 ul의 샘플용량이 있습니다. 샘플의 양이 초과하면 챔버가 넘칠 수 있습니다.※ 주의

총 세포계수와 생존율Viability의 측정

※ 세포가 포함된 시료는 적절히 잘 섞여야 한다.

측정 범위 1 x 104 – 1 x 107 cell/mL

최적 범위 1 x 105 – 5x 106 cell/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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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널을 설정합니다. 단일 채널 또는 두 채널 모두에서 결과를 보려면 ‘ch1’, ‘ch2’ 

또는 ‘all’을 누르십시오. 

2) ‘Cell Counter’ 버튼을 누릅니다. USB에 저장된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 ‘Open Files’ 

버튼을 누르십시오. 

1) 데이터 분석결과 (총 세포수, 생균 및 죽은세포 농도, 생존율%)가 SOLCOUNT 

화면에 표시됩니다.

2)  Viability를 그래프 형식으로 보려면 ‘Graph’ 버튼을 누르십시오. 

3) 결과를 저장하려면 ‘Save Files’ 버튼을 누르십시오. 

4) 새로운 샘플을 측정 및 카운트 하려면 ‘     ’ 혹은 ‘Complete’ 버튼을 누르십시오. 

1) Live 혹은 Dead 세포 이미지를 확대하려면 두개의 손가락으로 화면을 줌인 

줌아웃하여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저장하려면 ‘Save Files’ 버튼을 누르십시오. 

▪ 새로운 샘플을 측정하려면 ‘     ’ 또는 ‘Complete’ 버튼을 누르십시오.

[결과화면]

4.3. 세포 계수

4.4. 세포 계수 방법

1)   혼합 샘플을 주입 후 세포 현탁액이 카트리지에 안정화되도록 30초 동안 기다립니다.

혼합 샘플을 3분 이상 방치해 두면 챔버 가장자리부터 건조가 발생하여 

세포계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 주의

2)   솔카운트 트레이를 부드럽게 밀어서 카트리지 트레이를 열고, 카트리지를 장치에        

       배치시킨 후 트레이를 다시 밀어 넣습니다. 이후 혼합된 샘플의 세포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솔카운트 장비에서 세포계수 시작을 위한 셋팅이 완료됩니다.

결과 확인 및 저장이 완료되면 카트리지 제거를 위해 카트리지 트레이를 

부드럽게 누르고 트레이가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카트리지는 재사용 할 

수 없는 일회용이므로 생물학적 유해 폐기물로 폐기하십시오.

※ 주의

05
결과

5.1. 결과 화면 보기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2배의 희석배수가 계산된 결과값입니다.

Note

5.2. 세포 생존율Viability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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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는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USB에 결과 데이터 저장기능을 지원합니다.

2) 데이터 저장을 위해 제품의 뒷면에 있는 USB 포트에 USB를 삽입바랍니다. 두 개의 USB 포트가 존재하며 USB 포트에 먼저 꽂은 USB 

메모리가 기본 저장 위치로 설정됩니다. 

3) 아래 화면과 같이 세포 계수 RESULT 화면에서 ‘Save Files’ 버튼을 눌러 저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세포 계수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아래 화면에서 표시되는 것과 같이 저장 옵션을 선택하고 원하는 조합을 선택합니다.

5)  ‘Save’ 버튼을 눌러 실험 데이터를 저장하십시오.

ch1, 2_Origin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찍은 이미지로써, Cell counting 전의 이미지 화면입니다.

ch1,2_Result

Cell counting 후의 이미지 데이터 화면입니다.

ch1,2_Report

‘ch1,2_Origin’ 과 ‘ch1,2_Result’ 결과 데이터가 PDF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채널 체크 선택으로 솔카운트 장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전부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t Ch1’, ‘Set Ch2’ 버튼을 선택 시 파일명 변경이 가능 합니다.

▪ 세포의 생존률의 가능성을 그래픽 형식으로 보려면 ‘Graph’ 버튼을 누릅니다. 

▪ 결과를 저장하려면 ‘Save Files’ 버튼을 누르십시오. 

▪ 새로운 샘플을 측정하려면 ‘     ’ 또는 ‘Complete’ 버튼을 누르십시오.

5.3. 그래프 보기

06
결과 저장하기

6.1. 세포 계수 결과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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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profile: 샘플의 기본정보인 파일명, 날짜, 사용자명 정보가 기재됩니다.

▪ Analysis information: 실험 결과값인 Total, Live, Dead cell 정보와 환산된 Viability가 

기재됩니다.

▪ Cell image: ‘ch1,2_Origin’ 과 ‘ch1,2_Result’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 보고서 하단에는 사용자명과 장비의 기본정보(S/W버젼, serial Name)가 기재됩니다.

① Channel: 챔버 정보입니다.

② File name: 파일명이 제공됩니다.

③ Date: 저장된 파일의 날짜 정보가 제공됩니다.

④ Time: 저장된 파일의 시간 정보가 제공됩니다.

⑤ Total (Cells/mL): 총 세포 농도 정보가 기재됩니다.

⑥ Viability (%): Cell Viability percentage 정보가 제공됩니다.

⑦ Live (Cells/mL): 살아있는 세포 농도 정보가 기재됩니다.

⑧ Dead (Cells/mL): 죽어있는 세포 농도 정보가 기재됩니다.

⑨ 시트명: 파일명, 날짜와 시간이 기재됩니다.

1)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이 릴리즈가 되면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가 부팅 완료후에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팝업창을 표시합니다.

인터넷(Wi-Fi or Ethernet) 연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 가능하며 WI-FI 설정방법은 

‘3.4인터넷 연결하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ote

2)  메뉴 팝업창에서 ‘Info’메뉴를 선택하고, ‘S/W Update’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 진행이 

     됩니다.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향상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방법 및 시연 동영상은 SOL 홈페이지(http//www.sol.re.kr)를 참고 바랍니다.

1) 리포트 파일은 PDF와 Excel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2) PDF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  Excel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6.2. 리포트 파일 

0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0



08
결과 저장하기

09
제품 보증

① 제품

② 무선랜

Dimensions (mm)

Weight

LCD Standard

Image Sensor

LED Wavelength

Battery

Operation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180 (W) x 120 (L) x 78 (H)

820g

7” 1024 x 600 HD IPS

1/4” 8M Pixel x 2

465-485 nm

4400mAh (2200mA x 2), 3.7V

10 °C ~ 50 °C

0% ~ 95%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또는 잘못된 수리, 개조하여 고장 발생 시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 시

㈜솔에서 지정한 서비스 기사 및 협력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 시

㈜솔에서 미지정한 소모품이나 수리 자재 사용으로 고장 발생 시

신나, 벤젠 등 유기 용제에 의하여 외관이 손상되거나 변형된 경우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 시

기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 고장 발생 시

천재지변(낙뢰, 화재, 지진, 풍수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배터리, 카트리지 등)

제품 고장이 아닌 단순 점검 요청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나 해외에서 사용 중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 A/S에 대한 문의나 요청은 info@sol.re.kr 또는 지역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년 보증 기간 동안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솔은 재량에 따라 결함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합니다.

그러나 다음 결함 사항은 특별히 제외됩니다.

Video Output Port

USB Port (OTG)

Charging Port

Key Button

Output Port

HDMI x 1

USB-A x 2

USB C-Type x 1

Power Button x 1

Ethernet x 1

Radio Wave Range

Transmit Output

2412-2472 MHz (802.11b/g/n

2.5 mW/MHz 

③ 인터페이스

Export Formats

Cell Size Range

Measuring Volume

Cell Volume

Measuring Range

Optimum Measuring Range

Data Export

Cell Counting Time

Light source

Sensor

Voltage

Dimensions

Display

PDF, JPG, Excel

5-50 ㎛

20 ㎕/test (2-chamber)

10 ㎕

1 X 104 - 2 X 107 cells/㎖

0.5 X 106 - 1 X 106 cells/㎖

USB Drive

≤10seconds/chamber

LED

8M B/W CMOS image sensor

5V, 23A USB C-Type Charging

180 (W) X 120 (L) X 78 (H) mm

7” LCD touch screen

④ 제품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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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제 해결하기

먼저 Wi-Fi를 통해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의 앱에서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전에 Wi-Fi 연결을 설정하십시오

10
청소 및 관리

제품의 성능 과 오염을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품을 청소할 때는 항상 전원을 끄고 전원 케이블을 분리해 주세요.

세척액이 전원 버튼, 충전 포트등 인터페이스 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연마성 세척액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로 터치스크린을 닦을 경우 터치스크린이 긁힐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풀이 발생하지 않는 면봉에 70% 알코올을 적셔 카트리지 트레이에 있는 센서를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식의 청소 방법은 권장하지 않으며 보증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센서 부분을 닦을 때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문지르듯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힘으로 닦을 때에 센서에 기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스는 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품을 구입한 후 처음 사용하거나 장시간 방치한 후 사용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여 사용하십시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한 후에 사용하십시오. 

1)

2)

3)

4)

5)

6)

7)

8)

증상 01

부정확한 세포 계수

원인

동일한 샘플 세포의 가변 계수

확인/조치

▪동일 세포 샘플의 파이펫팅을 고루게 잘 섞어주어 세포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로 샘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포가 포함된 샘플의 트립판 블루 염색을 할 때 골고루 잘 섞이게 
여러 번 파이펫팅 하십시오. 

▪동일 카트리지를 재 측정하고자 할 때, 중간과정 동안 카트리지를 
흔들지 말아주십시오. 

▪  샘플 주입 후 3분 이상 방치할 경우 챔버의 끝에서부터 건조되기 
때문에 세포 계수가 부정확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 주입 후 

30초 기다린 후 챔버 안에서 세포의 안정적으로 위치 된 후 측정을 

해 주십시요.

증상 02

제품 전원 불량

원인

전원 충전량 부족 상태

확인/조치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여 사용하세요.

▪전원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트립신-EDTA 처리 후 세포 계수가 지연되면 세포 응집 및 Viabil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EDTA 처리 후 신속하게 

측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포 계수 하기 전 세포 현탁액을 부드럽게 파이펫팅하여 응집체를 
분산시킨 후 계수하십시오. 

높은 비율의 죽은 세포 또는

죽은 것으로 계산된 세포의 샘플

응집된 세포

▪샘플 준비 시, 0.4% 트립판 블루 염색 시약을 정확히 1:1로 

희석하십시오. 

부적절한 샘플 주입 ▪카트리지 챔버를 샘플로 과도하게 채우지 마십시오.    
10ul 세포현탁액 샘플을 챔버로 조심스럽게 주입합니다. 

손상되거나 오염된 카트리지 ▪새로운 솔카운트 카트리지를 사용하십시오. 얼룩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가장자리를 잡으십시오. 

세포 농도가 너무 낮거나 높을 때 ▪세포의 측정 최적 범위는 1x105–5x 106 cell/mL로서 세포 농도를 
최적 범위로 희석하여 측정하기를 권장합니다.   

부적절한 슬라이드 삽입 ▪카트리지가 장치에 올바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2



12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 사항

호환되지 않는 USB 메모리 ▪제품과 함께 제공된 USB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USB2.0 지원 USB 
메모리를 사용하십시오.

USB 메모리 인식 안된 상태 ▪ USB 메모리가 꼽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품과 함께 제공된 USB 메모리를 사용하거나 USB2.0 지원 USB 
메모리를 사용하십시오.

증상 03

USB 메모리 인식 불량

원인

지원하지 않는 파일 시스템

확인/조치

▪ FAT32로 포맷된 다른 USB 메모리를 사용해 보세요. 

▪배터리를 확인한 후 배터리가 부족하면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증상 04

화면에 Cell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원인

카메라가 작동 오류

확인/조치

▪ Power 버튼을 1초간 눌러 화면을 오프 시킨 후에 10~20초 후에 
다시 화면을 켜주십시오.

증상 05

세포 계수 후 이미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원인

전원 충전량 부족 상태

확인/조치

▪전원 충전량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안정적인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후 다시 데이터 저장을 해주세요.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불편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자세히 읽고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경고

1) 사용자가 임의로 제품을 설치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임의로 설치, 분해, 개조할 경우 제품 고장, 폭발, 화재 그리고 감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제품을 물에 빠뜨리거나 습기 찬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본 제품은 방수 기능이 없으므로 습기나 물에 노출 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3)    제품 보관과 사용 시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 먼지가 많은 곳, 물이 튀는 곳, 습기가 많은 곳, 전열기구(난로, 전자레인지 등) 근처,

       인화성 물질(휘발유, 신나, 가연성 스프레이 등) 근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되며 제품이 손상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기기는 정전기에 민감하므로 사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품에 머리핀, 쇠붙이 같은 금속류나 종이, 성냥 같은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되며 제품이 손상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이 제품의 적정 사용 온도는 10℃ ~ 50℃입니다.

▪적정 온도보다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드웨어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젖은 손으로 제품이나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7)    제품에서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날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 제품의 전원을 끄고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계속 사용하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8)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본체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끄고 전원플러그를 콘센터에서 제거한 후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내부에 들어간 이물질에 의해 화재나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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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증 현황

14
기술 지원 정보

15
주문 정보

13.1. 유럽 인증

CE 인증 마크는 EU회원국이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 및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마크로,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 규격의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의미입니다. 

13.2. 한국 인증

KC 인증이란 해외 수입 또는 국내 제조한 전기제품들이 국내 유통 판매되어 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하도록한 대한민국 강제인증제도입니다.

이 KC 인증 마크는 전기, 전자 장치 및 부품에 대한 한국의 제품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 함을 나타냅니다. 

주 소

전 화

팩 스

이 메 일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8, 2층 (문정동, 비케이 타워)

02-6949-2960

02-6949-2965

info@sol.re.kr 

www.sol.re.kr 

※ 매뉴얼, FAQ등을 포함한 제품 정보 및 기술 지원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십시오.

SOL COU 1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

솔 카트리지 1 박스

솔카운트 자동세포계수기 1개, 솔 카트리지 1 박스,

씨-타입 케이블, USB 드라이브

50 개/1 boxSOL COU 2

솔 카트리지 2 박스 50 개/1 boxSOL COU 3

솔 카트리지 10 박스 50 개/1 boxSOL COU 4

솔 카트리지 20 박스 50 개/1 boxSOL COU 5

솔 카트리지 30 박스 50 개/1 boxSOL COU 6

솔 카트리지 60 박스 50 개/1 boxSOL COU 7

제품 코드 제품명 구성/단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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