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spenCell™  
Single-Cell Dispenser
빠르고 추적가능한 클론형성능(Clonality) 검증
Single Cell의 분리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FAST · EASY · GENTLE 
Single-cell isolation

DispenCell 
간편한 Single-Cell Dispensor

DispenCell™ 은 하나의 자동화 실험실과 같습니다.  

빠르고 간편하며 피펫팅과 같은 부드러운 압력으로  

Single-Cell 을 분리합니다. 

실제 연구자들 그룹에 의해서 개발된 DispenCell은  

실험실의 워크플로에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raceability
추적 가능한 Single-Cell Mapping 

단일 세포 분석 소프트웨어는 클론형성능(Clonality) 검증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세포의 분주와 동시에 플레이트맵을 
생성하여 제공합니다. 세포의 흐름을 감지하는 팁을 장착하여, 세포가 존재할 경우 세포에 대해 특정한 전기적 
신호가 감지되어 즉각적으로 기록되며, 사용자는 Single-Cell로 분주됨과 동시에 클론형성능(Clonality) 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는 클론형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보고서로 기록됩니다. DispenCell의 기술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ispenCell에는 Coulter Counter의 역할을 하는  
세포 감지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세포가 Coulter를 통과하여 Well 로 흐를 때, 전기신호에 의해 특정한 피크를 보입니다.  
두 개 이상의 세포가 통과될 때에는 다중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장점
더 빠르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한 향상된 사용자 경험

높은 클로닝 효율
부드러운 세포의 분주를 통해 높은 세포의 
생존율과 함께 클로닝 효율을 높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
직관적이고 단순한 UI 로 쉽게  
실험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Cleaning과 Calibration 과정이 
불필요합니다.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으며 클린벤치에서의 사용에도 
적합합니다. 

오염 방지
특허받은 일회용 팁을 이용하여 교차오염 
없이 온전하게 Singel-Cell로 분리됩니다.  
동물성 물질과 세포독성 물질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클론성 검증
단일세포 분석 소프트웨어에 의해  
클론형성능(Clonality)을 검증하는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부드러운 세포 주입
수동 파이펫이 0.1 psi 미만의 압력으로 
세포를 분주하여 세포의 생존 및 생장 능력을 
보존합니다. 



Single-Cell 응용 분야
다양한 Single-Cell 관련 실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Single-Cell 분리와 단클론성의 검증은 세포주 개발, CRISPR 매개 유전자 편집, 희귀세포 분리, 단클론 항체 스크리닝 및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 등 다양한 실험분야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각 실험별로 발간된 Application Note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보장합니다. 

세포주 개발 CRISPR 매개  
유전자 편집

단클론항체 
스크리닝

희귀세포 
분리

Single-Cell 
시퀀싱

Single-Cell 
오믹스

세포 유전자 
치료제

96/384-well 
디스펜싱

“ DispenCell 에는 로켓과학을 위한 장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이 쉽고, 세포에 주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줄였으며, Monoclonality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iPSC 를 개발하는 공장에서 꼭 필요한 주요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

  — HANS WEBER Automation Lead, Century Therapeutics



물리적 스트레스를 낮춘 디스펜싱  
매뉴얼 피펫팅과 같은 부드러운 세포 처리로 세포를 온전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DispenCell 만의 고유한 기술로 수동 피펫팅과 같은 강도(0.1 psi 미만)로 세포를 부드럽게 분주하기 때문에 Single-Cell 분리 
이후에도 세포의 생존이 보존되며, 생장능이 유지됩니다.   

DispenCell로 분주된 Single CHO Cell 의 클론 증식.

100μm 100μm 100μm

0일차 7일차 14일차



DispenCell  

압력 0.1 psi 미만

장착 가능 플레이트 수 2 개 (96 혹은 384 웰 플레이트)

최소 세포 수 100 개

보정(Calibration) 불필요

세척 불필요

샘플 준비 시간 10 min

분주 속도 96웰 플레이트 기준 5분 소요

세포의 측정 지표 Size, doublets

기술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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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neSelect Imager FL 와 DispenCell를 함께 사용하여
배양 첫 날 부터 자신있게 단클론성(Monoclonality)을 확인합니다

DispenCell과 CloneSelect Imager FL로 
실험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세요

새롭게 출시된 CloneSelect Imager FL 장비는 백색광 채널과 멀티 
형광채널을 탑재하여 이미지 기반으로 정확하게 단일세포를 식별하고 
세포 배양 0일차 부터 단클론성(Monoclonality) 를 검증합니다.  
또한, Comparative Confluence Assay 를 통해 유전자 편집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  Single-Cell 및 Confluency의 증거가 디지털문서로 제공되며,  
규제기관에 및 심사용으로 활용됩니다.

• 비침습적으로 세포를 다양한 타임포인트에서 촬영하여,  
    콜로니의 형성을 모니터링합니다.  

•  고해상도의 백색광을 이용하여 스크리닝 할 수 있습니다.

•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공합니다. 

•  자동화 및 타 장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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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started. Explore single-cell dispensing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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