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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용도
유세포분석기는 다양한 레이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유액상태의 단일 입자나 세포가 일정감지 지역
을 통과함과 동시에 레이저를 만나서 발생하는 발광 신호를 물리적인 수치로 변환시켜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특징들을 측정·분석하는 장비임. 기본적으로 면역학, 림프구 및 단핵세포, 식물의 세포 생물
학, 세포 계수, 세포공학, 화학적 특성, 세포학, 해양생물 및 세포외 소포, 나노입자 등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장비임.

Ⅱ. 장비의 구성
1. 유세포 분석기 장비 본체 및 96웰 플레이트 로더

1세트

2. 장비 조정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터

1세트

3. 부속용품

1세트

Ⅲ. 성능 및 규격
1. 유세포 분석기 장비 본체
1) 레이저(광원) 시스템
① 레이저 구성
ⅰ. 블루 레이저, 488㎚ 파장, 50mW 레이저 출력 이상
ⅱ. 레드 레이저, 638㎚ 파장, 50mW 레이저 출력 이상
ⅲ. 바이올렛 레이저, 405㎚ 파장, 80mW 레이저 출력 이상
② 플로우 셀: 180 x 420㎚ 크기의 직사각형 수정(석영) 동등
③ 집광(collection optics): 1.3NA 렌즈 이상
④ 광학 필터
ⅰ. 전반 빛 산란 감지 필터: 488/8 밴드 패스 필터
ⅱ. 블루 레이저 필터 & 형광 염료
- 필터 종류: 520/40, 585/42, 690/50, 780/60 밴드 패스 필터
- 검출 가능 형광 염료: FITC, AlexaFluor488, CFSE, Fluo-3, PE, PI, ECD, PC7
PE-CF594, PC5, PC5.5, PerCP, PerCP-Cy5.5
ⅲ. 레드 레이저 필터 & 형광 염료
- 필터 종류: 660/20, 780/60 밴드 패스 필터
- 검출 가능 형광 염료: APC, AlexaFluor647, eFluor660, APC-AlexaFluor750, APC-Cy7,
APC-H7, APC-eFluor780
ⅳ. 바이올렛 레이저 필터 & 형광 염료
- 필터 종류: 450/45, 525/40 밴드 패스 필터
- 검출 가능 형광 염료: ParcificBlue, V450, eFluor450, BV421, Krome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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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yan, V500, BV510
⑤ 광학 검지기(수신기)
ⅰ. 측방 빛 산란 검지기(수신기):

300㎚ 이하

ⅱ. VSSC 측방 빛 산란 검지기(수신기):

80㎚ 이하

ⅲ. 형광 검지기(수신기): FL1-FL8 형광 검지기. 빛 스펙트럼 측정 범위(185㎚-900㎚) 이상
2) 샘플 처리 방식
① 유체 속도(샘플 분석 속도): 사용자가 선택하는 유체 속도(저속, 중속, 고속)에 따라
샘플 튜브(혹은 플레이트)에 적정한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함
② 완충액 소모량: 10㎖/min(샘플 분석량에 비례해서 소모) 이하
③ 샘플 간 교차오염 확률(평균): 1% 미만
④ 샘플 용기: 5mL(12 x 75㎜) 튜브, 1.5mL, 2.0mL 튜브등을 호환해서 사용 가능
2-1) 96웰 플레이트 자동화 시스템 샘플 처리 방식
① 분석 용기
ⅰ. 납작한 바닥(Flat-bottom) 혹은 둥글거나(U-bottom) 뾰족한(V-bottom) 바닥 형태,
깊은 웰(Deep-well) 형태의 96웰 플레이트
ⅲ. 최소 샘플량: 45 ㎕/well 이하
ⅳ. 최대 샘플량: 250 ㎕/well 이상
ⅴ. 데드 볼륨: 96 well 납작한 바닥(Flat-bottom) 플레이트, 20 ㎕ 이하
96 well U형(U-bottom) 플레이트, 10 ㎕ 이하
96 well V형(V-bottom) 플레이트, 10 ㎕ 이하
ⅵ. 캐리오버: 0.5 % 이하
3) 신호 (결과값, 데이터) 처리 체계
① 다이내믹(역학) 범위: 24-bit 데이터 이상
② 해상도: 16,777,216 channels 이상
③ 디지털 샘플링 속도: 25MHz 이상
④ 데이터 표시 범위(다이나믹범위):

107 (7decades) 이상

⑤ 데이터 보정 기능(compensation) : 전체 메트릭스(형광값) 보정 가능, 자동 및 수동 보정 가능
⑥ 데이터 획득 및 분석프로그램
ⅰ. 닷플랏 및 히스토그램으로 10개 이상의 샘플 data를 겹쳐서 분석 가능
ⅱ. 샘플당 100,000,000 events 이상까지 저장 가능
ⅲ. 500,000 events 이상을 화면에 표시
ⅳ. 샘플을 읽는 시간(초), 샘플 볼륨, 샘플(이벤트) 개수를 조정하여 데이터 저장 조건 변경 가능
ⅴ. Abort(%) 수치화 화면 표시
ⅵ. 그 외의 다양한 기능 제공
- 표준화(Standardization): 사용자는 품질 관리 비드(QC beads)를 사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목표 값을 설정하고 게인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목적 집단 자동 게이팅(Auto-gate) 기능: 2-D 플랏에서 특정 집단을 더블 클릭해서
자동으로 영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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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 성능 특성
① 빛 산란 감지기(Scatter) 해상도:
직경 300㎚의 미립자를 측방 빛 산란 감지기(Side scatter)에서 노이즈(noise)와 분리 가능하며
최대 직경 40㎛ 크기의 입자까지 분석 가능 해야 한다
② 형광 감도 역치 값:
FITC < 30 MESF 이하,

PE < 10 MESF 이하

③ 분석률(속도): 30,000 cells(events)/sec. 이상
④ 형광 해상도(Fluorescence resolution): rCV < 3% 이하
⑤ 분석 최소 획득 샘플 용량: 10 uL 이하

Ⅳ. 기타사항
1. 보증기간: 1년
2. 설치, 시동 및 교육은 사용자의 장소에서 무상으로 수행되어야 함
3. 납기일정: 계약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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