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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우유 제품 속에 체세포 수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고도의 정밀함과 신뢰성 그리고 편리함을 가진  
체세포 분석기 SomaCountTM FC   

Bentley의  NexGen 시리즈는 체세포 수 측정을 포함한여 유제품 성분 분

석을 위해 고도의 정밀한 장비를 필요로 하는 유제품 실험실과 가공시설

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엄격한 설계 원칙과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제작된 SomaCountTM FC는  

정밀하고 정확한 측정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적용 기술   

Bentley 의 SomaCountTM FC 체세포 수 측정기는 특허 방식인 레이저에 

기반한 유동세포분석법을 사용합니다.  세계에 잘 알려진 체세포 수 측정 

장비 중에서 혁신적인 장비입니다. 형광 발광하는 견고한 고체상태 레이

져를 기반으로 유방염을 시의적절하고 정확하게 경고해 줍니다.  

NexGen 시리즈의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체세포 계수 데이터는 데이터 베 

이스 속에 영구 저장됩니다.   

 

장비의  표준 방침  

30년 동안 Bentley Instrument는 정확하고 강력한 우유 분석장비의 선두

주자였습니다.  1983년에 설립되어 정확도와 신뢰성을 가진 혁신적인 유

제품 분석 솔루션을 개발시키며 명성을 지켜왔습니다. 

웹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 모니터링과 진단분석부터 현장지원 및 전화지

원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현대의 유제품 가

공설비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기 운영에 무엇이 필요하든, 실험실에 어디

에 있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용분야  

SomaCountTM FC는 원유 샘플들의 체세포 수 측정을 위해 정밀하고 신뢰

성있는 장비를 요구하는 실험실이나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

고 만들어졌습니다.  자동화된 샘플링 시스템으로 일일 실험 요구량을 맞

추기 위해  많은 처리량이 요구되는 중간 규모의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SomaCountTM FC는 원유속에 유방염 검사를 위해 체세포 수를 빠르고 정확

하게 측정합니다.  신뢰성,  사용 간편성, 정밀한 측정을 제공하며 유지가 쉽고 견고

한 체세포 측정장비를 원하는 소규모에서 중간규모의 실험실에 이상적입니다.  

특징 

• 특허 방식인 형광 발광 원리에 기초한 유동세포 분석법을 사용합니다.   

• 유연한 데이터 출력 옵션을 제공합니다.  

• 전자동 분석을 위한 자동화된 샘플링 시스템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 유지보수와 구매 비용이 낮습니다.   

• 감압 동결 건조된 체세포 기준의 품질관리와 장치 표준화가 우수합니다.   

• 자동세척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ISO 13366/IDF 148 기준에 부합하는 고도의 정밀함을 제공합니다.   

• 시간당 300개의 샘플까지 측정 가능하며 DairySpe FT와 결합하여 동시에 

  우유 성분과 체세포 분석이 가능합니다.  

 



SomaCountTM FC 의  최신 분석 기술 

 

SomaCountTM FC 는 원유속에 체세포 수를 측정하는 특허 방식의 

레이져에 기반한 유동세포분석법을 사용합니다. 유동세포분석법

은 셀의 검출, 분석, 분류를 위해 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강력하고 

우수한 기술입니다. SomaCountTM FC는 1991년에 첫 번째 장비를 

개발한 이래 20년 이상의 유동세포분석법 경험과 연구의 결과물입

니다.  

 

샘플들은 우유 속 체세포를 형광 염색하는 버퍼용액으로 처리됩니

다.  용액이 유세포 분석기에 주입되고 강력한 레이저 광선이 착색

된 체세포에 쏘여지면 셀이 형광색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형광 빛

이 모아져 검출됩니다.  전기 펄스의 높이와 길이를 사후 분석한 

막대그래프로 체세포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법이 가능해졌을 때 다시 불러낼 수 있도록 막대그래

프는 기록되고 저장됩니다.  

전세대의 가스 레이저는 더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다이오드 펌프 

고체 상태 레이저로 대체되었습니다. 레이저의 파워는 모니터링 

되고 기록됩니다.  

 

윈도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컨트롤 됩니다.  이해가 쉽고 간

단한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용이합니다.  세련된 데이터 전

송방식, 보고 기능과 네트워크 접속능력으로  기계와 떨어진 곳에

서도 장비 상태를 모니터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진단방식으로 샘플 데이터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처리 중에 진단 값이 저장되기 때문에 

추적 장치로 데이터 수집 시 장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maCountTM FC는 IDF 148/ISO 13366 기준과 ICAR 요구에 준하

며 AOAC 승인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디자
인으로 직접 접속과 원격 
접속이 가능합니다. 

견고한 고체상태 레이져를 
기반으로 설계된 깔끔한 
소형 유세포 분석기로 정밀
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방형으로 유지보수와 
주사바늘 사용이 쉽습
니다.  

샘플 주입이 편리합니다.  



원격 진단 기능 

웹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어떤 장소에 있는 기기에도 Bentley 장비를 엑세스해서 분

석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우유 품질 분석과 보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진단 정보과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맟춤형 분석 보고서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분석 결과의 신뢰도 

SomaCountTM FC는 SCC 기준의 동결건조법과 ISO 9001 제조공정에 맞게 규격화 

되어있습니다.  샘플들을 빠르게 원상태로 만들고 규격화하고  calibration 하거나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질관리를 실행하는데 사용

됩니다.   

 



DairySpec과 결합하여 유성분 분석과 체세포 수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DairySpec combination system은 SomaCountTM FC에 DairySpec FT 

를 결합하여 유성분 분석과 체세포 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고도의 정밀 분석을 요하는 젖소군 개량협회를 포함

한 가공시설과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시간당 300개

까지 샘플 분석이 가능하고 샘플 량이 늘어나면 테스트 속도도 늘어나

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성분들뿐 아니라 

지방, 단백질, 락토오스, 고체, SNF, MUN, FPD, SCC의 표준 결과값이 

calibration되어 제공됩니다. 강력한 FT 분광계와 개방형 스펙트럼 포

맷으로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새로운 성분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