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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물용 마취기

Anesthesi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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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부하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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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분 분석기

Body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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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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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살균기

Ozone sterilizer

OP-10

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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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용 소락기

Cautery

Ge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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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설명
적외선 센서가 투명 사각 벽면에 장착된 사육함에 실험동물(Rat)을 넣고, 지정된 시간 동
안 움직이는 행동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그 값을 컴퓨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행동평
가 시험에 주로 이용된다.
1. 다목적용 고자기장 자기공명 장치이어야 한다. 2. 임상, 의약 및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자기공명영상 및 자기공명 스펙트럼 획득이 가능해야 한다. 3. 초전도자석은 자체 자기장
차폐 및 헬륨 냉각장치, 열교환기를 포함해야 한다. 4. 초전도자석은 4.7테슬라 자기장세
기와 40센티미터
이상의
구경을maximum
제공해야ergonomic
한다. 5. 수평구조의
주파수
수신
채널은 4개
-Comfortable
viewing
ensures
convenience
at the
workplace
and
guarantees an upright, extremely comfortable sitting posture -High-eyepoint eyepieces
and PD adjustment for relaxed viewing of your work area at all times -Variable working
distance
through
exchangeable
objective lenses
with different
focal lengths
OPMI
pico
is a compact,
high-performance,
easy-to-use
microscope.
It features many
innovative functions that optimize the quality of treatment. MORA Interface enables you
to easily and precisely move OPMI pico into the desired position. You’ll find the most
impressive
feature
to befor
thethe
upright
viewing
position
that remains
constant
- mobile CBCT
scanner
3D x-ray
disgnosis
- high
image quality
withregardless
low dose -of
fast scan times - fast 3D image reconstruction - Fast 3D image reconstruction easy/fast to use : touch screen optimized GUI
1)카메라 검출기의 분해능은 320x240 이상이어야 한다. 2)열화상과 실화상이 한번 클릭
으로 동시에 저장되어야 한다. 3)열화상과 실화상이 동시에 합성(PIP)기능이 되어야 한
다. 4)실화상 측정 시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하게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조명 램프가
한다.for5)실화상
픽셀
픽셀
이상
이어야
-내장되어
A single 있어야
instrument
mice and측정
rats카메라의
which may
be 수는
used 3.1Mega
as a stand
alone
tool
or 한
connected to a printer or a PC - Accessories to measure from the front paws back
paws or the 4 paws in a mesh grid or in a bar version (see opposite illustration) - Easy
to operate and calibrate: 1. Hold the animal by the tail or2.Manual
the neck''s
skin.
Move the
1.SMART-Biphasic-waveform-for-defibrillator-theraphy
and
AED- operation
3.ECG-monitoring-through-pads-and-separate-monitoring-electrode 4.Alarm-on-HRlimits-and-shockable-rhythms 5.Synchronized cardioversion 6.Built-in 50mm strip chart
7.BrightLCD
display
for viewing
waveforms
and messages
8.Internally
stored
-printer
Designed
for standalone
operation.
- Front
panel meters
display time
on lane to
accurately measure motor coordination and fatigue. - Features constant or accelerating
speed modes of operation. -Drum is specially machined to provide a suitable grip for the
- Divided
into five test
zones allowing
for upmeters
to fourdisplay
animals
to be
-animal.
Designed
for standalone
operation.
- Front panel
time
on tested
lane toat the
accurately measure motor coordination and fatigue. - Features constant or accelerating
speed modes of operation. - Drum is specially machined to provide a suitable grip for
the animal.
four test
zones allowing
for up
four as
animals
tested
at
-each
button- Divided
lights in into
sequence
prompting
you to take
antoECG
easily to
asbe
1-2-3.
The
high-resolution 15" touchscreen further streamlines ECGs. -The anatomic patient
interface module and LeadCheck help support correct lead placement while the 3-in-1
Trident
lead wires
reduceistangling.
standardized
DICOM XML
and PDF
-This chamber
package
designed -With
for useindustry
in active
or passive avoidance
as well
as
many learned helplessness paradigms. -Four independent photobeams are positioned
on each side of the chamber to ensure an accurate measurement of activity. -The
chamber
is divided
into two sampling
sections by
a removable
auto guillotine
-MDFExcellent
sound
-256 channel
simultaneous
EEG
with 250 channel
display door.
capability.
performance for routine EEG exam rooms as well as epilepsy centers sleep labs and
research facilities. -High expandability with a wide variety of hardware and software
options gives
you the
capability
handle
routineand
EEG
recording
to high level
brain
-Measures
systolic
and
diastolicto
blood
pressure
heart
rate. Calculates
mean
blood
pressure. -Many models for mice and rats. Models are available for two four or six
mice; and for two or four rats. Combined mouse and rat systems are also available. Easily expand
your system
by adding
additional
(maximum
mice
four
Human
또는 Animal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cell 즉channels
cancer cell
somatic of
cellsix및for
stem
cell
등
을 이용하여 cell 과 cell을 fusion시켜 cell의 성질을 modification시켜 new cell line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임.
가. 설치류 실험동물용 전용 흡입마취기 - 마취액을 기화시켜 동물의 호흡기를 통해 생명
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마취작업이 가능한 설치류전용 흡입마취기 이어야 함． - 마
취액은 Isoflurane을 사용함． 나. 마취기의 완성품화 - 마취기의 기화기 유량계 압력계
구성품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고 본체에
동일화 된 완성품이어야
함. large
- 마취기의
완성품
-등Operator-independent
- Time-saving
- Convenient
for manipulating
amounts
of
rodents - No stress induced on the animal (rat or mouse)

사용예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및 기타 통증 치료제 등의 평가 지표중 하나인 행동분석을 실시하는데, 본 장비는 이동 거리, 시간, 속도
및 휴식 시간과 앞발을 들고 일어서거나 점프을 하는 등의 행동을 수치화하여 정상군과 유발군, 유발군과 치료군간의 차이를 비교한
다.
동물을 마취 후 동물 종과 촬영 부위에 따른 적절한 coil을 부착한다. Scout 영상을 통해 관심영역을 설정하고 T1, T2, T2*기법 등 실
험 목적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영상을 정량화하여 분석한다.

The device operation is extremely easy and does not require any background
knowledge. Data analysis is automatic with results stored in a database for future recall.
Selections of stored results can be extracted either into Excel and ASCII files or into
Access database.
devicesystem
is a single-body
systemforonrats
4 casters
for easy
relocation
-Extremely
compactThe
“built-in”
-Same system
and mice
-Laser
sensor it
greatly reduces the influence of air humidity and temperature on measurements Independent air flow control in each cage -Highly accurate and stable monitoring of the
food
and drink
consumption
activity
due없다
to the- use
of newly
adapted
weight
- 오존소독
후 별도의
잔류물and
세척이
필요가
실외부의
모니터를
통해
실내의 작업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 저하부 중력시스템을 적용한 쓰러짐 방지시스템 부착형이다.
- 작동/멈춤 원격조정 가능하다
This Ultrasound System establishes a new benchmark for state-of-the-art imaging.
Offering features such as the proprietary EZ Exam™ and ElastoScan™ this system
facilitates clinical decision-making and boosts diagnostic confidence. Its 21.5-inch large
screen
LED mobile
monitorinhalation
combinesanaesthesia
with enriched
3D performance
to deliver
uncompromising
1.
Compact
machine
with integrated
ventilator
and
monitoring for pressure volume and oxygen; extended monitoring available 2.
Anaesthesia system suitable for low flow or high flow anaesthesia with rebreathing or
optimized
for infant
to adult
ventilation
-nonrebreathing
62-83℃의 낮은systems
온도에서
응고가 되어
주위조직
손상을
최소화 3.
할S-ORC
수 있음(Senstive
- 직관적인
터치스크린으로 빠르고 쉽게 동작이 가능 - USB를 이용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제공
가능

body composition analyzer는 비침습적으로 설치류의 fat tissue lean tissue free fluid 등을 빠르게 측정하므로써 diabetes 나 obesity
연구에서 설치류 body의 characterizing screening phenotyping을 가능하게 한다.

수술 현미경은 일차적으로는 neurosurgical procedure에서 사용되어 지고 특히나 opthalmology, otolaryngology, plastica and
reconstructive medicine, dentistry, gynecology 등의 수술에서 사용되어 질수 있다. 간단한 microscope의 목적은 surgeon의 시야를
개선하여 세밀한 수술에 안정적인 operating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수술 현미경은 일차적으로는 neurosurgical procedure에서 사용되어 지고 특히나 opthalmology, otolaryngology, plastica and
reconstructive medicine, dentistry, gynecology 등의 수술에서 사용되어 질수 있다. 간단한 microscope의 목적은 surgeon의 시야를
개선하여 세밀한 수술에 안정적인 operating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동물을 마취 후 베드에 고정시킨다. Live view를 통해 관심영역을 설정 한 후 관전압과 관전류, 스캔시간, gating등을 설정하여 촬영
한다. 필요에 따라 혈관 등에 조영제를 투여하여 조영효과를 관찰한다. 얻어진 영상은 2D, 3D로 변환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본 장비는 마우스나 랫드부터 개, 돼지, 원숭이와 같은 대동물에서 약물, 수술 등 으로 인한 체온 변화를 동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측정을 할 수 있어 동물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첨단 기기 임.
grip strenth meter 는 설치류(rat mouse등)의 최대 악력을 측정하므로써 neuromuscular function을 확인하는 장비 이다. 이 test를 통
하여 신경행동학적인 독성을 screening할 수있는데 변화된 grip strength는 motor neurotoxicity의 증거로 측정될 수있다. 특히
neuropathy parkinson disease alzheimer disease animal model 에서의 motor neuron의 손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환축의 심정지시 충전된 배터리를 연결하고 전압 joule값을 설정한다. 양손에 전극을 쥐고 환축의 양쪽 가슴에 댄 뒤 적절한 시점에
shoot을 하고 심장 박동을 심전도기 등을 통해 관찰한다.
신경계 이상이나 관절염 유발 및 행동장애등과 같은 소형 동물에 대한 약효 평가 기기로 RPM이 설정 된 회전봉에서 일정 시간동안
움직임을 관찰하고 회전봉에서 떨어지는 time을 측정하여 결과를 산출해 낸다.
본 장비는 신경계 이상이나 관절염 유발 및 행동장애등과 같은 소형 동물에 대한 약효 평가 기기로 RPM이 설정 된 회전봉에서 일정
시간동안 움직임을 관찰하고 회전봉에서 떨어지는 time을 측정하여 결과를 산출해 낸다.
환축의 정보(종 주령 체중등)를 입력한 후 금속 lead를 cream을 이용해 환축의 몸에 부착시키거나 lead가 연결된 clip을 팔이나 다리
등에 맞게 고정시킨다. Display에 표시되는 pattern을 관찰하여 적절한 처치를 한다.
shock grid light Auto guillotine door를 통해 마우스나 랫드에서 자극을 주어 회피반응을 관찰하고 이에 따른 Passive & active
avoidance 반응으로 약물의 효과를 관찰한다.
뇌파 검사가 필요한 질환 및 증상(지속적 또는 발작성 일시적 증상; 간질 종양 뇌대사이상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선천성 기형 수면
이상 등)에 임상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설치류(rat mouse)의 꼬리에 압력을 감지하는 cuff를 연결하고 가열패드 위에 홀더를 위치시킨다. 동물을 홀더 안에 넣고 calibration
을 시킨 뒤 혈압을 측정한다.
-Hybridoma Production lymphocytes and myeloma cells for monoclonal antibodies a large volume chamber is available. -SomaticCell Nuclear Transfer (SCNT) enucleated oocytes and somatic cells for animal cloning -Tetraploid embryo complementation twocell embryos for ES-cell-derived mice -Anti-cancer immunity dendritic cells and tumor cells for cancer vaccines
소동물용 마취기는 rat나 mouse와 같은 소동물의 수술 및 실험에서 근육 이완이나 pain 을 경감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할로겐화 마취
제인 isoflurane을 이용하여 기존의 흡입마취에 비래 마취농도 및 마취심도조절이 용이하다. 기본적으로 portable하기때문에 기본적
인 채혈이나 처치를 할 경우에도 사용되어 질 수 있다.
설치류의 wight bearing system 은 incapacitance test에 사용되는데 nociceptive 나 analgesia 실험에서 주로 사용되어 진다. 특히
osteoarthritis bone cancer nerve injury analgesic substancem Parkinson allodynia등의 연구에 사용된다.

metabolism measurement system은 설치류의 respiratory metabolism. Food and drink intake 그리고 적응된 케이지내에서의 activity
를 monitoring하여 자료를 수합해준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정밀한 data를 바탕으로 당뇨 비만 metabolic disorder nutrition study
chronobiology/circadian rhythm study 등에서의 신약의 screening에 사용되어 진다.
Ozone sterilizer 을 활용하여 동물실내 반입 물품에 대하여 멸균, 소독하는데 이용한다. 고압증기멸균기 (Autoclave)를 이용하지 못
하는 plastic 제품과 유리 및 기타(고압, 고온에 녹는 물품) 물품 등을 Ozone 멸균을 함으로, 동물실내 청정지역 SPF (Specific
pathogen free) 구역 내로 물품을 반입한다. 외부 반입하는 기계 및 장비사용에 대부분 준하여 사용한다.
preclinical imaging은 신약 개발과 같은 연구적인 목적으로 살아있는 중동물(dog pig monkey등)을 시각화하는 장비이다. 일차적으로
는 실시간의 구조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oragan parameter 등)의 비침습적인 결정을 가능케할뿐만 아니라 임신진단 cardiac
function과 blood flow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Targeted 또는 non-targeted contrast agent를 이용하여 perfusion rate나
receptor biodistribution등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수
있다. 하고 수술 수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있도
마취과에서
환자의 수술전에관련된
전신마취하여
수술에
지장이
없도록
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본 장비는 중대동물의 개복 및 내시경 수술여역에서 사용되어지는 필수 장비임
복강경 시술시 필수적인 소락기이며 복강내에서 조직의 절개 절제 지혈에 사용된다. 일반소락기는 복강경 장비와 연동이 되지 않아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장비는 초음파 방식을 이용하여 기능함으로써 주위조직에 불필요한 화상등의 손상을 줄여주는 첨단
장비이다.

생체신호전달장치

Telemet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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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 Instruments

기도저항측정기

Whole body
plethysmometer

Finepointe

Data Sciences
International

자동염색기

Autostainer

Gemini AS

Thermo Scientific

조직절편기

Microtome

RM2255

Leica

마이크로플레이트리
더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Paradigm

Molecular Devices

형광도립현미경

Fluorescent inverted
microscope

Axio Observer A1
basic stand wit

Carl Zeiss

도립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Axio Vert A1

Carl Zeiss

정립현미경

Upright microscope

Axio Imager A2

Carl Zeiss

자동혈구분석기

Hematology Analyzer

ADVIA 2120i

Siemens

자동생화학분석기

Biochemistry analyzer

konelab60i

Thermo Scientific

전임상초음파장비

Preclnical Ultrasound
system

vevo2100

Visualsonic

냉동조직절편기

Cryotome

CM1950

Leica

조직처리기

Tissue processor

ASP300

Leica

실시간유전자증폭기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machine

CFX96

Bio-rad

복강경 영상전송 시스 laparoscope&imaging
템
transmission

1288-010-000I

Stryker

난모세포 관찰 시스템 Oocyte Imaging system

oosight

Origio

미세조작시스템

Micro-manipulator
system

Axio Observer A1
basic stand wit

Carl Zeiss

형광현미경

Fluorescent Microscope BX53

Olympus

-Simple system setup and configuration. -Continuous data collection from multiple
animals simultaneously (up to 16 simultaneous animals). -Scheduled data collection
from large groups of animals. -Combine continuous and scheduled data collection for
maximum
system
-Automated
hardware
detection
andpositioning
verification. - Enables
Fluoroscopy
modeflexibility.
- Real-time
imaging enables
precise
animal
fast high throughput workflow Purpose-built for small animal imaging - Integrated
animal handling - Compatible with XGI-8 anesthesia High speed imaging - Intuitive
software
interface
- 18 second
scan
for high throughput
Bore
size는
16cm 이상이며
탈착용
Pyramid를
제거하면 28cm로 늘어나며 이를 통해 설
치류 뿐만 아니라 원숭이 머리나 토끼와 같은 중동물의 영상촬영이 가능하다

biopotential signal blood pressure temperature activity를 마우스와 랫드 같이 작은 동물부터 개 돼지 원숭이처럼 큰 동물에서 측정을
할 수 있다.

동물의 크기에 따라 마우스나 랫드를 촬영할 때는 Pinhole을 장착해 Bore size를 더 줄여
사용하고 토끼나 원숭이 머리 등을 촬영할 때는 Collimator가 포함된 Pyramid를 제거하여
Bore size를 최대 28 cm까지 늘려 촬영할 수 있음
The XYClone laser permits non-contact ablation of targeted membranes or structures.
The XYClone laser module consists of a high power Class 1 1460 nm infrared laser
integrated with a specially designed objective that functions in both visible and near
wavelengths.
Compatible
mostaccess
inverted
XYClone
-infrared
Simple-to-use
rotor plus
two keyswith
provide
to microscopes
the interactivethe
interface
forlaser
fast
accurate set-up - Clear 4-digit display for instant reassurance - easy to read from a
distance - Visual and audible alarms alert you when your attention is required plus 3and
adjustable
preset -temperatures
convenience
- User
-Operating
Subjects setpoint
are conscious
unrestrained
Continuouslyfor
measure
respiratory
rate TV
and MV - Continuously measure for index of bronchoconstriction (PenH and Pause) Continuously measure airway irritation (TB and TP)
- Two-tier design occupies minimal bench space - Integrated color touch-screen with
intuitive software offers quick learning and simple operation - Scheduler software
allows multiple protocols and slide racks to be run simultaneously at optimal speed User
sees &
progress
slides and
placement
reagents
with built-in3.LED
lighting
1.
Foreasily
education
researchofworks.
2. For
paraffin &ofvery
hard sectioning.
Specimen
feed by stepper motor. 4. LED display. 5. Section speed adjustable. 6. Automatic
specimen retraction dependent on the sectioning speed.
Array of detection cartridge capabilities - Automatic Z-height optimization (both top and
bottom read configurations) - Fluorescence measurements no longer require you to
adjust the gain - Patented LED intensity adjustment - Up to 1536-well format Temperature
control
Monochromator-based
absorbance
fluorescence
세포에
발현되는
형광단백질의
형광 시그널 및
세포 본연의Filter-based
형태학적 이미지를
위상차로
빠르고 쉽게 관찰할 수 있고 3가지 종류의 형광신호를 촬영하여 각 채널별로 겹쳐서 한
형태의 이미지로 합쳐서 형광단백질의 종류에 따른 기관을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
- 명시야 위상차 PlasDIC VAREL 및 improved Hoffman Modulation Contrast (iHMC) 모
두 사용가능 - DIC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관찰이 가능 - DIC를 사용하여
세포 내의 가장 미세한 구조들까지도 가시화 가능
- All contrasting techniques can be integrated into the stand. - Excellent color
correction. - Harmonic Focusing Drive friction. - Low mounted coaxial control. - Only
one objective can be used brightfield darkfield DIC and fluorescence
- Reticulocyte 측정은 추가적인 장비의 조작 없이 한번의 측정으로 Random하게 완전
자동방식으로 결과를 출력이 가능 - 모든 결과를 양방향 인터페이스에 의해 장비 컴퓨터
와 연구소 Host 컴퓨터에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으로 원하는 검사항목을 선택
해 독립적(Ramdon
Access)
실험동물의
생화학적
검사를가능
실시함에 있어서 한번에 84검체를 장착할 수 있으며 45개의
검사항목을 시간당 최대 480검체 이상을 처리하여 분석할 수 있는 대용량 장비이다

조준기의 사용으로 고분해능의 영상획득이 가능하며 사용가능한 방사성의약품의 반감기가 PET보다 길기 때문에 장시간 추적을 요
하는 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나노치료제 등의 분포나 약물역동 효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도가 높다.

- 소동물의 심장 및 혈관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기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Frame
rate가 빨라야 하는데 이는 고 파장대의 초음파 파장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고파장대의 초음파 파장은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여 사람보다 작은 개체(rabbit rat mouse
mouse
embryo)의
해부학적
영상을2.지원할
수 있다.
- 동물용
모니터링
시스템(호흡
1. Clinical
and Research
purpose
Automatic
hot gas
defrosting
3. Electric
coarse심전
feed 4. Thickness from 1-600 microns 5. Rapid specimen freezing 6. CryoZone optimal conditions for consistent high-quality sectioning 7. UVC disinfection system and
AgProtect
Nanosilver
coating위해
8. Vacuum
- 일반 및 연구
조직병리학을
설계 - system
최대 300개의 카세트를 처리 가능 - 각 프로세
싱 단계의 진공 압력 또는 진공과 압력의 순환을 프로그램화 가능 - 자주 사용하는 프로
그램을 ''Favorites''’으로 지정 - ‘Smart Start’ 기능을 이용하면 단 한번의 터치스크린으로
프로그램이
시작
-즐겨찾기
8단계 이상의
온도 구배(Thermal
gradient)가 가능하며 서로 다른 실험 조건의 실험을
한 번의 PCR 반응만을 통해서도 수행할 수 있다. - FAST 96-well 반응 모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의 형광 물질을 하나의 반응 튜브에서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며(5target
multiplex)
여분의 1개
분석 채널을 스캔방식이며
이용하면 FRET
실험도
가능하다
1.
3CCD
카메라 시스템은
프로그래시브
DVI
디지털
영상출력- 광학
포트 검출기
2개를
가진다. 카메라 헤드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조작버튼이 있으며 영상저장장치의 입력신호
를 지원한다. 2.광원장치는 LED로써 램프 교환이 필요가 없으며 자가진단 기능을 가진다
3. 복강경은 광섬유와 선예도
높은 렌즈를
가지며
고압증기
소독이
가능하다 transfer)
정자미세주입술(ICSI)에서
Nuclear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핵치환(Nuclaer
에서 난자의 핵을 관찰하면서 transfer 함으로써 실험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염색을 하
지 않고 oocyte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어 촬영된 oocyte를 그대로 다시 실험에 이용할
수 있으며
촬영된
이미지로
oocyte의
상태를 데이터로
분석세포의 두께를 잔상 없이 표현
세포
본연의
형태학적
이미지를
미분간섭법으로
관찰하여
함으로써 미세 조작 및 미세 주입 실험 등에 사용 할 수 있으며 3 종류의 형광신호를 관찰
한 후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서 관찰 할 수 있어 세포에 발현된 형광단백질의 종류에 따른
Target 기관을
구분
할 수설계
있고보증
세포에
주입된 무한
형광 광학계
물질 등의
관찰이 가능한
장비임.
견고성과
무결점
광학적
혁신적인
시스템(UIS2)
4개의
광학 보
정 필터 내장 2000시간 형광 system 장착 motion detection sensor 기능 탑재 1728만 화
소를 가진 고해상도 현미경 전용 디지털 카메라 장착

Live view를 통해 관심영역을 설정 한 후 관전압과 관전류 스캔시간 gating등을 설정하여 촬영한다. 필요에 따라 혈관 등에 조영제를
투여하여 조영효과를 관찰한다. 얻어진 영상은 2D 3D로 변환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선의약품을 동물에 투여한 후 그 분포를 영상화 한다. 소분자약물 항체 줄기세포 나노물질 등 바이오 신약을
포함한 신약에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하여 신약의 분포 약물역동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질환모델동물 제작시 필요한 장비로 수정란의 배반포 단계에서 영양배엽 부분을 Laser로 천공 후 micropippet을 이용하여 knock out
된 세포주나 줄기세포를 주입하여 형질전환 동물을 생산하는 장비임
실험동물의 조직 (예: 혈관 smooth muscle 등)을 적출 후 생체 내 환경과 유사한 환경의 관류 chamber에 넣고 조직에서 발생되는
tension을 측정하거나 살아 있는 동물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장비이다.
whole body plethysmometer 는소동물 (rat 또는 mouse) 의 흉부의 가스용적 (기능적 잔기용량) 기도저항 폐의 탄성도등 폐기능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기계이다. 특히 약물의 타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screen 하는 안전성 일반 약리실험에서 호흡기계에 약물
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이용되어질수 있다.
Slide glass에 얇게 도말된 검체의 현미경 검사가 가능하도록 온도 및 성분이 각각 다른 시약이 담겨있는 바스켓을 사전에 입력한대
로 일정한 시간씩 거쳐 염색해 주는 장비이다.
육안검사에서 채취한 조직 절편을 여러 과정을 거쳐 슬라이드에 부착한 후 Hematoxylin-Eosin 염색을 하고 light microscope로 관찰
판독하여 진단하기 위하여 4~5um으로 조직을 박절하기 위하여 사용함
1. ELISA 분석 시 샘플 (혈액 뇨 조직 homogenate) 등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농도 분석 2. 생체시료의 흡광도 형광 발광 측
정 (영살분석용 형광염료의 exitation 및 emission 파장 분석 reporter assay에서 reporter gene의 발현 정도에 대한 발광 분석) 3. DNA
및 RNA 정량 분석
1. 형광단백질 (GFP RFP 등)을 발현하는 세포나 조직에서 형광발현 정도 확인 2. 조직병리 slide 상을 촬영하여 병리 분석 가능 2. 본
장비는 세포배양 및 실험 시 세포의 형태학적 형태나 세포의 성장시 배양 중인 플라스틱 배양용기 상태로 바로 관찰할수 있도록 고안
된 도립형현미경으로써 위상차법을 이용하여 세포의 양각의 형태를 눈으로 직접 관찰이 가능하여 세포배양 및 실험 시 실험에 사용
되는 세포의및
배양정도
세포의
상태를 형태나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관리의 배양용기
용도에 적합한
장비이다.
1.세포배양
실험 시 및
세포의
형태학적
세포의
성장시 세포
배양 관찰
중인 및
플라스틱
상태로
바로 관찰할수 있도록 고안된 도
립형 현미경으로써 위상차를 이용하여 세포의 양각의 형태를 눈으로 직접 관찰이 가능하여 세포배양 및 실험 시 실험에 사용되는 세
포의 배양정도 및 세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세포 관찰 및 관리의 용도에 적합한 장비이다.
1.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통한 항체 및 지시약에 의해 염색된 시료를 관찰하는데 있어 최적화된 본체에 장착된 고해상도 렌즈와 고성
능 카메라를 통해 타겟 분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 2. 각 신호전이 및 암세포연구에 관련된 타겟 단백질에 염색된 부위의 신호를
정확하게 판별 하여 drug screening 통해 선별된 Drug들의 효능을 연구하는 실험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약개발후
보 물질의
Pre-clinical
실험 rat
시 cat
정확한
수등
있는
장비이다.
실험용
mouse를
비롯하여
dog 결과
horse확인할
monkey
다양한
종의 전혈에서 혈구수 및 백혈구의 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며
WBC 6가지 감별분류 (Differentials) Neut Lymph Mono Eos Baso LUC 와 Reticulocyte의 결과를 제공하는 완전자동 혈구 분석기이
다.
채취된 혈액 중 혈청을 이용하여 각종 시험물질의 영향에 대한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하여 독성 및 효능시험 등의 비임상 시험의 결과
물을 분석 평가한다. 제한된 양의 검체로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하며 검체의 검사결과 수치계산까지 완전 자동으로 단시간안에 처리
되는 자동 생화학분석기이다.
preclinical imaging은 신약 개발과 같은 연구적인 목적으로 살아있는 소동물 (rat mouse marmoset)을 시각화하는 장비이다. 일차적
으로는 실시간의 구조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oragan parameter (tumor size등)의 비침습적인 결정을 가능케할뿐만 아니라
cardiac function과 blood flow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Targeted 또는 non-targeted contrast agent를 이용하여
perfusion
rate나
receptor
biodistribution등에
관련된 즉석에서
추가적인 동결시켜
정보를 얻을수
있다.제작후 관찰하여 병변의 유무를 진단하거나 항원수술이나 생검
또는
부검시
적출한 조직을 응급으로
슬라이드
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조직내 침착되거나 발현의 변화를 보이는 다양한 단백질 성분 항원 항체 미생물 바이러스 등을 찾기 위한 면역
조직화학 검사에 주로 활용됨.
Tissue processing은 고품질 조직학과 효과적인 실험실 워크 플로우에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조직샘플이 들어와서 slide되어지는 과
정을 자동화를 시켜서 업무 효율을 높임.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탈수 투명 침투과정을 tissue processor가 담당
Real time PCR은 PCR증폭산물의 증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장비이다. 정확한 DNA와 RNA의 정량이
가능하며 전기영동이 필요 없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오염의 위험이 적음. 현재 유전자 발현해석과 SNP typing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복강경은 생체의 외과적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로서 개방되어 인체의 다양한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고 있다. 센터에 설치된 장
비는 동물전용으로 활용되며 인체용과 동일한 장비이다. 복걍겅에서 구현된 영상은 영상전송시스템을 통하여 센터내 서버에 자료가
축적되며 축적된 자료는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하여 외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보조생식술(ART) 시행에 있어 암컷의 생식세포에 정자 주입시 난자 핵(DNA)의 위치 및 형태 관찰 유전자 조작을 통한 질환모델동물
(transgenic animal) 관련 실험에 사용되며 실험 후 난자 내의 DNA 염색체 분열 및 세포의 형태분석 등 다양한 유전학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
- 체세포 핵이식을 위하 성숙난자 조작 사용을 통한 질환모델 개발 - 성숙난자내 정자주입시 난자의 조작 사용 통한 질환모델 개발 배반포내 배아줄기세포 주입시 세포/배반포의 조작 사용을 통한 질환모델 개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에서 신약 개발 또는 의료기기개발과 관련하여 세포실험을 실시할 때 다양한 종류의 시약
으로 염색된 세포를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또한 세포의 수 체적을 측정할 때도 사용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