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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공통활용 장비 목록

인사말인사말
세계김치연구소는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와 관련된 분야의
김치와연구개발,
관련된 분야의
발효 및
연구개발,
유통기술,
발효
시험평가,
및 유통기술,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여
종합적으로
전통식품인
수행하여
김치의
전통식품인
세계화에김치의
기여하는
세계화에
것이 기여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그 임무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세계
우리최고수준의
연구소는 세계
절임류
최고수준의
발효식품절임류
연구기관
발효식품
육성에연구기관
대한 대한민국
육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2008.10.14.)에
정부의 방침(2008.10.14.)에
의하여 2010년의하여
1월 1일에
2010년
정부1월
출연연구기관인
1일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 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부설기관 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김치의 과학적 김치의
연구·개발뿐만
과학적 아니라
연구·개발뿐만
인문·사회과학적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등 김치에연구
대한등 김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에
종합적인
주력하며
연구개발에
김치 세계화를
주력하며 김치
위한 세계화를
연구 및 사업을
위한 연구
통해 및
김치
사업을 통해 김치
인지도를 높이는데
인지도를
기여하는
높이는데
등 다양한
기여하는
김치등 응용산업
다양한 김치
연구를
응용산업
개발하고
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창립 후 특허 출원
창립110건,
후 특허
등록출원
58건,138건,
논문 223건(SCI(E)
등록 68건, 122건),
논문 265건(SCI(E)
기술이전 계약
157건), 기술이전
체결 13건 등 연구
계약체결
성과가 창출되었으며,
16건 등 연구 성과가
중소 중견기업이
창출되었으며,
주류인중소
김치산업계를
중견기업이 주류인 김치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를
위생안전성
지원하기
분석센터(T.062-610-1800),
위하여 위생안전성분석센터
중소기업지원실
(T.062-610-1800), 중소
(T.062-671-1379)을
기업지원실
설치 운영하고
(T.062-671-1379)을
있으며, 부산대학교
설치김치연구소,
운영하고 중국
있으며,
쓰촨성
부산대학교 김치
과학기술청, 사단법인
연구소,대한민국김치협회,
중국 쓰촨성 과학기술청,
일본식품분석센터
사단법인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40개 기관과 일본식품분석
업무협력협약을센터
체결하는
등 40개
등 기관과
산학연 업무협력협약을
교류의 활성화 와
체결하는
김치산업
등 산학연
선진화에
교류의 활성화와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치산업 선진화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개방형
우리 연구소는
기관운영,개방형
현장밀착형
기관운영,
연구개발,
현장밀착형
창의형연구개발,
인재양성창의형 인재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등을글로벌
적극 추진하여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나아가확보하고,
세계 일류
나아가
발효식품
세계 일류 발효식품
연구기관이 되도록
연구기관이
노력할 것입니다.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장

하재호
소장 하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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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개요

설립목적
김치종주국의 위상 제고와 글로벌 김치문화 창진을 위해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김치 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는데 기여

설립근거
* 김치산업 진흥법 제 13조
*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1조의 2

기관임무
김치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
*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를 위한 연구
* 김치 우수성의 과학적 구명 연구
* 고품질 상품김치 생산기술 개발
* 김치의 수출 촉진, 해외 현지화를 위한 전략 개발

중소 기업지원 : 김치업체 수 956개소(김치산업동향. 2017)
*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ㆍ위탁
* 중소ㆍ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ㆍ지원과 기술 사업화

위생안전 종합서비스
* 시험 검사, 위생안전 분석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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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동 개요
일반동물실험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2등급 연구시설
(미래창조과학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농림축산검역본부)

생물안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동물실험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eanimal.wikim.re.kr)

식품 분야 최초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제11호)
우수동물실험시설 :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인력, 시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시설을
국가공인 연구시설로 지정

세계김치연구소장

안전시설관리팀

실무자

동물실험동운영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자

생물안전위원회

(기술지원 및 자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동물실험동 담당자

동물실험동 담당자

동물실험동 담당자

(장비사용 지원)

(행정 지원)

(동물실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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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이용절차

직접 사용

사전교육

연구장비 활용 신청

접수 및 통보

청구서 발급
의뢰 서비스

062) 610-1828
eanimal@wikim.re.kr

분석 및 시험

장비 검색

분석 및 시험

결과통보

세계김치연구소는 연구장비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공동활용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ZEUS를 통해 공동활용 장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ZEUS를 통한 장비 검색 (http://zeus.go.kr)
동물실험동 홈페이지를 통한 장비 검색 (http://eanimal.wikim.re.kr)
담당자 활용 문의

활용 신청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장비 활용
분석시험 의뢰 또는 연구장비 직접 사용

이용료 납부
기기이용료 납부

결과 수령

이용료 납입 확인 후 결과서 수령
웹다운로드, E-mail, Fax, 우편,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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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동 이용절차

IBC-IACUC

계획서 등록
및
출입등록

사용자(연구자)

동물실험동

이용자 교육이수

이용자 교육

통합심의계획서 심의

통합심의계획서 작성

승인결과 통보

동물실험동 출입등록신청

출입교육

실험동물구입의뢰

공간확인 및 배정

실험동물발주 및 검역

동물구입 및
실험시작

실험개시

실험동물 입고 및
출입허가 통보

실험실 / 수술실 예약

예약관리

실험실 / 공용장비 자용
(사용기록작성)

사용현황파악

동물실험기술지원신청
(필요시)

동물실험기술지원

실험

실험종료 확인

실험종료 및
사용료 정산

사체처리 및
사체처리결과서 제출

사체처리 확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제출

동물실험기술지원료 및
사육관리비 월별정산

이용내역서 수령 및
이용료 납부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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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 연구장비 목록
번호

장비명

위치

1

개별환기 사육시스템

동물사육실

9

사육관리

2

대형멸균기

세정멸균실

9

사육관리

3

랙워셔기

세정멸균실

9

사육관리

4

RO system

기계실

9

환경관리

5

무균동물 사육장치

동물사육실

9

동물사육

6

자동혈구분석기

효능실험실

10

임상병리

7

자동생화학분석기

효능실험실

10

임상병리

8

자동 뇨 분석기

효능실험실

10

임상병리

9

항산화측정기

효능실험실

10

임상병리

10

생체조직 동결절편기

조직병리실

11

조직병리

11

자동염색 및 봉입기

조직병리실

11

조직병리

12

자동면역염색시스템

조직병리실

11

조직병리

13

진동조직절편기

조직병리실

11

조직병리

14

디지털슬라이드스캐너

효능실험실

12

조직병리

15

실험동물다기능행동분석시스템

일반실험실1

12

기능성평가(동물행동)

16

실험동물 행동영상분석장비

일반실험실1

12

기능성평가(동물행동)

17

회전행동 및 선택적 온도 회피 측정 테스트장치

일반실험실1

12

기능성평가(동물행동)

18

로타로드 & 발붓기 & 악력 테스트 장비

일반실험실1

13

기능성평가(신경질환)

19

소동물 호흡대사 분석 시스템

효능실험실

13

기능성평가(대사질환)

20

소동물혈압측정시스템

일반실험실1

13

기능성평가(대사질환)

21

소동물체성분분석기

효능실험실

13

기능성평가(영상의학)

22

생물안전작업대

동물사육실

14

기능성평가(감염질환)

23

실험동물 광학영상기기

일반실험실

14

기능성평가(면역질환)

24

실시간 배양세포 관찰시스템

일반실험실1

14

기능성평가(in vitro)

25

초고속 유세포 자동분석분류기

일반실험실2

14

기능성평가(in vitro)

26

생물학용엑스선조사기

동물사육실

15

기능성평가(피부질환)

27

아토피동물행동모니터링시스템

일반실험실1

15

기능성평가(피부질환)

28

피부측정시스템

일반실험실1

15

기능성평가(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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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SPF 사육시설 (Specific pathogen free animal facility)
개별환기 사육시스템
Individually ventilated cage system
PRE 필터, HEPA 필터로 여과된 청정 공기를 케이지내로 직접 공급하고, PRE
필터와 HEPA 필터 및 Carbon 필터로 여과된 공기를 배출함으로 항상 Cage 안의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
필터 : PRE + HEPA 필터 ㆍ배기 필터 : PRE + HEPA + Carbon 필터

대형멸균기
Autoclave
다양한 상황하에서도 균일한 멸균을 실현하는 자동멸균보정 기능 구비하여 멸균에
대한 신뢰성 높임
Capacity : 2.43㎥
Heat Temperature : 105~134 ℃
Steam Pressure : 0.3~0.4MPa (25A)

랙워셔기
Rackwasher
242개의 분사 구에서 세정액과 세척액이 강력한 힘으로 분사되어 먼지 등을
효율적으로 세척
Capacity : 6.6㎥(6,600ℓ)
Heat Temperature : 50 ~ 90℃

RO system
자동급수에 활용하는 물은 지하수를 RO(Reverse Osmotic Water)수 장치를
활용하여 filter하여 식수로 오는 오염원을 차단
Capacity : 3㎥ 음용수 시스템

무균동물 사육시설 (Germ-free animal facility)
무균동물 사육장치
Germ-free isolator
본 장비는 면역학 연구에 필요한 무균 및 특정 공생 세균 접종 마우스의 실험 및
유지에 필요한 flexible soft-wall Isolator로서, 내부에 멸균 상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일련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음
본 장비는 면역 연구 뿐만 아니라 무균동물 실험을 하는데 최고의 data를 얻을 수
있어서 종양학, 병원균성 질병, 생체대사, 비만, 신경학, 심장학, 독성학, 효능평가
연구, 치매 등 수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적합함
본 장비는 2단 구조의 Frame에 상하 2개의 Isolator가 있고, 총 36개의 cage가
동시에 적재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무균동물 사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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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자동혈구분석기
Auto Hematology Analyzer
혈액 내 존재하는 혈구의 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빈혈, 응고장애, 염증의 유무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검사 장비
23 Parpmater + 5 Diff + 3 Histogram + 1 Scattergram
dog, cat, horse, rat, mouse, pig, monkey and rabbit, +20 self-programmed
animals 의 다양한 동물 검사
검사항목 : WBC, Lym, Mon, Neu, Bas, Eos, Lym%, Mon%, Neu%, Bas%, Eos%, RBC,
HGB, HCT, MCV, MCH, MCHC, RDW-CV, RDW-SD, PLT, MPV,PDW, PCT, 3 Histogram,
1 Scattergram
측정원리 : WBC, RBC, PLT : 전기저항법 Hemoglobin : 비색법(Cyan Free) Flow
Cytometry(FCM), 반도체 Laser scatter, 화학적 염색, 독립Basophil 채널

자동생화학분석기
Automated Dry Chemistry Analyzer
전혈 혈장 혈청 뇨 등의 미량샘플(6~10ul)로 일반생화학 효소 면역학 전해질 검사
General chemistry : ALB BUN Ca CRE DBIL GLU HDL-C IP Mg NH3 TBIL TCHO
TG TP UA or More Equivalence Electrolytes : Na K Cl or More Equivalence
Enzymes : ALP AMYL CHE CKMB CPK GGT GOT/AST GPT/ALT LAP LDH or
More Equivalence
Sample type : Plasma Serum Whole bloodor More Equivalence
Sample volume : Colorimetry 10ul/test or Below Equivalence

자동 뇨 분석기
Automated Urine Analyzer
다량의 실험동물의 뇨 분석(Blood, Nitrite, 우로빌리노겐, 케톤체, creatinine,
백혈구, albumin, pH, 단백, 비중, 빌리루빈, 포도당, Color 및 탁도 등)을 분석
측정속도 : 200 tests / hour 이상
측정항목 : Blood, Bilirubin, Creatinine, UroBilinogen, Ketones, Protein,
Nitrite, Micro-albumin, Glucose, pH, Leukocytes, Ascorbic acid(Vitamin C),
Color S.G(by Refractometer), Clarity(By Turbidimeter).
검체량 : Min. 1.5 ~ 2.0ml
측정 파장 : 630nm, 540nm, 460nm

항산화측정기
Antioxidant Analyzer
생체 및 천연물질, 효소, 화학성분 등의 항산화 반응 측정
Antioxidants and free radicals analyzer
Based on the method of photochemiluminescence
The photochemical excitation of the samples leads to a rate of oxidative reactions
that is up to 100 times higher that those obtained under normal conditions.
Antioxidants measurably reduce the reaction rate. Thus, the retardation of
the reaction allows conclusions to be drawn on the summary content of
antioxidants in the sample.
Sensitivity : Nanomolar concentration
- non-enzymatic antioxidative substances : vitamins C and E, synthetic
antioxidants Trolox,Flavonoids, Ubichinone, BHA and BHT, Uric acid,
Bilirubin enzyme superoxide dismutase(SOD)
- Microgram tenths of the enzyme superoxide dismu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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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생체조직 동결절편기
Freezing Microtome
파라핀 포매과정 없이 절단할 수 있어 조직의 지방을 염색하여 검사할 때 꼭 필요한
장비
500㎛ 조직 절편이 가능함
-35℃까지 온도 제어가 가능하고 샘플크기는 70 x 55 mm 가능
알코올에 녹아 파라핀 블록제작이 불가능한 모든 조직에 이용 가능하며, 일회용
블레이드의 재질은 스틸이고 코팅이 되어 있어 재현성 있는 조직절개가 가능

자동염색 및 봉입기
Autostainer & Coverslipper
실험동물의 조직 세포 배열과 형태학적 변화를 보기 위해 모든 조직절편을 핵과
세포질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H&E(Hematoxylin and Eosin) 염색
슬라이드 염색과 봉입이 통합되어 염색기에서 봉입기로 Robotarm에 의해
슬라이드 랙이 자동으로 이동되므로, 염색 및 봉입의 완전 자동화로 인해 시간 및
노동력이 절감
Number of Reagent station : 18 or more, with lids and handles
Activated carbon filter for xylene : Permanent fume extraction via
activated carbon filter (integrated fume extraction system)

자동면역염색시스템
Fully Automatic IHC & ISH Staining System
동물실험의 조직 및 세포 등을 적출하여 단백질의 발현 양상 및 바이러스의
발현 유무, 유전자의 이상 유무 확인
Develop assays for validation and process more than 30 matrix experiments
in a single run
Slide capacity : more than 30 IHC, ISH, SISH and FITC(IHC) slide positions with
individual temperature control in a single run
Slide drawer : more than 30 independent slide reaction chambers with
dedicated bulk reagent supply lines and individual slide

진동조직절편기
Vibrating microtome
칼날의 진동에 의해서 연질의 표본을 별도 포매과정없이 knife의 진동을 이용하여
얇은 두께 (10～50 microns)로 절편
고정/포매과정이 없기 때문에 표본의 원상태를 유지시켜 주므로 표본관찰이 용이
진폭 : 5 stage 조정 0.2, 0.4, 0.6, 0.8 or 1mm
절편속도 : 0.05 - 5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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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슬라이드스캐너
Digital Slide Scanner
조직 슬라이드를 디지털 자료화하여 Web browser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이 가능
하나 또는 복수의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이미지를 저장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직시료의 병리학적 판단을 위한 모든 연구에 사용이 가능
Motorized 7x H M27 mot. (for up to 4 objectives; 2.5x / 10x / 20x / 40x)
Motorized Z-focus
3200K, RL, TL, toggle switch

실험동물다기능행동분석시스템
Animal Multi-Conditioning System
실험동물(mouse 등)을 대상으로 행동의 이상 여부와 여러 가지 패턴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장비로서 학습, 기억, 감정 변화, 스트레스, 자극 등에 의한 영향과 행동
결과로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
Package 1 : Fear Conditioning
- Parameters include number, time, duration, chronological list of freezing
events according to user defined thresholds and more.
Package 2 : Two-Compartment Paradigm
- Paradigms - active & passive avoidance, place preference, learned
helplessness, latent inhibition, light-dark test
Package 3 : Locomotor Activity / open field
- Around 100 parameters related to movement type, timing and path

실험동물 행동영상분석장비
Animal Behavior Image Analysis System
다양한 실험동물의 행동 패턴의 변화와 움직임, 사회성 등을 장시간으로
촬영하여 그 영상 이미지로 통합적인 분석
Camera connecting kit for VideoMot2
up to 2 animals per arena, unlimited arenas
실험동물의 Body를 3 points 로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기능이
있고 그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저장하여 분석하며, 하나의 카메라로 Multiple
arenas를 동시에 한꺼번에 측정 및 측정 zone 에 제한 받지 않고 다양한 크기의
공간에서 분석이 가능

회전행동 및 선택적 온도 회피 측정 테스트장치
Two-choice thermal
preference test & Rotometer system
GABA, Dopamine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회전행동을
측정하는 장치
동물의 꼬리에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자석을 부착하고 자석의 회전을
측정하여 동물의 회전수를 측정
Cold plate test는 동물의 냉각수용체나 allodynia(이질통)을 측정
Thermal preference는 Hot plate나 Cold plate를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동물의
온도에 의한 선택적인 회피반응, 온도에 의한 통각과민 반응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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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로타로드 & 발붓기 & 악력 테스트 장비
Rotarod & Plethysmometer & Grip strength test
Rota-Rod test 일정하게 돌아가는 회전판 위에 동물을 올려놓고 균형감각과
협응능력을 관찰
파킨슨병, ALS 등과 같은 퇴행성뇌질환 연구에서 신약개발의 운동능력 향상과
같은 효능테스트에 유용
Plethysmometer 동물의 발의 측정
관절염의 발병의 진행여부
Grip Strength Meter는 동물의 앞발 및 뒷발의 악력을 측정
악력은 동물의 운동조절능력과 운동능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
독성물질 테스트, 근육이완 측정, 뇌질환 그리고 노화 연구에 유용

소동물 호흡대사 분석 시스템
Modular system for respiratory metabolism
실험동물의 움직임, 사료 및 음수 섭취량 등의 기초대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소동물을 가스분석 전용케이지 안에 놓고 호흡분석기에 연결 후 장시간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소동물의 산소섭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호흡량
칼로리를 수치와 시그널로 데이터를 측정 및 저장 분석이 가능
Intake Amplifier Resolution : 20 mg (for food and drink)
Experimental Chamber Dimension - Rat/mouse :
259 (D) x 234 (W) x 209 (H) mm
IR FRame : 16 IR beams spaced 15.6mm
Oxygen Sensor : -Measurement Range : 0-100% -Resolution : 0.01% -Linearity
: +/- 0.2% -Noise : +/- 0.03% (20 ms avg.) -Accuracy : +/- 0.2% (24 hours)
Carbon Dioxide Sensor : -Measurement range : 0-10% -Resolution : 0.01%
- Accuracy : < 10% of reading between 5%-10% CO2; <0.3% absolute fro
reading <5% CO2

소동물 혈압측정 시스템
Small animal Non-Invasive Blood Pressure System
소 동물 (RAT, MICE)의 꼬리를 이용하여 비 침습적으로 동물의 혈압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동시에 측정
Measures :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센서가 Photo Electric 센서라서 매우 민감하여 쥐가 어느 일정한 온도에서도
꼬리의 Blood Flow에 빛을 쏴서 감지

소동물체성분분석기
Body Composition Analyzer
마우스, 랫드 등의 실험동물의 whole body fat mass, lean tissue mass, free
water, total body water 등을 마취제를 투여하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로 측정
Max sample Mass : 500grams
Holders : 3 animal holders of custom-defined sizes, typically 500 grams.
Additional holders are available.
Measuring time : 0.5~3.2 minutes, depending on the precision option
NMR방식으로 방사선 피폭 우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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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생물안전작업대
Biological Safety Cabinet
Biological Safety Cabinet Class II, Type A2
Capacity : 2.43㎥
필터효율: > 99.997 % at 0.3 microns
소음도 : < 65 dB(A) (NSF 49 기준)

실험동물 광학영상기기
In Vivo Optical System and X-ray Imager
형광, 레이저의 빛을 이용하여 동물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동물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하는 미량의 발광, 형광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이에 대한
정성 및 정량을 수행이 가능
살아있는 상태에서 mouse, rat, 또는 rabbit의 뼈, 폐, 지방 조직 등을 관찰하며
조영제를 사용하면 혈관, 뇌혈관, kidney, liver 등의 soft tissue 등을 um 단위로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수술과 같은 방법을 거치지 않고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찰이 가능
In vivo Optical imaging chamber
14 excitation filters from 410 nm to 760 nm or 10 excitation filters from
430 nm to 745 nm6 emission wide angle filters 535 nm to 830 nm or 20
emission wide angle filters from 490 nm to 870nm
In vivo X-ray imager
- X-ray source : 20-65kV, 50W or 30-70 kV, 8W
- X-ray detector: flat-panel CMOS sensor, 14-bit or CCD sensor
- Pixel size : 1944 x 1536 or 3072 x 400

실시간 배양세포 관찰시스템
Real-Time Cultured Cell Monitoring System
배양기 도어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설정한 시간 간격과
위치에서 장기간 연속촬영을 통해 관찰
세포를 실시간적으로 관찰하는 장치로써 설정된 시간과 위치에 따라 카메라가
이동되므로, 동일 위치에서 시간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세포의 변화를 영상으로 변환
Resolution : 1.4 Mega Pixels (1392x1040)
Objective Lens : 4x(NA0.2), 10x(NA0.22), 20x (NA0.45)
Fluorescence Light Source
: Blue LED(peak:470mm), Green LED(optional, peak:550nm)

초고속 유세포 자동분석분류기
Ultra High-speed Cytometry Sorter System
정밀한 유체학, 레이저 광학장치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특수 시약과 반응된
각 세포들에 레이저를 통과시켜 그 빛의 양을 측정해 세포 면역학, 분자
생물학, 미생물학적,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각 세포를 선별·분리하는 기기
Can be loaded up to six(6) lasers with up to six spatially separated beam
and laser power out of the fiber optics(all lasers are Class IIIb)
- Blue 488nm Laser 20 mWatt or equiv.
- Red 633nm Laser 18 mWatt or equiv.
- Violet 405nm Laser 50 mWatt or equiv.

Cell Sorting Setup and Performance
- Four(4)-way sorting into the micro-tubes, 12x75mm & 15ml tubes.
- Able to sort discrete number of cell onto 6, 24, 48, 96, 384-well plates, slides

14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장비 공동활용 안내서 II

Equipment
생물학용엑스선조사기
Biological X-Ray Irradiator
실험용 소동물 등을 이용하여 혈청, 혈액의 순혼, 림프구, 세포조직 등의 변화를 연구
다양한 형태의 X선 빔을 원하는 위치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정확한 양을 정밀하게
조사 가능함
조사필터 사용으로 빔의 질을 신속히 다양하게 바꿀 수 있으며, 넓은 조사영역
확보 가능
Raw Beam : Approx. >50 Gy/min at 160kV, 19mA, 30cm SSD
Filtered Beam : Approx. >6.5 Gy/min at 160KV, 19mA, 30cm SSD(Filter=2mm Al)

아토피동물행동모니터링시스템
Animal scratching behavioring monitoring system
실험동물의 발에 삽입된 마그네틱이 코일과 연결되어 피부의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동안 밝의 긁적임 횟수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발생된 주파수 파형을
소프트웨어에서 분석
Automated Monitoring unit for mice 4 set
Analyzing Factors: scratching frequency per specific period, number of
beats, Hz per time interval, etc.
Available Species : rat and mice according to chamber

피부측정시스템
Skin measurement system
경피수분증발량 및 피부홍반, 멜라닌을 측정하여 소프트웨어에서 분석하는 피부
상태 측정 장비
한 개의 장치에서 다양한 피부 측정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피부측정통합
장치로 본체의 4개 단자에 TM300 probe와 MX18 probe 그리고 Ambient
condition Sensor RHT100을 연결할 수 있음
Tewameter TM300 Probe for MDD : 1EA
Mexameter® MX 18 probe : 1EA
Ambient conditon Sensor RHT100 : 1EA
Probe Heater PR100 :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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