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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gs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개발, 발효 및 유통기술,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전통식품인 김치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것이 그 임무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세계 최고수준의 절임류 발효식품 연구기관 육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2008.10.14.)
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김치의 과학적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등 김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하며
김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을 통해 김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등 다양한 김치 응용산업 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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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후 특허 출원 154건, 등록 79건, 논문 295건(SCI(E) 183건),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건 등 연구 성과가
창출되었으며, 중소 중견기업이 주류인 김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생안전성분석센터(T.062-6101800), 중소기업지원실(T.062-671-1379)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김치연구소, 중국 쓰촨성 과
학기술청, 사단법인 대한민국김치협회, 일본식품분석센터 등 42개 기관과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학연
교류의 활성화와 김치산업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는 개방형 기관운영,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창의형 인재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 일류 발효식품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장

하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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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History
2017

2018

0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관부처 변경
10. 24.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

01. 30.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2014

11. 18. 제3 대 하재호 소장 취임

07. 07.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승인

2013

2012

01. 01. 미생물유전자은행 구축
10. 30. 제2대 박완수 소장 취임

05. 04. 김치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 31. 광주 청사 준공 및 이전

2010
01. 01.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공식 설립
02. 10. 초대 박완수 소장 취임
03. 10. 세계김치연구소 개소식(한국식품연구원 내)

2009
09. 15.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입지 선정 보고(농림수산식품부)
12. 23. 산업기술연구회 제132회 정기 이사회 설립 승인

2008
10. 14. 세계 최고 수준의 절임류(발효식품) 연구기관 육성 의결(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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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ummary
설립목적 | Purpose of establishment
● 김치종주국의 위상 제고와 글로벌 김치문화 창진을 위해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김치 산업을 육성·발전
시키는데 기여

임무 | Mission
●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국내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

주요기능 | Main function
김치에 관한 종합적 연구개발
● 김치 우수성의 과학적 구명 연구
● 김치의 원료, 제조공정, 미생물 및 발효, 저장·유통·포장, 위생·안전성 등 고품질 상품김치 생산 기술 개발
●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와 글로벌 김치문화 창진을 위한 연구 사업 수행

김치글로벌화를 위한 연구 사업
● 김치의 수출 촉진, 해외 현지화를 위한 전략 개발, 마케팅 지원 및 홍보
● 김치문화 창진을 위한 정보, 통계, 학술 및 문화자원의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구축·운영

김치관련 응용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지원
● 김치산업(김치제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융합·혁신기술 연구개발
● 김치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중소기업 지원
● 주요 임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술정책 수립 지원 등

Research Equipment Guide

07

Guide to joint use of research equipment

WORLD INSTITUTE OF KIMCHI

연 구 장 비 공 동 활 용 안 내 서

연구장비 사용 이용 절차

Procedures for using research equipment
* 세계김치연구소는 연구장비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공동활용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장비 검색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ZEUS를 통해 공동활용 장비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ZEUS를 통한 장비 검색(http://zeus.go.kr)
- 해당 담당자와 활용 문의

활용 신청

*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장비 활용

* 분석시험 의뢰 또는 연구장비 직접 사용

이용료 납부
결과 수령

* 기기이용료 납부
* 이용료 납입 확인 후 결과서 수령
- 웹다운로드, E-mail, Fax, 우편, 직접 방문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유형

Type of joint use of research equipment
분석시험의뢰
연구장비
직접사용

연구장비 전담운영인력이 신청자에게 의뢰를 받아
* 세계김치연구소의

시험, 분석, 계측 등의 결과(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 세계김치연구소의 연구장비를 신청자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직접 활용하는 서비스

전임상/동물실험 * 세계김치연구소의
동물실험 연구장비를 신청자에게 의뢰를 받아

지원
사육지원, 영상실험, 방사선실험 등의 결과를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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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공동활용 장비 목록

List of equipments for joint use of research equipment
번호

장비명

페이지

1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10

2

가스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 다기능 헤드스페이스 샘플러

11

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FID/TCD)

12

4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DAD)

13

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FLD/RID)

14

6

초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15

7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장치 시스템

16

8

전자동 미생물 동정장비

17

9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 불꽃광도형검출기

18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프시스템 / 전자포획검출기

19

11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 질소인검출기

20

12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 질량분석기

21

13

조섬유분석기

22

14

아미노산분석기

23

15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 분광기

24

16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시스템(HPLC)

25

17

기체크로마토그래프 텐덤질량분석기

26

18

핵산추출용 전자동 원심분리장치

27

19

냄새성분 분석용 전처리장비

28

20

식중독균 신속검사장비

29

21

식품용 전자코 분석장비(센서형)

30

22

미생물 자동 정량장비

31

23

혐기성 배양기

32

24

자동생화학분석기

33

25

자동혈구분석기

34

26

자동 뇨 분석기

35

27

항산화측정기

36

28

자동수은분석기

37

29

용액성분다중분석기

38

30

향패턴분석시스템

39

31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장치시스템

40

32

대용량 자동 핵산 추출장치

41

33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DAD/FL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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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장비명(영문)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ICP-MS)

장비관리번호

4K20120075

제조회사

Perkin Elmer

모델명

NexION 300
1. Sample introduction system
- concentric nebulizer
- cyclonic spray chamber
- minipulse 3-channel peristaltic pump
2. Mass spectrometer
- scan rate : > 5000 amu/s
- mass range : ~ 285 m/z by binary gold metallized ceramic rods
- sensitivity

장비 주요사양

Element
9
Be
24
Mg
115
In
238
U

M cps/mg/L
>3
> 20
> 50
> 40

- detection limits
Element
9
Be
24
Mg
115
In
238
U

<
<
<
<

ng/L
1
1
0.5
0.5

- 생체, 생물, 식품 시료의 미량원소 및 중금속 분석
- AAS나 ICP-OES로 분석하기 어려운 음용수 또는 폐수 중의 중금속 분석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 순수 무기물질내의 불순물 측정
- 무기 및 유기화합물내의 미량원소 분석
- 암석 및 퇴적물 중의 미량 및 희토류 원소 분석
- 강우, 담수 등 자연수 중의 미량원소 분석

시험항목
담당자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황인민, 062-610-1764, imhwang@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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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다기능 헤드스페이스 샘플러
항목
장비명(국문)
장비명(영문)
장비관리번호
제조회사
모델명

내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기-다기능 헤드스페이스 샘플러
Gas Chromatography System / Mass Selective Detector (GC-MSD)
-System MultiPurpose Sampler with DHS option
4K20120143
Agilent Technologies
5975

1. Column oven
- Ambient temperature range : 4 – 450 ℃
- setpoint resolution : 0.1 ℃
2. Inlets (Split/splitless capillary inlet (S/SL))
- maximum temperature : 400 ℃
- total flow setting range : 0 – 200 mL/min N2
장비 주요사양

0 – 1,250 mL/min H2 or He
3. Mass selective detector (MSD)
- Mass range : 1.6 – 1,050 amu or wider
- Scan speed : user selectable up to 20,000 μ/sec or better
- Mass axis stability : ± 0.10 amu over 48 hours or better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김치 및 식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잔류농약, 보존료와 지방산의 분자량, 분자구조
분석 및 특정 성분의 정량 정성 분석하고, SPME, HS, DHS 등 향기성분 분석용도로
사용 가능

수질 또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arbon)에 대한 정성/정량분석 및 식품 및 약품 중의 유기성분 분석
황예슬, 062-610-1750, yshwang89@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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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FID/TCD)
항목
장비명(국문)
장비명(영문)
장비관리번호
제조회사
모델명

내용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
Gas Chromatograph / Flame ionization detector,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GC/FID,TCD)
4K20120142
Agilent Technologies
7890A
1. Column oven
- Ambient temperature range : 4 - 450 ℃
- setpoint resolution : 0.1 ℃

장비 주요사양

2. Inlets (Split/splitless capillary inlet (S/SL))
- maximum temperature : 400 ℃
- total flow setting range : 0 - 200 mL/min N2
0 - 1,250 mL/min H2 or He
3.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 Linearity : > 107 (± 10 %)
- Minimum detectable level : < 1.5 pg C/s
4.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
- Linearity : > 105 (± 5 %)
- Minimum detectable level : 400 pg tridecane/mL with He carrier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휘발성 물질을 분석하는 장비로 다양한 휘발성 복합혼합물
유기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 분석 시 사용되며 다양한 검출기가 개발되어 있어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특성에 맞는 검출기를 선택하여 분석이 가능함. 특히 본 장치에
부착된 FID와 TCD는 원예작물의 수확 후 생리 분석 시 필수항목인 ethylene(FID)과
carbon dioxide(TCD) 측정 시 활용 가능한 장비임. 그 외에도 발암물질로 알려진
ethylene oxide(FID) 분석 methane 및 carbon dioxide(TCD)와 같은 온실가스 분석
ethane propane isobutane N-butane meopentane isopentane(TCD)과 같은 천연가스
분석 시 활용 가능함
메탄올, 보존료(프로피온산)
김성현, 062-610-1739, sh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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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DAD)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

장비명(영문)

Liquid Chromatograph / Diode Array Detector (LC/DAD)

장비관리번호

4K20120101

제조회사
모델명

Agilent Technologies
1260
1. Quaternary Pump
- flow range : 0.2 - 10.0 mL/min
- Flow precision : ≤ 0.07 % RSD
- Flow accuracy : ± 1 % or 10 μL/min

장비 주요사양

2. Injector
-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 4 - 40 ℃
- injection range : 0.1 - 100 μL
- precision : ≤ 0.25 % RSD or SD <10 nL
3. Thermostatted column compartment
-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 4 - 55 ℃
- Temperature accuracy / precision : ± 0.5 ℃ / 0.05 ℃
4. Diode Array Detector (DAD)
- Linearity : > 2.0 AU at 265 nm
- Light source : Deuterium
- Wavelength range : 190 - 640 nm (± 1 nm accuracy)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원리에 따라 단백질 또는 핵산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케일로 분리 정제 및 정량하는 시스템으로서 생리활성물질 잔류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기임. 식품 생체성분 천연물 유기합성물 등의
고순도 정제나 물질 확인 가능하며 생명공학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비타민C, 비타민B, 유기산
박보연, 062-610-1848, boyeonpark@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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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FLD/RID)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시스템

장비명(영문)

Liquid Chromatograph / Fluorescence Detector, Refractive Index Detector (LC/
FLD,RID)

장비관리번호

4k20120102

제조회사
모델명

Agilent Technologies
1260
1. Quaternary Pump
- flow range : 0.2 - 10.0 mL/min
- Flow precision : ≤ 0.07 % RSD
- Flow accuracy : ± 1% or 10 μL/min
2. Injector
-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 4 - 40 ℃
- injection range : 0.1 - 100 μL
- precision : ≤ 0.25 % RSD or SD < 10 nL

장비 주요사양

3. Thermostatted column compartment
-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 4 - 55 ℃
- Temperature accuracy/ precision : ± 0.5 ℃ / 0.05 ℃
4. Fluorescence Detector (FLD)
- range : 200 - 1200 nm
- Bandwidth : 20 nm
- concave holographic grating
- Repeatability/Accuracy : ± 0.2 nm / ± 0.3 nm
5. Refractive Index Detector (RID)
- Refractive index range : 1.00 - 1.75 RIU
- Measurement range : ± 600 x 10-6 RIU
- Short term noise : < ± 1.25 x 10-9 RIU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혼합물의 시료를 각각의 성분으로 분리하거나 물질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사용되어지며 비교적 분자량이 크거나 비휘발성인 시료의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분석기기로 김치의 유리당, 캡사이신, 기타성분 등 분석이 가능함
유리당
송혜연, 062-610-1767, danbihy@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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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초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초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명(영문)

Ultra High-speed Liquid Chromatography

장비관리번호

4K20120107

제조회사
모델명

Hitachi
L-2000U Series
1. High Pressure gradient Pump system
- Solution sending system : 2-linked plunger reciprocating pump system
- Number of Solvents : Total 6 solvent optionally or more
- Built-in 4 channel degasser
- Operating Flow Rate Range : 0.001 to 5.000 mL/min. or wider in 0.001 mL increments
- Maximum Operating Pressure : 60Mpa or more
- Flow rate accuracy : ± 1 % or less

장비 주요사양

2. Autosampler with Cooling unit (1 to 45°C)
- Number of Samples : 1.5 mL x 200 (standard) or more
3. Column oven
- Column Temperature setting range : 1 to 85°C or more
- Temperature cooling control : up to ambient -15 °C or less
- Column Temperature accuracy : ± 0.1 °C
4. Diode Array Detector
- Light Source : D2 Lamp W Hg
- Wavelength Range : 190 ~ 900 nm or more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식품 천연물 의약품 시료 중의 열에 민감함 비타민, 당, 아미노산, 단백질과 같은 성분
분석과 비휘발성 유기화합물에서 원하는 성분만 선택적으로 분리가 가능함
기존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비해 감도가 높고 분리성능이 뛰어나 각종 유기 물질
분석과 이온성 화합물 UV 유도체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용이함

유기화합물의 정량 및 김치에 함유된 보존료 등 유해물질의 동시분석이 가능하고,
김치의 원/부재료 중 함유된 고추의 캡사이신, 유기산 등의 성분 분석이 가능
이해원, 062-610-1762, lhw0875@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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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장치 시스템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장치 시스템

장비명(영문)

Real Time-Polymerase Chain Reaction System (RT-PCR)

장비관리번호

4K20130166

제조회사
모델명

Applied Biosystems
7500 Fast Real Time PCR System

장비 주요사양

1. Main Body (Real Time PCR System)
- Available assay
a. Fluorogenic 5' Nuclease Assay
b. TaqMan MGB Assay ③ Double-stranded DNA Binding Dye SYBR Green I
2. Built-in Thermal Cycler
- Dynamic range : 9 logs of linear dynamic range
- Quantative PCR run time : faster than 35 min(96 well sample)
- Heating and cooling device : Peltier device
- Temperature range : 4.0∼99.0℃
3. Optics
- Detecting device : CCD
- Filter set : Fluorescence detection via a 5 position filter wheel
4. Excitation light source : Tungsten-halogen lamp
5. Ex/Em filter : 5 filter sets
6. System performance
- Real time throughput : Over 1,500 sample wells per day with 96-well fast block
configuration and standard thermal cycling protocol.
- End point throughput : Over 3,000 sample wells scan with 96-well fast block
configuration (automated mode)
7. Calibrations of Optic
- The system can detect multiplex dyes in same well
- The system can normalize samples to account for small variations in pipetting
volume, using passive Reference dye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식품 등 실시간 위해미생물 등 분석

시험항목

담당자

- Bacillus cereus,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Leuconostoc lactis, Yersinia enterocolitica, Salmonella species, Vibrio
parahaemolyticus etc.
김수지, 062-610-1740, sjkim@wikim.re.kr

016 Kimchi culture and fermentation science

www.wikim.re.kr

8. 전자동 미생물 동정장비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전자동 미생물 동정장비

장비명(영문)

Automated ID / AST System

장비관리번호

4K20130189

제조회사
모델명

Bio-rad
Phoenix 100

1. Time for analysis : 2 minutes per a sample
장비 주요사양

2. The available range for mass analysis : 1 - 500 kDa
3. Capacity : 192 tests/run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식품 등의 다양한 미생물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G
 ram (+) : Bacillus cereus,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Leuconostoc lactis etc.
-G
 ram (-) : Yersinia enterocolitica, Salmonella species, Vibrio
parahaemolyticus etc.
김수지, 062-610-1740, sj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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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 불꽃광도형검출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 불꽃광도형검출기

장비명(영문)

Gas Chromatography / Flame Photometric Detector (GC/FPD)

장비관리번호

4K20130179, 4K20130180

제조회사
모델명

Agilent Technologies
7890B GC

1. Agilent 7890B GC mainframe
- Flow range : 0.001 to 10.0 mL/min
- Flow precision : < 0.3 % RSD (typically < 0.15 % RSD)

장비 주요사양

2. S/SL capillary Inlet
- Sample capacity : 100 × 2 mL vials in 1 tray
- Injection volume : 0.1 - 100 μL injection range
3. Flame Photometric Detector Plus (FPD+)
- Minimum detectable level (for tridecane) : < 45 fg P/s, < 2.5 pg S/s
- Linear dynamic range : > 103 S, 104 P (± 10%).
4. Automatic Liquid Sampler
- Detection type : Deflection method
- Short-term noise : ± 2.5 × 10-9 RIU
- Drift : 200 x 10-9 RIU/h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 기체나 액체 시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성분별로 분리하여 그 양을 측정
- 각종 휘발성 물질의 분리 및 정성 / 정량분석
유기황계 농약분석
김성현, 062-610-1739, sh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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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스크로마토그래프시스템 / 전자포획검출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가스크로마토그래프시스템 / 전자포획검출기

장비명(영문)

Gas Chromatography / Electron Capture Detector (GC/ECD)

장비관리번호

4K20130162

제조회사
모델명

Agilent Technologies
7890B GC

1. Agilent 7890B GC mainframe
- Flow range : 0.001 to 10.0 mL/min
- Flow precision : < 0.3 % RSD (typically <0.15 % RSD)
2. S/SL capillary Inlet
- Sample capacity : 100 × 2 mL vials in 1 tray
- Injection volume : 0.1 - 100 μL injection range
장비 주요사양

3. Micro-Electron Capture Detector
- Minimum detectable level : < 4.4 fg/mL lindane
- Linear dynamic range : > 5 x 104 with lindane
4. Automatic Liquid Sampler
- Detection type : Deflection method
- Short-term noise : ± 2.5 × 10-9 RIU
- Drift : 200 x 10-9 RIU/h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할로겐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하는 장비로 분석시료의 극성과 컬럼 내부물질의 극성차이로
화합물을 분리하여 정성/정량 분석
유기염소계 농약분석
김성현, 062-610-1739, sh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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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 질소인검출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 질소인검출기

장비명(영문)

Gas Chromatography / Nitrogen Phosphorus Detector (GC/NPD)

장비관리번호

4K20130167

제조회사
모델명

Agilent Technologies
7890B GC

1. A gilent 7890B GC mainframe
- Flow range : 0.001 to 10.0 mL/min
- Flow precision : < 0.3 % RSD (typically <0.15 % RSD)
2. S /SL capillary Inlet
- Sample capacity : 100 × 2 mL vials in 1 tray
- Injection volume : 0.1 - 100 μL injection range
장비 주요사양

3. N itrogen Phosphorus Detector
- M
 inimum detectable level : < 0.08 pg N/s, < 0.01 pg P/s with azobenzene
/ malathion / octadecane mixture with Blos bead
- Linear dynamic range : >10 5
4. A utomatic Liquid Sampler
- Detection type : Deflection method
- Short-term noise : ± 2.5 × 10 -9 RIU
- Drift : 200 x 10 -9 RIU/h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질소 또는 인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하는 장비로 식품 및 환경분야에서 잔류농약 검출에
활용
유기인계 농약분석
김성현, 062-610-1739, sh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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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질량분석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 질량분석기

장비명(영문)

Gas Chromatography / Mass Selective Detector (GC/MSD)

장비관리번호

4K20130191

제조회사
모델명

Agilent Technologies
5977A Series GC/MSD System

1. Agilent 7890B GC mainframe
- Flow range : 0.001 to 10.0 mL/min
- Flow precision : < 0.3 % RSD (typically <0.15 % RSD)
2. S/SL capillary Inlet
- Sample capacity : 100 × 2 mL vials in 1 tray
- Injection volume : 0.1 - 100 μl injection range

장비 주요사양

3. Mass selective detector (MSD)
- Mass range : 1.6 to 1,050 amu or wider
- Scan speed : user selectable up to 20,000 μ/sec or better
- Mass axis stability : ±0.10 amu over 48 hours or better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김치 및 식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잔류농약 보존료 지방산의 분자량과 분자구조 분석
및 특정 성분의 정량 정성 분석하고, SPME HS 등 향기성분 분석용도로 사용이 가능

시험항목
담당자

복합적인 매트릭스에 미량 수준 존재하는 휘발성 및 준 휘발성 화합물 분석가능
황예슬, 062-610-1750, yshwang89@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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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섬유분석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조섬유분석기

장비명(영문)

Automatic Fiber Determination System

장비관리번호

4K20130171

제조회사
모델명

Foss
Fibertec 2010

1. Sample size : 0.5 - 3 g
2. Measuring range : 0.1% - 100%
장비 주요사양

3. Capacity per batch : Up to 6 samples simultaneously
4. Capacity per day : Up to 36 analyses
5. Repeatability : ± 1 % relative at 5 - 30 % fibre level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농산물 및 식품 중 조섬유 분석
조섬유
황인민, 062-610-1764, imhwang@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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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미노산분석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아미노산분석기

장비명(영문)

High Speed Amino Acid Analyzer

장비관리번호

4K20130170

제조회사

Hitachi

모델명

L-8900

1. 구성아미노산 분석 : 30 분 이하, 유리아미노산 분석 : 110 분 이하
2. 검출한계 : 3 pmol (S/N = 2 Asp) 보다 낮음
3. 암모니아 필터 컬럼 채용(이온교환 컬럼)
4. 유량범위 : 0.001 mL to 0.999 mL/min
장비 주요사양

5. 최대 압력 : 20 Mpa
6. 자동시료주입 장치 내장(온도 조절 가능)
7. 200개 샘플 연속 분석 가능
8. Reaction 온도 설정 범위 : 50 to 140 ℃(in 1 ℃ 간격)
9. 검출기 파장 선택 : 570 - 440 nm / 셀 용량 : 8 μL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생물체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화학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을 전자동으로
짧은 시간 내에 고감도 고성능으로 검출 분석(정성분석 정량분석)하는 기기로써, 생물화학
의약품 연구개발 유전공학 생화학 등 바이오 테크놀로지 분야와 특히 생물체의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 연구에 활용
식품 제약 및 화학제품 시료 중의 구성 아미노산 18종과 유리아미노산 53종
고속분석이 가능
송혜연, 062-610-1767, danbihy@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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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 분광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 분광기

장비명(영문)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n Spectrometer

장비관리번호

4K20130184

제조회사

Perkin Elmer

모델명

OPTIMA 8000

1. Sample introduction system
- concentric nebulizer
- cyclonic spray chamber
- minipulse 3-channel peristaltic pump
장비 주요사양

2. spectrometer
- UV-sensitive, dual backside-illuminated Charge-Coupled Device (CCD) array
detector, Dynamic Wavelength Stabilization
- spectral range : 165 - 900 nm
- resolution : < 0.009 nm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 생체, 생물, 식품 시료의 무기원소 분석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
- 무기 및 유기화합물내의 미량 및 주성분 원소의 정량 분석

시험항목
담당자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등 미네랄
황인민, 062-610-1764, imhwang@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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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시스템(HPLC)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시스템(HPLC)

장비명(영문)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장비관리번호

4K20140034

제조회사
모델명

Hitachi
5000 Chromaster

1. Dual plunger reciprocating pump system
- flow range : 1 - 5000 mL/min
- Maximum operating pressures : 60 MPa (1 - 2,500 mL/min)
2. autosampler
- sample injection system : loop injection method
- injection range : 175 μL

장비 주요사양

3. column oven
- ambient operating temperature : 1 - 85 ℃
- Temperature accuracy : ± 1 ℃
4. diode array detector (DAD)
- range : 190 - 900 nm
- Light source : D2 lamp, W lamp, Hg lamp
5. fluorescence detector (FLD)
- range : Ex 200 - 850 nm; Em 250 - 900 nm
- wavelength accuracy : ± 3 nm
- Light source : Xe lamp, Hg lamp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복잡한 혼합물을 구성하는 유사한 성분을 분리 흡착 및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장치로써
고성능의 분리관과 송액펌프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성분을 분취하여 다른
장비에 응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지 성분의 정성 정량에 이용됨
유기화합물의 정량 및 김치에 함유된 보존료 등 유해물질의 동시분석이 가능하고,
김치의 원/부재료 중 함유된 고추의 캡사이신, 유기산 등의 성분 분석이 가능
김성현, 062-610-1739, sh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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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체크로마토그래프 텐덤질량분석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기체크로마토그래프 텐덤질량분석기

장비명(영문)

Gas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er

장비관리번호

4K20140105

제조회사
모델명

Agilent Technologies
7000
1. Column oven
- Ambient temperature range : 4 - 450 ℃
- setpoint resolution : 0.1 ℃
2. Inlets (Split/splitless capillary inlet (S/SL))
- maximum temperature : 400 ℃
- total flow setting range : 0 - 200 mL/min N2
0 - 1,250 mL/min H2 or He

장비 주요사양

3. Triple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 Linearity : > 106
- Scan rate : up to 6,250 u/s
- MRM speed : 500 transitions/s
- Minimum MRM dwell : 1 msec

(GC/MSMS)

(Total Ion Chromatogram)

(MS Ion Chromatogram)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환
 경 식품 생체 시료 등 매트릭스가 복잡한 시료 중 극미량 성분을 정확히 분석하여
검출 가능한, 고감도 정량분석을 위한 장비
-다
 중반응모니터링(MRM) 분석법을
통하여 분석 목적 성분과 매트릭스가 동일한
1
관심 전구이온(부모이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분석 목적성분만이 갖는 고유한
생성이온을 선택적으로 검출하여 고감도 정량 가능
MRM분석법을 이용한 분자량 500미만의 유기물질의 정성/정량 분석. 환경/식품 중
유해물질 등 극미량 성분(잔류농약 등)에 대한 스크리닝이나 정량분석에 이용
황예슬, 062-610-1750, yshwang89@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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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핵산추출용 전자동 원심분리장치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핵산추출용 전자동 원심분리장치

장비명(영문)

Automated Centrifugal DNA/RNA Extractor (QIAcube)

장비관리번호

4K20140197

제조회사

Qiagen

모델명

QIAcube

1. Operating temperature: 18 - 28℃ (64.4 - 82.4℉)
2. Humidity: Relative humidity of 10~75% (non-condensing)
3. Storage temperature: 15℃ to 30℃ (59℉ to 86℉) in manufacturer’s package
4. Pipetting system: Syringe size 1 ml, Pipetting range 5-900 μl
장비 주요사양

5. Centrifuge: 12,000 x g maximum, Swing-out rotor maximum 45°, 12 rotor positions
6. Shaker: Speed 100-2000 rpm, Amplitude 2mm, Heating range of room
temperature to 70℃ (158℉), Ramp-up time of <5 minutes from room
temperature to 55℃ (±3℃)
7. Capacity: Up to 12 samples per run
8. Touchscreen: Transmissive TFT, 64 x 86 x 6.5, white LED backlight, high
brightnessv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식품 등의 DNA/RNA/Protein 자동 추출을 통한 분자생물학 기초연구 등
유산균, 식중독균 9종, 노로바이러스 등
김수지, 062-610-1740, sj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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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냄새성분분석용 전처리장비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냄새성분 분석용 전처리장비

장비명(영문)

MPS2, Multipurpose Sampler

장비관리번호

4K20140219

제조회사
모델명

Gerstel
GC-GC/MS analysis

1. Sample volume: max. 10 mL in 20 mL headspace vials
2. Adsorbent tubes temperature : 20 - 70 ℃
3. Cooling option : peltier cooling UPC
4. Incubation temperature : 30 - 200 ℃
장비 주요사양

5. Transfer temperature : max. 150 ℃
6. Agitation speed : 250 - 15000 rpm
7. Gases : He, N2
8. Gas purge volume : max. 100 liters
9. Gas flow : 5 - 100 mL/min, controlled by a mass flow controller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가스크로마토 그래피에 장착되어 시료 전처리와 주입을 자동으로 하는 오토샘플러이며,
시료 전처리에 맞는 모듈들을 선택하여 기본 액상주입, 헤드스페이스, 고체상 미량추출법,
다이나믹 헤드스페이스, 고체상 추출법의 넓은 범위에서 활용 가능

시험항목

시료 전처리 (액상주입, 헤드스페이스, 고체상 미량추출, 다이나믹 헤드스페이스, 고체상
추출)

담당자

황인민, 062-610-1764, imhwang@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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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식중독균 신속검사장비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식중독균 신속검사장비

장비명(영문)

Automated Food-borne pathogen screening System

장비관리번호

4K20140217

제조회사
모델명

Biomerieux
VIDAS

1. Principle : Enzyme Linked Florescent Assay (ELFA) for food pathogen detection
2. Capacity : 30 test/run, 300 test/day

장비 주요사양

3. Test parameter :
- Salmonella spp.
- Listeria spp.
- E.coli O157(H7 including)
- Campylobacter spp.
4. Time to result : 30min - 30min after pre-treatment(enrichment)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식품 등의 위해세균에 대한 신속 검사
Salmonella spp., Listeria spp., E.coli O157(H7 including), Campylobacter spp.
김수지, 062-610-1740, sj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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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품용 전자코 분석장비(센서형)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식품용 전자코 분석장비(센서형)

장비명(영문)

Electronic nose for food analysis equipment

장비관리번호

4K20140227

제조회사
모델명

장비 주요사양

Alpha Mos
RQ Box

1. RQ Box : Air quality box
- combination of 3 detection technologies : 3 metal oxide sensors(MOS)
- 1 photo ionization detector(PID) - VOC : 0 - 22 ppm or 0 - 2000 oom
- H2S : 0 - 75ppm - NH3 : 0 - 100 ppm
2. DND : ‘Dry and Dilute’ sampling system
- dust filter
- drying fuction
- fixed dilution rate : 1/10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음식 및 음료분야에서 품질관리에 많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의료 검진용, 오염물질 및
가스 누출 검색, 화훼분야에서 향기의 강약을 구분하거나 패턴을 분석하는데에 활용
악취 분석
김성현, 062-610-1739, sh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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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생물 자동 정량장비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미생물 자동 정량장비

장비명(영문)

Automated Microbial Enumeration system

장비관리번호

4K20140238

제조회사
모델명

Biomerieux
Tempo

위생지표미생물을 24~72시간 이내에 자동계수

장비 주요사양

1. Sample Filler(Sealer included)
- Including functions for :
a. Filling inoculum into card
b. Sealing test card
- Vacuum Filler Chamber :
a. Capacity 1 tray/ 6 cards once
b. Vacuum pressure 6 kPa(max)
- Sealer : Mechanical
2. Sample Reader
- Reading Chamber : U
 V fluorescence reading (Low pressure mercury discharge
lamp) Capacity 1 tray/ 20 cards at once
- Reader tray : 12 incubation/reading rack included, Tray capacity : 20 test cards
/ tray, Reading time : less than 5 minutes / tray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식품 및 환경에 존재하는 일반세균수 등 위생지표미생물 및 유산균 등 자동계수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장내세균, 포도상구균, 유산균, 효모 / 곰팡이
김수지, 062-610-1740, sj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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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혐기성 배양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혐기성 배양기

장비명(영문)

Anaerobic Chamber

장비관리번호

4K20140236

제조회사
모델명

Shellab
Bactron 600

Microprocessor Control이 있어 챔버 내의 혐기상태를 자동조절 가능

1. Microprocessor Control이 있어 챔버 내의 혐기상태를 자동조절 가능
2. Transfer Box나 소매를 통해 검사용품을 챔버로 옮길 수 있어 편리
장비 주요사양

3. 챔버 내의 온도 및 압력, 혐기상태를 자동으로 조절
4. 가스누출 감지장치가 있어 안전
5. 건조제가 필요치 않음
6. 가스소모량 효율 타원
7. 파트별 소모품 및 기계부품 구입이 가능하여 유지관리가 경제적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혐기성 미생물의 배양 및 작업
Clostridium perfringens, Lactic acid bacteria etc
노성운, 062-610-1778, swroh@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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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동생화학분석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자동생화학분석기

장비명(영문)

Automated Dry Chemistry Analyzer

장비관리번호

4K20130178

제조회사
모델명

Fuji Film
DRI-CHEM 700i

1. Mg, NH3, CRP, Hb 등을 포함하여 29항목의 검사가 가능
2. 처리속도 : 시간당 190 Test
장비 주요사양

3. QC Card를 사용함으로 별도의 Calibration이 필요 없음
4. Sample type : Plasma, Serum, Whole blood
4. Sample volume : 6~10ul/test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실험동물의 전혈, 혈장, 혈청, 뇨 Sample 중의 일반생화학, 효소, 면역학, 전해질 성분
등을 분석하는 장비로써, 간기능, 신장기능, 심장기능 등을 검사하는데 사용
·미량의 샘플(6~10ul)만이 필요함으로 많은 양의 샘플을 얻기 어려운 실험동물 검사에
매우 유용한 장비

시험항목

Genenal Chemistry(ALB, BUN, Ca, CRE, DBIL, GLU, IP, Mg, NH3, TBIL, TCHO, TG,
TP, UA), Enzyme(ALP, AMYL, CHE, CPK, GGT, GOT/AST, GPT/ALT, LAP, LDH),
면역(CRP), 전해질(NA,K,CL) 검사

담당자

오영준, 062-610-1770, yjoh@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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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동혈구분석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자동혈구분석기

장비명(영문)

Auto Hematology Analyzer

장비관리번호

4K20130201

제조회사
모델명

mindray
BC-5300

1. 23가지 항목, 3 히스토그램, 1 산포도 분석능력을 가진 5디프(Diff) 혈액학 분석기
2. 측정원리

장비 주요사양

- WBC, RBC, PLT : 전기저항법
- Hemoglobin : 비색법(Cyan Free)
- Flow Cytometry(FCM), 반도체 Laser scatter, 화학적 염색법, 독립 Basophil 채널
3. Sample volume : 20ul
4. 처리속도 : 시간당 60ul
5. 측정모드 : 전혈모드, 사전희석모드
6. 저장능력 : 40,000 검체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혈
 액 내 존재하는 혈구의 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빈혈, 응고장애, 염증의 유무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혈구검사 가능
- dog, cat, horse, rat, mouse, pig, monkey and rabbit, +20 self-programmed animals
의 다양한 동물 검사 가능

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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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그램,
1 스캐터그램

담당자

오영준, 062-610-1770, yjoh@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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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동 뇨 분석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자동 뇨 분석기

장비명(영문)

Automated Urine Analyzer

장비관리번호

4K20150036

제조회사
모델명

영동제약
uriscan super

1. 뇨 중 고형물질을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그 농도를 검사하는 자동화 기기
2. 13개 항목 자동검사 가능
3. RFID 태그를 통한 LOT 번호와 시약유효기간 자동 입력
4. 액상 감지 기능 내장으로 인한 샘플 분주 및 전처리 시간 단축
5. 바코드 판독기 내장으로 샘플 ID 판독의 정확성
장비 주요사양

6. 디지털 컬러 카메라가 컬러를 측정하므로 결과의 정확성이 높음
7. 처리속도 : 시간당 최대 240검체
8. STAT 검사 : 가능
9. 검체장착 용량 : 한번에 200검체(10tubes per rack) 장착 가능
10. Sample volume : 1.5 ~ 2.0 ml
11. 측정 파장 : 630nm, 540nm, 460nm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 다양한 질환(당뇨, 비만, 고혈압, 신장질환 등)의 동물실험 분야에 활용
- 한 번에 다량의 샘플에서 단백, 비중, 빌리루빈, 포도당, Color 및 탁도 등 13개 항목
검사가 가능
Blood, Bilirubin, Creatinine, UroBilinogen, Ketones, Protein, Nitrite, Micro-albumin,
Glucose, pH, Leukocytes, Ascorbic acid(Vitamin C), Color S.G(by Refractometer),
Clarity(By Turbidimeter)
오영준, 062-610-1770, yjoh@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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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항산화측정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항산화측정기

장비명(영문)

Antioxidant Analyzer

장비관리번호

4K20150137

제조회사

Analytik Jena

모델명

PHOTOCHEM

1. Antioxidants and free radicals analyzer system
- Based on the method of photochemiluminescence
-T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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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주요사양

-A
 ntioxi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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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vailable test kit
- Integral antioxidative capacity of water-soluble substances : ACW kit
- Integral antioxidative capacity of lipid-soluble substances : ACL kit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항
 수용성 및 지용성 천연물질, 화학성분 등 다양한 화합물에 대하여 항산화활성
측정 가능
- 동물의 혈액 등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반응의 변화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
- 동물, 식물, 인간의 생로병사 연구에 사용
(가축 및 인간의 질병, 스트레스, 건강 추이 등 연구 가능)
지용성 또는 수용성 물질의 항산화능 측정
이지은, 062-610-1771, leejieun@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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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동수은분석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자동수은분석기

장비명(영문)

Automatic Mercury Analyzer

장비관리번호

4K20130168

제조회사

Milestone

모델명

DMA-80

1. Type :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2. Mercury Detection system : Single beam spectrometer
3. Detector : silicon UV photodetector
장비 주요사양

4. Wavelength : 253.65nm
5. Interference filter : 9nm band width interference filter
6. Working range : (with automatic switch over) : 0~1500ng Hg
7. Detection limit : 0.005ng Hg
8. Reproducibility : less than 1.5%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식품, 토양, 비료, 하수, 생물체 소변 등 고체 및 액체시료의 수은 오염 정도를 측정하여
환경 분석 및 평가에 활용 가능함

수은
황인민, 062-610-1764, imhwang@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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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용액성분다중분석기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용액성분다중분석기

장비명(영문)

Electronic Tongue System

장비관리번호

4K20130150

제조회사
모델명

Alpha Mos
Astree II

1. Sensor Array System
- Sensor board
- Kinds of Sensor : ChemFET or Inert metal sensor
- Reference electrode : Platinum electrode or Ag/AgCL electrode
장비 주요사양
2. Liquid Sensor Carrousel
- Carrousel Capacity : more than 12ea
- Sample Volume : less than 80ml
- Robotic sensor head designed for liquid sensors
- Individual connections for each sensors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

음식, 음료, 화장품, 생활용품 등 전 분야에서 활용 가능
석유화학 : 가스 오일의 냄새와 독성물질 첨가제의 성분 누출 감지
제약 : 잔류용제 크리닝룸의 작업관리 효율
공정관리 : 발효 중합반응 롯트별 제품의 실시간 조절
환경 : 음용수, 폐수, 대기, 토양
기타 : 기준제품과의 완제품 비교 냄새강도의 정량 패널분석과의 상관관계 연구

식품시료에 대한 시료간의 상대적 맛의 패턴 변화
이희민, 062-610-1759, hmlee@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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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향패턴분석시스템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향패턴분석시스템

장비명(영문)

Flavor Pattern Analysis System

장비관리번호

4K20130151

제조회사

Alpha Mos

모델명

Heracles II

- Column : Dual channel (2ea)
장비 주요사양

- Detector : Dual channel (2ea)
- Data Analysis 및 패턴인식 방식 : PCA DFA SIMCA PLS Shelf Life
- 주입 방식 : Liquid & Gas Injection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GC기반의 분석장비로 시료간의 냄새성분을 비교분석하여, 식품의 품질관리에
활용 가능함
복잡한 향기(odors) / 방향성분(aroma compounds) 및
대부분의 기화성 물질(volatile compounds)을 분석 인식 동정
황예슬, 062-610-1750, yshwang@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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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장치시스템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장치시스템

장비명(영문)

Real time PCR system

장비관리번호

4K20150114

제조회사
모델명

Applied Biosystems
7500 Fast Real Time PCR System
1. Available assay
- Fluorogenic 5' Nuclease Assay, TaqMan MGB Assay, Double-stranded DNA
Binding Dye SYBR Green I
2. Built-in Thermal Cycler
- Dynamic range : 9 logs of linear dynamic range
- Quantative PCR run time : faster than 35 min(96 well sample)
- Heating and cooling device : Peltier device
- Temperature range : 4.0∼99.0℃

장비 주요사양

3. Optics
- Detecting device : CCD
- Filter set : Fluorescence detection via a 5 position filter wheel
4. Excitation light source : Tungsten-halogen lamp
5. Ex/Em filter : 5 filter sets
6. System performance
- Real time throughput : Over 1,500 sample wells per day with 96-well fast block
configuration and standard thermal cycling protocol.
- End point throughput : Over 3,000 sample wells scan with 96-well fast block
configuration(automated mode)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형광표지 물질 등을 응용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는 Target DNA/RNA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Realtime DNA/RNA Quantitation) 가능
- 물질의 유전자 발현 해석, 재조합 유전자 분석
- 식중독 바이러스나 위해미생물 검출
이희민, 062-610-1759, hmlee@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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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용량 자동 핵산 추출장치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대용량 자동 핵산 추출장치

장비명(영문)

Mass Automated DNA/RNA Extractor

장비관리번호

4K20150168

제조회사
모델명

Qiagen
QIAcube HT

1. Power of mainbody & vacuum : 100-240V(50-60Hz, 250VA)
2. Dimensions : 500mm x 400mm x 600mm
장비 주요사양

3. Operational temperature : 15 - 35°C
4. Operational humidity : Relative humidity of 40 - 70%
5. Place of operation : For indoor use only
6. Storage temperature : Air temperature 15 - 30°C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시료 내에 존재하는 Target 미생물의 DNA/RNA 대용량 추출 가능

- 핵산 추출
- 위해미생물 분석
김수지, 062-610-1740, sjkim@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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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DAD/FLD)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DAD/FLD)

장비명(영문)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

장비관리번호

4K20150225

제조회사
모델명

Agilent Technologies
1260

1. 고압 혼합방식의 4용매 혼합펌프
- 정밀성 상대표준편차 0.07% 미만, 지연부피 변경 가능 구조

장비 주요사양

2. 자동시료주입기
- 샘플 루프 교체 없이 광범위 정밀성 유지가 가능한 통합유로 니들 디자인
- 정밀성 상대표준편차 0.25% 미만 (5 - 100 uL)
- 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 Max-light cartridge 또는 light-guide 흐름 셀, 노이즈 3x10
uAU 이하

장비 활용용도
활용 분야

시험항목
담당자

식품뿐만 아니라 생체성분, 천연물, 유기합성물 등의 고순도 정제나 물질 확인이 가능하여
생명공학,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

- 유리당, 유기산 등
- 고감도의 물질 정량 분석, 혼합된 시료성분에서 단일 성분 분리
박보연, 062-610-1848, boyeonpark@wikim.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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