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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Share 이용 상담 문의 │ 031-280-5232 /  jicho@woojungbio.kr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3-8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B4층

사이트 이용/동물구매 매뉴얼

https://iacuc.woojungbio.kr/

VivaShare 신청방법1 2-4 page

VivaShare 도면보기2 5 page

사육실(격리실) 신청방법3 6-7 page

사육실(공용룸) 신청방법4 8-9 page

세포배양실 신청방법8 Comingsoon

실험실/이미징실 신청방법6 12-15 page

우정바이오는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동물실험 수행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합니다.

또한, 우수동물실험 시설 인증 기관으로서 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는 세계 최고의 실험동물 전문 진단기업 QM dianostics와 함께합니다.

In vivo 실험토탈서비스란?

▶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에 구축된 최첨단 Vivarium 시설,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약·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에 필요한 in vivo 시험의 모든 것에 대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IACUC 관리감독 하에

과학적인 실험동물 사육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최첨단 사육실 & 실험실

대여 서비스

VivaShare®

사육실 대여

유전자변형마우스의

자연교배 혹은 IVF를 통해

실험 개체를 확보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서비스

=

Colony Expansion Service

Breeding Lab

번식 서비스

신약 후보물질의

유효성 평가 시험,

프로젝트 관리,

동물실험 기술 지원,

BSL-3 감염 실험,

마이크로바이옴 실험

CRO

시험 서비스

동물 구매/반입 신청방법7 16-17 page

작업대 신청방법9 Coming soon

사육실(전용룸) 신청방법5 10-11 page

mailto:mklee@woojungbio.kr
mailto:jicho@woojungbio.kr
http://iacuc.woojungbio.kr/viva
https://iacuc.woojungbio.kr/


VivaShare 신청방법

교육프로그램 동물실험계획서 VivaShare         온라인신청서 게시판

①

②

https://iacuc.woojungbio.kr/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Vivashare 메뉴 클릭

https://iacuc.woojungbio.kr/


VivaShare 신청방법

1. “Vivashare” 신청 클릭

2. 약관 확인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3. 환불규정 확인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4. “신청하기 “ 클릭

①

③

②

④

※ 비고

- 비회원은 신청 불가하므로 로그인 必



VivaShare 신청방법

1. 연구책임자 “찾기” 클릭

2. 사람찾기에서 이름 or 소속 or 이메일로
검색하여 찾기

3. 연구책임자 확인하여 선택

4. 연구책임자 등록 확인후 신청정보 입력

①

③

②

④

※ 비고

- 연구책임자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사이트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 mklee@woojungbio.kr

TEL : 031-280-5331

mailto:mklee@woojungbio.kr


VivaShare 도면보기

1. 사육실 or 실험실 선택 전 사용서비스
하단 “ 도면보기” 선택 후 원하는 서비스
룸 배치도 확인 가능

※ 비고

- 사용 서비스 신청시 도면 확인하여

이용 희망하는 룸, 렉 선택



VivaShare 사육실(격리실) 신청방법

1. “사육실“ 클릭

2. “격리실“ 클릭

3. “Isolation room” 클릭

4. 도면 확인하여 사육을 희망하는 렉 클릭

5. 이용을 원하는 사용 시작일 선택 후
이용 할 개월 수 선택(1~12개월)

6. 원하는 줄 위치 선택(1줄 8cage)
ex) 2줄 이용 원할 경우, 이미지처럼 선택

7. 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입력
(결제방법 선택 必)

8. “ 신청하기“ 클릭

※ 비고

- 격리실은 cage 수로 예약 가능

현재 시스템상 1줄 당 8cage 예약 가능,

낱개로 사용 원하실 경우, 신청 후

담당자에게 연락 必

- 추후 수량 단위로 적용 예정

- 기본 사용일 : 1개월(이하 단위 신청 불가)

①

③

②

④

⑦

⑧

⑤

⑥



VivaShare 사육실(격리실) 예약확인

1. 신청 완료시 자동으로 예약내역 확인 가능

2. “신청서 보기“ 클릭 시 상세내역 확인 가능

※ 비고

- 신청내역과 상이하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려 요청 必

①

②



VivaShare 사육실(공용룸) 신청방법

1. “사육실“ 클릭

2. “라이브러리“ or “랫드룸” 클릭

3. “Library rom-3” or “Ratroom”

4. 도면 확인하여 사육을 희망하는 렉 클릭

5. 이용을 원하는 사용 시작일 선택 후
이용 할 개월 수 선택(1~12개월)

6. 원하는 줄 위치 선택(1줄 8cage)
ex) 2줄 이용 원할 경우, 이미지처럼 선택

7. 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입력
(결제방법 선택 必)

8. “ 신청하기“ 클릭

※ 비고

- 공용실은 줄 단위로로 예약 가능

라이브러리룸 : 1줄 당 8cage

랫드룸 : 1줄 당 6cage        

- 기본 사용일 : 1개월(이하 단위 신청 불가)

①

③

②

④

⑦

⑧

②

③

④

⑤

⑥

⑤

⑥



VivaShare 사육실(공용룸) 예약확인

1. 신청 완료시 자동으로 예약내역 확인 가능

2. “신청서 보기“ 클릭 시 상세내역 확인 가능

※ 비고

- 신청내역과 상이하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려 요청 必

①

②



VivaShare 사육실(전용룸) 신청방법

1. “사육실“ 클릭

2. “전용룸” 의 원하는 방 클릭
(Dedicated room-1~6)

3. 이용을 원하는 사용 시작일 선택 후
이용 할 개월 수 선택(1~12개월)

4. 추가 랙 필요시 입력(기본 2랙 제공 160cage)

5. 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입력
(결제방법 선택 必)

6. “ 신청하기“ 클릭

※ 비고

- 최초 신청 시 : 3개월(이하 단위 신청 불가)

- 최초 신청 이후 1개월 단위 예약 가능

①

②

④

⑤

⑥

③



VivaShare 사육실(전용룸) 예약확인

1. 신청 완료시 자동으로 예약내역 확인 가능

2. “신청서 보기“ 클릭 시 상세내역 확인 가능

※ 비고

- 신청내역과 상이하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려 요청 必

①

②



VivaShare 실험실신청방법

1. “실험실“ 클릭

2. 이용 희망하는 실험실 번호 선택

3. 사용일 및 사용시간 선택

4. 이용 희망하는 테이블 선택

5. 출입인원 입력 (테이블 마다 최대 인원 다름)

6. 마취기 사용 여부 선택
- 사용 : 사용 시간 선택 (예약 시간 내 이용 가능)

- 미사용 : 선택안함

7. “ 신청하기“ 클릭

※ 비고

- 실험실의 경우, 별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최대 출입 인원은 실험실의 테이블마다

상이하오니 확인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일 시점 14일이내 일자만 신청 가능

①

③

②

④

⑤

⑥

⑦



VivaShare 실험실예약확인

1. 신청 완료시 자동으로 예약내역 확인 가능

2. “신청서 보기“ 클릭 시 상세내역 확인 가능

※ 비고

- 신청내역과 상이하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려 요청 必

①

②



VivaShare 이미징실신청방법

1. “실험실“ 클릭

2. “이미징실” 클릭

3. 사용일 및 사용시간 선택

4. 이용 희망하는 테이블 선택

5. 출입인원 입력 (테이블 마다 최대 인원 다름)

6. 마취기, DEXA, IVIS 사용여부 선택
(사용 선택시 시간체크 必)

7. 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입력
(결제방법 선택 必)

8. “신청하기” 클릭

※ 비고

- 이미징실은 “DEXA” or “IVIS” 중 하나의

장비를 필수로 이용하여야 예약 가능합니다.

- 별도 실험 테이블 사용료는 발생되지 않으며

장비 사용료만 부과 됩니다.

①
③

②

④

⑤

⑥

⑦

⑧



VivaShare 이미징실예약확인

1. 신청 완료시 자동으로 예약내역 확인 가능

2. “신청서 보기“ 클릭 시 상세내역 확인 가능

※ 비고

- 신청내역과 상이하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려 요청 必

①

②



동물구매/반입신청서

1. 온라인 신청서의 “동물 구매/반인신청서“
클릭

2. “승인계획서 불러오기” 클릭

3.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 찾기

4. 실험하려는 계획서 선택

5. 선택한 실험계획서 정보 확인

①

②

⑤

③

④



<동물 외부 반입 시>
1. “승인동물검색” 클릭

2. 승인된 동물 확인하여 “선택” 클릭

3. “그외반입“ 선택 및 동물 정보 기재

4. 반입정보 기재((장소, 반입예정일, 공급처 등)

* 모니터링성적서 첨부 必

5. “제출하기” 클릭

<동물 구매 신청 시>
1. “승인동물검색” 클릭

2. 승인된 동물 확인하여 “선택” 클릭

3. “동물구매“ 선택 및 동물 정보 기재

4. 반입정보 기재 (장소, 반입예정일, 공급처 등)

5.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받을분 정보 기재
(결제방법 선택 必)

6. “제출하기“ 클릭

※ 비고

- 동물 구메/반입은 실험계획서의 승인된

마리수만 구매/반입 가능

- 동물 외부 반입 시 모니터링성적서 첨부는

필수이며 부적합 판정시 반입 불가

- 동물 구매 시 최소 7일전 구매 요청 要

- 매주 수요일만 반입 진행

동물구매/반입신청서

②

①

③
①

③

④

⑤

<동물 외부 반입 시> <동물 구매 신청 시>

④

⑥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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