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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행 서비스
시험
의뢰

시험
개시

시험 의뢰 및 계약

시험책임자 지정

시험일정 및 방법 협의

부형제 테스트/분석법 개발

시험물질의 성적서(COA),

시험의뢰자 검토

시험물질 수령,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SDS) 수령

시험계획서(안) 작성,
시험계획서 승인

시험
진행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조제
시험계 입수, 검역, 순화, 군분리,
ⅰ) 시험물질 투여, 증상관찰, 부검,
검체 제작 및 판독, 각종 검사/측정
ⅱ) 시험계 입수, 시험물질 처리, 관찰,
콜로니/세포 계수, 검체 제작/판독
ⅲ) 시험계 입수, 순화/전배양. 시험물질 노출,
증상관찰/세포계수, 농도분석,
각종 환경 측정

신뢰성 보증 업무
신뢰성 보증 업무는 시험을 실시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시험이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직원을 포함한 운영책임자가 보증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문서화된 신뢰성 보증 업무 수행
운영책임자에게 임명되고 시험방법에 숙련된
개인 또는 복수의 사람에 의해 실시
보증해야 하는 시험의 실시에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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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시험기초자료 정리
통계 분석

시험결과 평가

최종보고서(안) 작성 및

시험
종료

자료
보관

최종보고서 작성 및

시험계획서 및

승인 시험의뢰자에게
최종보고서 발급

시설점검

- 시험계획서 점검

- 시험물질, 대조물질 취급 점검

- 최종보고서(안),
시험기초자료 점검

- GLP 운영 등 점검

- 시험 점검

시험기초자료 보관
검체 및

시험물질 보관

시험의뢰자 검토

시험점검

최종보고서 보관

- 시설, 기기의 적정 상태 점검

수행절차 점검
- 시험계 입수
- 군 분리

- 최종보고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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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평가
항암
분야

In vivo Efficacy Test

다양한 암세포주의 치료 및 증식억제에 대한 효능을 평가한다.
● Xenograft model : 면역이 결핍된 설치류를 대상으로 암세포를 피하조직에 이식하여 질환모델을 유도한다.
● Orthotopic model : 장기에 암세포를 주입하여 증식이 억제되는지 확인하여 질환모델을 유도한다.

혈관 및 심질환의 발생과 병태 생리에 효능이 있는지 평가한다.

고혈압
분야

● Spontaneous Hypertension Rat(SHR) : 생리조직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고혈압 동물을 사용하여
인간에서 고혈압을 통한 심질환 발생과 유사한 경과를 보인다.
● Deoxycorticosterone(DOCA_salt hypertension model) : 대표적인 mineralocorticoid 항진에 의한 saltsensitive 고혈압 실험모델로 한쪽 신장을 절제한 후 DOCA물질 투여에 의해 고혈압이 유발된다.

유전적 비만모델(ob/ob)과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모델(DIO)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비만
분야

●o
 b/ob model : ob유전자를 변이시켜 식욕억제 호르몬(leptin)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켜
비만동물로 만든 모델이다.
● DIO(Diet-Induced Obesity) model : 고지방사료를 섭취시켜 만든 후천적 비만질환 모델이다.

포도당의 대사장해를 초래하는 만성적 ob/ob model과 Streptozotocin(STZ)으로 유도한

당뇨
분야

모델에서 평가한다.
● Type 1 diabetes model : STZ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제어하고 혈당을 증가시키는
1형 당뇨모델이다.
● ob/ob model :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후천적인 식이로 혈당증가모델(leptin receptor knockout mouse)를 이용한 비만 유도성 제2형 만성당뇨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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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분야

Ovalbumin 유도 천식 감작 유발 모델로 평가한다.
● Ovalbumin(OVA) asthma model : 난백알부민(Ovalbumin)을 복강주사로 2회 주입하여 1차로 감작한 후
항원을 에어로졸 형태로 만들어 흡입시켜 폐에 천식을 야기시킨 모델이다.

MPTP(1-methyl-4-phenyl-1,2,3,6-tetrahydropyridine), Rotenone 유도 뇌신경계
질환 모델로 평가한다.

뇌신경
분야

● Alzheimer’s disease model : 신경세포에 손상 및 독성을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뇌해마부위에 적용시킨
모델이다.
● Parkinson's disease(PD) model : Rat으로 적정 농도의 MPTP을 5일 투여하거나 적정 농도의 rotenone을
적정 농도의 rotenone을 4주간 투여한 PD 유도모델이다.

관절염
분야

퇴행성 관절염 모델(후천적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모델(만성 염증성 및 자가면역질환)을
소동물 질환모델로 관절염 개선 효능을 평가한다.
●D
 egenerative arthritis : 후천적인 관절염 질환에 대한 효능 평가로 사용되며 Monosodium iodoacetate(MIA)를
무릎 슬관절 부위에 주입하여 만든 비외상성 연골연화성 퇴행성 관절염 모델이다.
● Rheumatoid arthritis : 제2형 콜라겐을 이용한 염증성 관절염을 유도하여 발적 상태/족부의 부종의 개선
정도로 평가하는 Collagen-Induced Arthritis(CIA)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이다.

빛 조사를 통한 노화 모델과 아토피성 피부염질환을 평가한다.

피부질환
분야

● UVB-irradiation wrinkle induced model : 광노화에 의한 주름형성을 유도하여 수분량, 주름인자 등에
대한 개선정도를 판별하는 Hairless mouse를 UV-유도성 광노화모델이다.
● DNCB atopic dermatitis : DNCB(2,4-dinitrochlorobenzene)용액을 주입하여 제4형 알레르기를 유도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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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브라피쉬 평가

Zebrafish test

독성평가부분

급성/발생
독성시험
심장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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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브라피쉬 배아의 빠른 발생을 이용하여 물질에 대한 발생독성의 영향을 기형학적
(teratogenic) 기준으로 독성을 평가한다. 급성독성시험을 통해 LC50을 산출하여 독성을
평가하며, 차후 수행되는 독성 및 효능평가 시험농도 설정기준을 제시한다.

발생 초기 제브라피쉬 배아의 투명성을 이용하여 물질에 의한 심장의 기형 및 심장 박동의
변화 (서맥 (bradycardia), 부정맥 (arrhythmia))를 측정함으로써 심장독성을 예측 평가한다.

간 독성시험

간 지방세포를 형광으로 표지한 제브라피쉬 배아를 이용하여 독성물질에 의한 간독성을

신경독성시험

제브라피쉬의 행동변화를 분석하여 시험물질에 대하여 제브라피쉬의 신경에 대한 영향이

이독성시험

제브라피쉬 옆줄의 hair cell에 대한 독성여부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유발 및 치료제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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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 (steatosis), 간세포사멸 (cell death), 간의 크기 및 형태적 변화를 평가하여 간 독성
을 측정한다.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시험에 활용 가능하다.

동물실험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in vivo 시험 수행
개발초기 독성/효능평가를 통한 소요비용 감소

신약개발 및 소재개발 초기단계에서 빠른 독성 및 효능평가 수행
개발초기 on-off 기능을 통한 연구개발 소요비용 감소효과
빠른 발생 및 대량 산란을 통한 대량 스크리닝 가능

개발초기 소량의 물질로 독성/효능평가를 통한 투자비용 감소

효능평가부분

식욕억제물질
탐색

골다공증
효능평가

미백
효능평가
항비만
효능평가

뇌전증 치료제
효능평가

Melanin concentration hormone (MCH) 이 과발현된 제브라피쉬를 이용하여
제브라피쉬의 melanosome의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비만 치료제를 탐색할 수 있다.

투명한 배아를 이용하여 물질에 의한 뼈의 형성 및 발생 억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골다공증에 대한 독성 및 효능 평가를 할 수 있다.

제브라피쉬의 멜라닌 색소 변화를 통해 색소생성 억제 효능을 평가함으로써 미백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

시험물질에 일정 기간동안 노출된 제브라피쉬를 형광염색하여 지방축적량을 이미지로
확인함으로써 항비만 물질 효능평가를 예측할 수 있다.

뇌전증 유발 형질전환 모델을 이용하여 뇌전증 기전 중 하나인 발작증세의 완화 효과
를 통해 뇌전증 치료제 스크리닝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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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평가

Histopathology & Hematology

병리평가(Histopathology&Hematology)는 동물실험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결과로
다양한 병리현상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임상병리
● 혈액학검사

WBC(Total leukocyte count), RBC(Total erythrocyte count),
HGB(Hemoglobin), HCT(Hematocrit), MCV(Mean corpuscular volume),
MCH(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C(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Retic(Reticulocyte), PLT(Platelet count), NEU(Neutrophil),
LYM (Lymphocyte), MONO(Monocyte), EOS(Eosinophil), BASO(Basophil),
LUC(Large Unstained Cells)

● 혈액생화학적검사

AST, ALT, ALP, BUN, CRE, GLU, CHO, PRO, CPK, ALB, BIL, A/G ratio, GLI, IP,
Ca, HDL, LDL

● 전해질분석

Cl-, Na+, K+

● 혈액응고계 검사

PT(Prothrombin Time), APTT(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 뇨 검사

Urine volume, Urine color, Specific gravity, Glucose, Bilirubin, ketone body,
Occult blood, pH, Protein, Urobilinogen, Nitrite, Leukocyte,
Urine sediment (RBC, WBC, Epithelial cell &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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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병리
● Necropsy

- Rat, Mouse, Hamster, Non-rodent
- Rabbit

- Beagle Dog
- Guinea pig

● Preparation
(Paraffin)

- Tissue trimming
- Tissue embedding

- Tissue processing
  - Tissue sectioning

● Staining

- Hematoxylin & Eosin (H & E)

● Special Staining

- Alcian blue (pH2.5)
- CAB (Roque's trichrome)
- Oxidase melanin
- Masson's trichrome
- PAS(McManus's periodic acid, Schiff's)
- Toluidine blue
   - Verhoeff's elastic fiber

- Berlin blue (Prussian blue)
- Congo red
- Fontana masson
  - Oil red O
  - Safranin 0, Sirius red
- TUNEL Van Gieson
  - Von Kossa's

● Image

- Scanning

- Full slide scanning

● Histopathology

- Microscopic

- Peer Review

- Observation

● Reading

제작된 조직슬라이드에 대하여 풍부함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검경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Peer review

슬라이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병리책임자에 의해 생성된 결과는 국내외
병리전문가를 통한 Peer review를 수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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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및 감염병 매개
절지동물의 효능평가
위생해충평가
● 말라리아, 뇌염, 지카바이러스, SFTS, 알러젠 등 감염병매개 및 질환 유발 보건 위생 상
중요한 절지 동물 매개체들 대상평가
● 실내외 살충, 기피, 유인 등 실내외 평가

흰줄숲모기, 빨간집모기 등에 대한 물질, 트랩, 기기 등 실내외 살충, 기피, 유인력 평가
살충제 노출없는 독일바퀴에 대한 물질, 트랩 등 실내외 살충, 기피, 유인력 평가
집파리, 초파리를 비롯한 다양한 파리류에 대한 물질, 트랩 등 실내외 살충, 기피, 유인력 평가
빈대에 대한 물질, 트랩, 기기 등 실내외 살충, 기피, 유인력 평가
동물 기생성 외부기생충 시험충 공급 가능시 평가 진행
SFTS 매개 작은소피참진드기, 쯔쯔가무시 매개체 털진드기 등에 대한 물질, 트랩, 기기 등
실내외 살충, 기피, 유인력 평가
주거지를 비롯한 실내 알러지 주요 발생원인 집먼지진드기 등에 대한 물질, 트랩, 기기 등
실내 살충, 기피, 유인력 평가
깔따구, 하루살이 등 환경곤충에 대한 물질, 트랩, 기기 등 실내외 살충, 기피, 유인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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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해충평가
● 수도 및 밭 작물 해충들에 대한 천연물, 화합물, 살충제, 기피제, 페로몬 등
살충, 기피, 유인, 섭식저해력 실내외 효능 평가 (농약관리법 준용)

축산·저장물·문화재해충 평가
● 수집파리, 흡혈성 침파리, 모기, 닭진드기 등 가축 및 애완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해충들에 대한 천연물, 화합물, 살충제, 기피제, 페로몬 등 살충, 기피,
유인력 실내외 효능 평가
● 사찰, 목조주택 등에 발생하는 흰개미 및 벌통을 가해하는 개미류와 꿀벌응애 등에 대한
천연물, 화합물, 살충제, 기피제, 페로몬 등 살충, 기피, 유인력 실내외 효능 평가
● 쌀, 밀가루 등 곡물 및 유통 중 과자류 등에 발생하는 저장물해충들에 대한
천연물, 화합물, 살충제, 기피제, 페로몬 등 살충, 기피, 유인력 실내외 효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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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독성동태 / 분석평가
Pharmacokinetic Analysis / Toxicokinetic Analysis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 Analysis)이란, 체내에 투여된 약물의 시간 경과에 따른
흡수(Absorption), 분포(Distribution), 대사(Metabolism) 및 배설(Excretion) 과정을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정량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며,
앞 글자를 따서 ADME라 불린다.
독성동태학(Toxicokinetic Analysis)이란, 약물동태가 약효용량에서 하는 것 이라면,
독성동태는 독성용량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독성동태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물동태의 해석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약물동태시험(PK)
Mouse, Rat, Beagle Dog, Rabbit, Guinea Pig 등 투여 및 채혈(채뇨, 채변, 조직 등), 분석
(생체시료의 분석 실시, 생체시료 채취까지 실시)

독성동태(TK) 평가
Mouse, Rat, Beagle, Dog 등 투여, 채혈 및 분석

조제물 분석
● 조제물 분석 실시 : 함량, 균질성, 안정성
● HPLC, LC/MS/MS, UV spectrometry 등으로 실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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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효능평가
Organoid Test

인체장기를 모사하여 생물학적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다중장기칩으로
확산 기반의 다중장기 세포 공배양 및 최적화 기술을 통한
세포 공배양 기술 및 환자 맞춤형 기술을 활용한 평가

● 장 - 간 칩을 이용한 약물의 흡수 - 대사 패턴 예측

● 장 - 간 - 면역 칩 활용 장 염증 및 간 질환 질병모델 개발
장 - 간 - 면역세포가 공배양되는 미세유체 다중장기 칩에서 장 염증 발현과 지방간/간경화같은
간질환 기전과의 연관성을 연구

● 당 대사 모델 개발
미세유체 기반의 췌장 - 근육 - 간 칩에서 당 대사 및 인슐린 농도 변화를 모델링하고 이를
실제 인체에서 일어나는 당 대사 결과와 비교

● 간 손상 모델
지방간과 같은 간 손상 및 치료 약물의 메커니즘을 연구할 수 있는 모델

13

일반독성시험
General Toxicology

시험물질을 시험동물에 단회 또는 반복투여하여 단기간 또는 중·장기간 내에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하는 시험을 일반독성시험이라 말한다.

부형제
검토

동물윤리
승인

급성경구독성시험
Acute Oral Toxicity Test

검역/
순화

군 분리

급성경피독성시험
Acute Dermal Toxicity Test

검역/
순화

군 분리

반복독성시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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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물질
조제/투여

치사/증상
관찰

부검

동물(설치류)에게 급성 경구투여하여 나타나는 독성반응을 관찰하고,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Category 및 반수치사량(LC50)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투여

증상
관찰

부검

동물(설치류)에게 급성 경피투여하여 나타나는 독성반응을 관찰하고,
반수치사량(LC50)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투여

증상
관찰

부검

동물(설치류)에게 일정기간 반복투여하여 나타나는 독성반응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Repeated Dose Toxicity Test

검역/
순화

동물
검역/순화

군 분리

투여

증상
관찰

부검

유전독성시험
Genetic Toxicology

시험물질에 의해 유전자 또는 염색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시험을 유전독성시험이라 말한다.

부형제
검토

예비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

이용하여 점돌연변이를 야기하는 시험물질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균주
배양

시험물질
조제/처리

체외 염색체이상시험

세포
배양

체내 소핵시험
In Vivo Mammalian Cell
Micronucleus Test

검역/
순화

본시험 2

Histidine 요구성 Salmonella typhimurium 와 Tryptophan 요구성 Escherichia coli 를

Bacterial Reverse mutation Test

In Vitro Mammalian Chromosomal
Aberration test

본시험 1

콜로니
계수

포유류 배양세포(CHL)을 이용하여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이 유발되는 시험물질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시험물질
조제/처리

검체
제작

검경

포유류 골수 및 말초혈액의 미성숙 적혈구에서 소핵 생성이 유발되는 시험물질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시험물질
조제/처리

검체
제작

검경
15

생태독성시험

효능평가

Ecotoxicology

시험물질에 의해 시험생물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을 생태독성시험이라 말한다.

분석

Pre-validation

분석
Validation

어류 급성독성시험

안정성
시험

예비시험

본시험

어류가 시험물질에 96시간 노출되었을 때 급성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Fish, Acute Toxicity Test

순화

시험물질
조제/노출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치사/
증상관찰

통계
처리

물벼룩이 시험물질에 48시간 노출되었을 때 급성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Daphnia sp. , Acute Immobilisation Test

물벼룩
제거

시험물질
조제/노출

담수조류 생장독성시험
Freshwater Algae and Cyanobacteria,
Growth Inhibition Test

전배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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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물질
조제/노출

유영저해/
증상관찰

통계
처리

담수조류가 시험물질에 72시간 노출되었을 때 생장 저해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생장저해/
형태관찰

통계
처리

· 스크리닝 시험

· 약물동태 시험

· in vitro 효능평가

· 독성동태 시험

· In vivo 효능평가

· 제브라피쉬 독성/효능평가

· 조직병리

· 임상병리

효능
평가

분석
시험

병리
평가

독성
시험
· 일반독성

· 유전독성

· 생태독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51 (16677)
070-7777-8520
www.klsbi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