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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낮은 비용으로 취급이 용이하고, 간단한 개별격리 동물사육 유니트 및 이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동물 실험에 요구되는 설비·유지비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추가로, 새로운 동물 수송형태(수송기능을 가지는 사육 케이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동물의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A) 목적동물을 사육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내부바트를 구비할수 있고, 상기 내부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바트를 구비하는 동시에, 소

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물사육 유니트; B)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 C)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할 수 있고, 동시에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하면서 상기 내부바트를 교환할 수 있는, 내부바트 

교환설비; 및 D) 교환한 내부바트를 회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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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색인어

동물사육 시스템, 동물 운송 수단, 동물사육 유니트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동물사육 시스템 및 이에 사용되는 유니트와 이를 사용하는 동물사육방법 및 실험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욱 상세하게는 이동이 가능하고, 대규모 환경유지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물사육 시스템 및 이에 사용되는 유니트

와 이를 사용하는 동물사육방법 및 실험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포스트게놈 시대를 맞아, 생체 내에서의 유전자 기능 해석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져 유전자 변형 동물을 이용한 유전

자 기능 해석이 세계적인 규모로 진전되고 있다. 이와 동반하여, 유전자 변형 소동물의 고도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어 

고규격 동물사육시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연구에 있어서, 실험에 사용하기 위한 동물사육 시스템은 대규모의 시설 및 고도의 환경유지 시스템

을 필요로 한다. 특히, 현재까지의 유전자 변형 실험, 감염실험 등 외부와 사육환경과 격리, 외부에의 감염방지 등을 

필요로 하는 실험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동물사육 시스템은 특수한 환경유지체계를 필 요로한다. 이러한 특수한 체계

는 복잡하고, 비용이 들며, 인건비가 드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한 번 설치하면 설계변경이 곤란하여 사육동물의 증가

에 대응할 수 없고, 환경조건을 바꾸어야하는 사육조건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단점도 있다.

재조합 DNA 조작 실험,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실험 등의 분야에서는 마우스, 렛트와 같은 실험동물을 엄격한 조건

에서 사육 및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육

장치 등의 대규모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것에 덧붙여, 실험동물의 사육 및 일상관리를 위하여 많은 일손 및 비용을 소

비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은 국가 등의 공적기관이 규정하는 엄격한 기준 (예를들면,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재

조합 DNA 실험지침(평성 14년 1월 31일 일 문부과학성 고시 5호)등)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동물사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고규격 사육시설은 엄격한 규정 등의 이유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동물사육환경을 시설 단위로 공급하는 필요성에 의해, 시설건설비가 늘어나고, 동시에 광열비 및 인건비 등의 

시설유지비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사육환경이 크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공기조화 설비가 필요하게 되고, 

운전유지비가 본래 필요로 하는 부분 이상으로 들게 된다. 건설된 설비는 엄중하게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어,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치의 개조 및 전용이 곤란한 문제도 있다. 특히, 감염실험과 같이 특수실험

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설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한가지 이유는 사육환경이 크기때문에 고규격 환경의 유지가 

곤란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감염 실험과 같이 특수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격리를 하기 때문에 특수한 환 경

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이다. 게다가, 감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동물의 크린 업(clea

n up) 및 오염제거에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을 낭비하는 난점도 있다.

종래의 설비에서는 또한, 사육실험을 조작할 때, 동물과 사람과의 접촉이 필요 이상으로 많게 되는 것에 의해, 동물과

사람의 상호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점도 있었으며,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감염의 가능성이 높

아, 실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종래의 시스템에서는 동물을 격리 운반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육자와 시설 

간, 각 시설 간의 동물 이동시 동물에의 오염 및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증대하는 문제도 있다.

일본국 내의 실험동물에 관한 연구 실험·번식기관은 약 400개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전세계에서 실험용 

소동물의 사육은 바닥깔개 재료를 깐 금속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계의 사육 케이지를 이용하여, 사육동물에 의하여 오

염된 바닥깔개를 매회 처리하며, 사육 케이지는 세척 및 멸균시킨 후 재사용하고 있다.

종래 기술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사육 케이지의 형상은 도 29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본체(1501)의 외측면에 복수개의 

작은 돌기(1504)가 설치되어있는 모양의 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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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중간 규모의 사육시설인 오사카 대학에 있는 사육시설은 하루에 약 10,000 마리의 마우스(사육 케이지 단

위로는 약 4,000개)를 보유하고, 1주 ~2주 동안에 1회의 간격으로 증기멸균을 실시한 새로운 사육 케이지 (펄프를 

깔개로서 사용)로 사육동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매번 행하고 있어, 연간 약 23만 개의 사육 케이지, 깔개 약 22톤의 

공급이 필요하며, 약 35톤의 배설물 처리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소비되는 세척 수의 양은 연간 약 90만 리터이

고, 도시 가스양은 5,700Nm 3 에 달하고 있어, 인적, 물적인 의미에 있어서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동물의 사육용 케이지 내의 위생면을 관리하는 데에, 예를 들면, 깔개의 교환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지

만, 지금까지의 깔개의 교환은 수작업에 의하여 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용 사육실은 통상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게

다가 근년에 들어, 트랜스제닉 동물을 이용하는 연구가 성행하고 있어, 위생관리를 위한 인적 및 금전적 비용은 점점 

상승하는 경향이다. 사육에 사용하는 케이지 및 깔개는 시설 내에서 준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거대한 

처리설비가 시설단위로 필요한 결점도 있다. 따라서, 위생관리를 위한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실험용 마우스는 통상, 1 번에 한마리에서 십수마리의 새끼를 낳고, 이 새끼는 생후 5~6주가 지나면 교배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특히 유전자변형 동물에서는, 계통 유지를 위하여 번식능력을 가지기 전의 생후 4에서 5

주동안에 개별 사육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근년 유전자 변형 동물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상술한 물적 및 인적

비용의 상승 및 사육 공간의 확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또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행하는 실험자에 있어서도, 종래의 설비에서는 결점이 많다. 예를 들면, 상술한 것과 같이

특수 설비 내에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험자는 격리된 사육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절

차가 복잡한 결점이 있다. 유전자 변형 실험, 감염실험 등과 같이 종래 실험동물 설비 내에서 행할 수 없었던 특수한 

실험을, 통상의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실 내에서도 수행하고 싶어하는 소망은 실험 연구자에게는 많으나, 이러한 소망

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은 종래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본 발명은, 낮은 비용으로 취급이 간단한 개별 격리 동물사육 유니트 및 이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동물실험에 필요한 설비, 유지비의 큰 감소 및 노동력의 절감을 목표로 한다. 본 발명은 또

한, 새로운 동물 수송형태 (수송기능을 가지는 사육 케이지)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어디에서도 감염실험, 유전자 변형 실험과 같은 특수한 환경을 필요로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사육 시

스템 및 이에 관련된 물품,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한다. 본 발명은 또한, 특수한 처리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물사육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물품,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을 또 다른 과제로 한다.

발명의 요지

본 발명은 격리된 동물사육환경을 실험환경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과제를 해결

하였다. 본 발명은 또한, 케이지(바트)를 2층으로 하여, 내부바트의 처리를 일회용로 하는 것에 의하여 상기 과제를 해

결하였다.

또한, 본 발명은 다음을 제공한다.

1. 동물의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A) 목적동물을 사육하는 데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내부바트를 구비하고, 상기 내부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바트를

구비하고, 동시에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물사육 유니트;

B)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

C)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할 수 있고, 또한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하면서, 상기 내부바트를 교환할 수 있는

내부바트 교환설비; 및

D) 교환한 내부바트를 회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2. 상기 내부바트를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에 운반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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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유지 장치를 추가로 포함하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4. 상기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은 내부바트를 제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5. 상기 교환한 내부바트를 처리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6. 상기 교환한 내부바트를 재생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7. 상기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은 상기 교환한 내부바트를 재생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8. 상기 소정의 청정도는 상기 사육환경이 상기 동물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하여 소망하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인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9. 상기 소정의 청정도는 상기 사육환경이 상기 동물에서의 병원체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인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10. 상기 내부바트는 내수성인 항목 1기재의 시스템.

11. 상기 내부바트는 깔개를 구비하고 있는 항목 1기재의 시스템.

12. 상기 내부바트는 일회용인 항목 1기재의 시스템.

13. 상기 내부바트는 재생가능한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14. 상기 내부바트는 생분해성 재료를 포함하는 항목 1기재의 시스템.

15. 상기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 제작되는 항목 1기재의 시스템.

16.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가 멸균되어 있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17.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안전 캐비넷, 크린벤치, 크린테이블, 교환스테이션 및 교환 아이소레이터로 구성된 군

에서 선택되는 항목 1기재의 시스템.

18. 상기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은 멸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항목 1기재의 시스템.

19.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는 공기를 밀폐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20. 하나 이상의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가능하고, 또한 공기를 밀폐하는 수단을 구비한 용기를 추가로 구비하

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21. 상기 외부바트는 차양면 및 단차(段差)를 구비하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22.상기 내부바트는 차양면 및 단차를 구비하는 항목 1 기재의 시스템.

23. 항목 1 기재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내부바트를 성형하는 수단을 포함

하는 장치.

24. 목적 동물을 사육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내부바트를 구비하고, 상기 내부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바트

를 구비하고, 동시에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물사육 유니트에서 동물의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

서, 이하의 공정을 포함하는 방법:

A)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고, 별도의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공정;

B)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가능하고, 동시에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내부바트 교환설비에 상기 동물사

육 유니트를 배치하는 공정;

C)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에서,



공개특허 10-2004-0078112

- 5 -

C-1) 사용한 상기 내부바트를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로부터 꺼내는 것;

C-2) 상기 사용한 내부바트로부터 상기 목적동물을 꺼내는 것;

C-3)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를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에 장착하는 것; 및

C-4)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에 상기 목적동물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정; 및

D) 상기 사용한 내부바트를 회수하는 공정.

25.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가 멸균되어져 있는 항목 24 기재의 방법.

26.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안전 캐비넷, 크린벤치, 크린 테이블, 교환 스테이션 및 교환 아이소레이터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항목 24 기재의 방법.

27.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외부와 격리하는 항목 24 기재의 방법.

28.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공기를 밀폐할 수 있는, 항목 24 기재의 방법.

29.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는 복수 개 사용되고, 상기 복수 개의 동물사육 유니트 중 적어도 2개의 사이를 격리하면서 

상기 공정 C)를 수행하는 항목 24 기재의 방법.

30. 상기 복수개 사용되는 동물사육 유니트는 복수의 동물사육 유니트 군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 군은 적어도 하나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포함하며,

동일한 동물사육 유니트 군 내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상호 격리되어 있지 않지만,

복수개의 동물사육 유니트 군 사이는 상호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상기 공정 C)를 수행하는 항목 29 기재의 방법.

31. 항목 24 기재의 방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내부바트 제조기를 사용하는 방법.

32. 항목 24 기재의 방법에 있어서 회수되는 내부바트를 재생하기 위하여 내부바트 재생기를 사용하는 방법.

33.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을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A) 1 이상의 동물사육 유니트에 있어서,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는 외부와 격리되고, 환경유지장치와 연결될 수 있는, 

이하:

1) 본체(筐體); 및

2) 상기 본체에 설치되고, 상기 환경유지장치와 연결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개구부를 구비하는 동물사육 유니트;

B) 환경유지장치; 및

C) 상기 실험을 사용한 실험을 위한 설비를 구비하는 시스템.

34. 상기 실험을 위한 설비는 통상의 실험설비, P1, P2, P3 및 P4의 실험설비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항목 33 기재

의 시스템.

35. 외부와 격리되고, 환경유지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동물사육 유니트에 있어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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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체; 및

2) 상기 본체에 설치된 상기 환경유지장치와 연결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개구부를 구비하는 동물사육 유니트.

36. 상기 본체 및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상기 개구부를 통하여 밀폐가능하게 연결할 수 있는 항목 35 기재의 동물사

육 유니트.

37. 상기 개구부가 적어도 2개 존재하는 항목 1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38. 상기 개구부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와 상기 환경유지장치와의 연결을 제거하는 경우에, 상기 사육 시스템과 외

부와의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하는 밸브를 구비하는 항목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39. 상기 개구부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와 상기 환경유지장치와의 연결을 제거하는 경우에, 상기 사육 시스템의 외

부에 대하여 밀폐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밸브를 구비하는 항목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40.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상기 개구부를 통하여 상기 사육 유니트에 대하여, 기체를 제공하고, 또한 상기 사육 유니

트로부터 기체를 회수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항목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41. 상기 본체는,

1) 외부바트; 및 2) 뚜껑을 포함하는 항목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42. 외부바트의 내측에 내부바트를 추가로 구비하는 항목 41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43. 상기 내부바트는 일회용인 항목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44. 상기 내부바트는 내수성인 항목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45. 상기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전재와

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부터 제작되는 항목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46. 상기 내부바트는 상기 내부바트 내의 동물과 외부바트와의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는 항목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

니트.

47. 상기 내부바트는 멸균 가능한 항목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48. 상기 뚜껑 및 상기 외부바트와의 사이의 밀폐성을 유지하기 위한 바킹이 구비된 항목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

49. 외부 뚜껑 및 동물과의 격리를 위하여 내부뚜껑을 추가로 구비한 항목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50. 상기 내부뚜껑는 격자상(格子狀)인 항목 49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51. 상기 내부뚜껑는 스텐레스 제인 항목 49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52. 그물형 커버를 추가로 구비하는 항목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53. 필터를 추가로 구비하는 항목 41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54. 상기 필터는 HEPA 필터, ULPA 필터, 셀룰로오즈 필터, 셀룰로오즈아세테 이트 필터, 나일론 필터, PVDF 필터, 

PTFE 필터, PP 필터, PES 필터, GF/F 필터, 여과지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필터에서 선택된 항목 53 기재의 동

물사육 유니트.

55. 추가로 깔개를 구비하는 항목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56. 상기 내부바트는 흡수성의 깔개를 구비하는 항목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57. 상기 외부바트는 차양면 및 단차를 구비하는 항목 41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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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상기 내부바트는 차양면 및 단차를 구비하는 항목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59. 한개 이상의 항목 1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가 랙(rack)에 배치된 동물사육 유니트 셋트.

60. 추가로, 자동조명을 구비하는 항목 59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셋트.

61. 상기 랙은 멸균용 회로를 구비하는 항목 59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셋트.

62. 상기 랙은 탈취장치를 구비하는 항목 59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셋트.

63. 동물사육 유니트에 있어서,

1) 외부바트; 및 2) 내부바트를 구비하는 동물사육 유니트.

64. 상기 내부바트가 일회용인 항목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65. 추가로, 뚜껑을 구비하는 항목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66. 상기 내부바트는 내수성인 항목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67. 상기 내부바트는 상기 내부바트 내의 동물과 외부바트와의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는 항목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

니트.

68. 상기 내부바트는 멸균이 가능한 항목 29 기재의 동뮬 사육 유니트.

69. 상기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 제작된 항목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70. 상기 내부바트 및 상기 외부바트의 적어도 하나는 차양면을 구비하는 항목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71. 외부바트 및 내부바트를 포함하는 동물사육 유니트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회용 내부바트.

72. 내수성인 항목 71 기재의 일회용 내부바트.

73. 상기 내부바트가 상기 내부바트 내의 동물과 외부바트와의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는 항목 71 기재의 일회용 내부

바트.

74.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로 구성된 군에서 선

택된 소재로 제작된 항목 71 기재의 일회용 내부바트.

75. 차양면 및 단차를 구비하는 항목 71 기재의 일회용 내부바트.

76. 항목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및 환경유지장치를 포함하는 동물사육 시스템.

77. 추가로 안전 캐비넷 또는 크린벤치를 포함하는 항목 76 기재의 동물사육 시스템.

78.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에 제공하는 기체에 관하여, 온도, 습도, 산소농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

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파라메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한 항목 76 기재의 동물사육 시스템.

79.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배기처리를 수행하는 배기부를 구비하는 항목 76 기재의 동물사육 시스템.

80.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와, 상기 안전 캐비넷 또는 크린벤치 및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외부와 격리되어 연결될 수 있

는 항목 77 기재의 동물사육 시스템.

81.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휴대가 가능한 항목 76 기재의 동물사육 시스템.

82. 상기 안전 캐비넷 또는 크린벤치는 외부와 격리되는 항목 77 기재의 동물 사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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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항목 35 또는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또는 항목 1, 항목 33 혹은 항목 77 기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동물의 사육방법.

84. 항목 42 또는 항목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한 후에, 내부바트를 처리하고 새로운 내

부바트를 보충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동물사육 유니트의 재이용 방법.

85. 항목 1, 항목 33 또는 항목 77 기재의 시스템 중의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공정;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상기 안전 캐비넷으로 이동하는 공정; 및

상기 안전 캐비넷 또는 크린벤치에서, 감염 또는 재조합 실험을 수행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감염 또는 재조합 실험방

법.

86. 상기 동물사육 시스템은 감염방지시설 내에 배치되는 항목 85 기재의 감염 또는 재조합 실험방법.

87. 항목 1 기재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상기 내부바트를 수용하기 위한 용기에 있어서,

상기 내부바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용기.

88. 멸균가능한 항목 87 기재의 용기.

89. 내수성인 항목 87 기재의 용기.

또한, 본 발명은 이하의 것도 제공한다. 한 측면에서는 본 발명은 또한, 상부에 개구를 가지는 용기의 내벽 주위의 저

부와 평행한 단차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험동물용의 뚜껑이 떨어지면서 닫히는 식의 밀폐 대응 사육 케이지

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케이지는 상부에 개구를 가지는 용기의 개구부의 외주연에 차양이 붙어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동물사육 시스템의 일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일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일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4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일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5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일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6은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일 실시형태에서 사용되는 뚜껑을 나타낸다.

도 7은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일 실시형태에서 사용되는 뚜껑의 부착형태를 나타낸다.

도 8은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일 실시형태 및 환경유지장치의 조합을 나타낸다.

도 9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일 실시형태 및 환경유지장치의 조합을 나타낸다.

도 10은 본 발명의 2층 형태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일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11은 본 발명의 2층 형태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일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12는 본 발명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도 13은 본 발명의 2층 형태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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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조합할 때의 모양을 나타낸다.

도 15는 종래의 동물사육 케이지를 나타낸다.

도 16은 종래의 동물사육 케이지를 나타낸다.

도 17은 종래의 동물사육 케이지를 나타낸다.

도 18은 독립격리 및 이층 형태의 양방의 특징을 구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나타낸다.

도 19는 독립격리 및 2층 형태의 양방의 특징을 구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조작방법을 나타낸다.

도 20은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수송시 셋트를 조립하기 전의 모양을 나타낸다.

도 21은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수송 케이스를 사육 케이지로서 사용할 때의 형태를 나타낸다.

도 22는 종래 기술에서 사용되는 공조(空調)의 예를 나타낸다.

도 23은 종래의 사육환경(위) 및 본 발명의 동물사육 시스템에 의하여 실현된 사육환경(아래)의 개념도이다.

도 24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시스템을 사용한 운용례를 나타낸다.

도 25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기성제품과 조합하여 이용할 경우에 사용되는 구성요소를 나타낸다.

도 26은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사용되는 구성요소 및 그 조합법을 나타낸다.

도 27는 본 발명의 동물 사육 유니트의 다른 운용예를 나타낸다.

도 28은 본 발명의 동물 사육 유니트를 사용한 다른 운용예를 나타낸다.

도 29는 종래의 실험동물 사육 케이지의 형태를 나타낸다.

도 30은 차양에 착안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이다.

(부호의 설명)

1 동물사육 유니트

2 외부바트

4A 사용한 내부바트

4B 사용하지 않은 내부바트

6 동물

8 내부바트 교환설비

10 동물사육 유니트

12 바구니형 본체

14 개구부

16 뚜껑

20 동물사육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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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구니형 본체

24 개구부

26 뚜껑

28 관

30 동물사육 유니트

32 외부바트

34 뚜껑

36 개구부

38 관

40 동물사육 유니트

42 외부바트

44 뚜껑

46, 48 개구부

47, 49 관

50 동물사육 유니트

52 외부바트

54 뚜껑

56 바킹

58 개구부

60 밸브

62 커넥터

70 동물사육 유니트

72 개구부

74 관

80 동물사육 유니트

82 외부바트

84 뚜껑

86 개구부

88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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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환경유지장치

92 제어부

94 개구부

96 밸브

98 관

100 동물사육 시스템

110 동물사육 유니트

112 외부바트

114 내부바트

116 뚜껑

118 흡기용 개구부

120 배기용 개구부

122 흡기용 밸브

124 배기용 밸브

130 환경유지장치

132 제어부

134 공급용 개구부

136 회수용 개구부

138 공급용 밸브

140 회수용 밸브

142 관

144 관

150 동물사육 시스템

160 동물사육 유니트

162 외부바트

163 내부바트

164 외부바트

166 뚜껑

172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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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그물형 커버

176 내부바트

178 깔개

180 동물사육 유니트

182 외부바트

184 내부바트

186 내부뚜껑

188 급수병

190 케이지

192 뚜껑

194 깔개

196 급수병

200 종래의 케이지 유니트

202 케이지

204 뚜껑

206 급수병

208 깔개

302 외부바트

304 내부바트

306 내부뚜껑

308 뚜껑

310, 312 개구부

314, 316 밸브

318 밀봉테이프

320 급수병

330 종래의 케이지

350 케이스

352 도망 방지망

354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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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수송용 케이지

1000 개별밀폐대응 케이지 키트

1002 먼지제거 필터

1004 바킹

1006 개별밀폐 커버

1008 수송용 필터

1010 수송용 그물형 카바

1012 내부바트

1014 외부바트

1016 깔개

1030 자재반입업자

1040 동물번식장

1042 소형 에어콘

1044 개별밀폐 대응 사육케이지

1046 척층식 밀폐 케이스

1048 실내 에어콘

1060 실험기관

1070 사용이 끝난 내부바트

1102 개별밀폐 커버

1104 급배기 튜브 개구부

1106 기존 사육 제품의 내부뚜껑

1108 일회용 내부바트

1110 개별밀폐 대응 사육 내부바트

1112 기존 제품의 사육 케이지

1202 수송용 필터

1204 양면 테이프

1206 수송용 펀칭형 커버

1208 수송용 망형 커버

1210 일회용 내부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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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외부바트

1214 외부바트 형 일회용 내부바트

1301 에어 밸브

1302 순환식 멸균기

1303 필터·탈취기가 장착된 소형 에어콘

1304 튜브 커넥터

1305 먼지 제거용 필터

1306 바킹

1307 도망방지용 내부뚜껑

1308 타이머가 장착된 자동조명

1309 개별밀폐 오버 커버

1310 일회용 내부바트

1311 개별밀폐 외부바트

1312 필터 캡

1313 깔개

1314 사육동물

1315 순환식 사육 케이스

1501 사육 케이지 본체

1504 작은 돌기

1601 사육 케이지 본체

1602 단차이

1603 차양

실시예

발명의 실시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을 설명한다. 본 명세서의 전체에 걸쳐, 단수형의 표현은 특히 다시 언급하지 않는 한, 그의 복수형의 개

념도 포함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수형의 관사(예를 들면, 영어의 경우는 「a」, 「an」, 「the」등 독어

의 경우는 「ein」, 「der」, 「das」, 「die」등 및 그의 변화형, 불어의 경우의 「un」, 「una」, 「el」, 「la」 등,

다른 언어에 있어서는 대응하는 관사, 형용사 등)는 특히 다시 언급하지 않는 한, 그의 복수형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되 어야 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히 다시 언급하지 않는 한 당해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용어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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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 명세서에 있어서, 특히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열거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동물 」은, 당해 분야에 있어서 가장 광의로 사용되며, 척추동물 및 무척추동물을 포함한다. 동

물로서는 포유강, 조류강, 파충류강, 양서류강, 어류강, 곤충강, 연충강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는 바람직하게는 동물은 소동물일 수 있다. 소동물은 그 성체를 한 손으로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을 정

도의 크기를 가진 동물을 말한다. 소동물로서는 통상, 모르모트 및 이보다 작은 동물을 들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마우

스, 렛트, 모르모트, 햄스터, 모래쥐, 승쿠스 및 앵무새로부터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동물이다. 본 발명의 시스템, 케이

지 및 방법은 휴대·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동물 또는 중형동물에 대하여, 특히 소동물에 대하여 유용

성을 가진다.

본 발명의 시스템, 케이지 및 방법은 표유동물뿐만아니라 다른 동물을 포함하는 동물 전체에 있어서, 기능하도록 만

들어졌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시스템, 케이지 및 방법은 과학적인 연구 및 실험 등에 사용되는 것 뿐만아니라 동물원 

등에 있어서의 관상용도, 농축산에 있어서의 사육, 번식, 실험동물업자 또는 애완동물 업자에 있어서 사육, 번식 및 동

물의 외상 또는 질병 시의 동물병원에의 가료관리 등 동물이 사용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트랜스제닉」은, 특정의 유전자를 가진 생물을 재조합하는 일 또는 재조합 생물( 예를 들면, 

마우스 등)을 말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사육된 생물이 동물인 경우, 트랜스제닉 생물은 마이크로인젝션법(미량주입법), 바이러스 벡터법, 

ES세포법(배아 줄기세포법), 정자 벡터법, 염색체 단편을 도입하는 방법(트랜스조믹법), 에피좀법 등을 사용한 트랜

스제닉 동물의 조작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트랜스제닉 동물의 제작기술은 당해 분야에 있

어서 주지의 사실이다.

본 발명을 사용하여 실시되는 동물실험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분자 생물학적 방법에 관하여는, Ausubel 

F. A. 등 (1988), Current Protocols in Molecular Biology, Wiley, New york, NY; Sambrook J et al .(1987) Mole

c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2nd Ed.,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Cold Spring Harbor, NY 

및 그 제3판 등을 참조하여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감염실험도 또한, 당해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기술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은 Fleming, D. O. et al .(1995) Laboratory Safety. Principle and P

ractices. 2nd Ed.,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Washington D.C.를 들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유니트」는 동물의 사육에 있어서 언급하는 경우,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가능한 설비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이러한 유니트의 예로서는 케이지 등을 들 수 있다. 유니트는 복수 개가 세트가 되기 때문에 랙(rack) 

등에 의해 보다 큰 시설에 수용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연결가능」은 어떤 2개의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 필요에 따라 상기 2개의 

부분(예를 들면, 개구부)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물사육 유니트에 설치된 개구부와 환경유지

장치가 연결가능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 상기 개구부는 필요에 따라서, 상기 환경유지장치에 연결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개구부」는 어떤 2개의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형상이라도 좋다. 따라서

, 개구부는 단순한 원형의 개구부라도 좋으며, 관상의 것이 부착되어 있어도 좋다. 개구부는 본체 가운데 또는 외부바

트의 가운데에 적어도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2개의 개구부는 기체 공급구 및 기체 배출구로서 작

용할 수 있다. 기체 공급구 및 기체 배출구로서 작용하는 개구부는 동일하여도 좋으며, 달라도 좋다. 개구부는 그 자체

가 개폐가 가능하여도 좋으며, 별도의 수단(예를 들면, 뚜껑)을 사용하여 개폐가 가능하여도 좋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격리」또는 「생물학적 격리」는 어떠한 2개의 공간이 있을 경우, 그 한편의 공간과 나머지 공

간의 사이에 눈에 보이는 동물, 바이러스, 세균 등의 미생물 및 비휘발성의 화학물질이 왕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격리는 임의의 공간 (예를 들면, 외부)에 대하여 행하여 진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밀폐」 및 「밀폐성」은, 어떠한 2개의 공간이 있을 경우, 그 한편의 공간이 나머지 공간에 대

하여 기체가 왕래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성질을 말하며,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면, -4mmAq~+4mmAq 정도의 기압차

를 용이하 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성질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밀폐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바킹을 장착할 수 있다. 이러한 바킹은 예를 들면, 각 부분의 접속부분에 장착할 수 있다.

본원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별밀폐 사육사양」은 각 사육 유니트를 밀폐하여 사육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별

밀폐 사육사양의 경우 바람직하게는 각 사육 유니트가 환경유지장치에 연결된다.

본원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룹밀폐 사육사양」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육 유니트를 포함하는 사육 유니트

의 그룹을 1개의 랙내에 배치하여, 상기 랙 전체를 밀폐하여 사육하는 사육방법을 말한다. 그룹밀폐 사육사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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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랙이 환경유지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마개」는 관 등을 흐르는 기체 또는 액체의 출입 또는 흐름의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하며,

본 명세서에서는 「밸브」로도 불린다.

마개는 필요에 따라서 개구부에 장착되어, 기체 등의 출입을 조절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마개는 

공기 (즉, 분위기)의 출입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마개는 동물사육 시스템과 외부에 대하여 밀

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목적동물을 사육하는 데 충분한 공간을 가진다」는 것은 동물사육 유니트, 내부바트 등에 대

하여 사용되며,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통상대로 사육하기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간의 크기로서는, 예를 들면, 사육되는 동물의 크기의 적어도 약 30배의 용적을 가지는 것(예를 들면, 5 마리의 성

체 마우스를 사육하는 경우, 내부 높이 약 127mm 이상 및 부피 약 483㎠ 이상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내부바트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바트 등에 대하여 사용되는 경우, 상기 외부바트

등이 그의 내부바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형상 및/또는 크기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내부바트의 「교환」은 먼저 외부바트에 장착되어 있는 내부바트를 다른 내부바트로 교환하는 

것 외에도, 외부바트에 아무것도 장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새로운 내부바트를 장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환경유지장치」는 사육되는 동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이

러한 환경유지장치는 온도, 습도, 산소농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라

메타를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유지장치는 배기의 처리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터 등에 의하여 여과

하는 것에 의하여, 배기 중에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생물용 필터 외에, 화학물질을 사

용하는 실험에 대하여는 활성탄 등에 의한 화학흡착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암모니아가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활성탄에 의한 흡착이 곧 바로 포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화

학적 암모니아 분해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암모니아 분해장치로서는, 광촉매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유지장치는 온도, 습도, 산소농도 및 이산화탄소 외에, 조명시간, 조도 등과 같은 파라메타도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제어」는 어떠한 파라메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상기 파라메타를 일정 범위(바람직하게는 사육

되는 동물에 있어서 바람직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파라메타 중, 최적온도는 동물에 따라서 변동하지만, 실내온도는 통상 0~42℃의 범위를 유지하고, 바람직하

게는 15~37℃의 범위를 유지하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20~30℃의 범위에서 유지시킨다. 마우스에서는 바람직하게는

20~26℃의 범위에서 유지시키며, 렛트에서는 20~26℃의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습도 또한 동물에 따라서 변동하지만, 실내습도는 통상 0~100%(상대습도)의 범위에서 유지시키고, 바람직하

게는 40~70%의 범위에서 유지시키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45~70%의 범위에서 유지시킨다. 마우스에서는 바람직하

게 45%~70%의 범위에서 유지시키고, 렛트에서는 55%~70%의 범위에서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산소농도 또한, 동물에 따라서 변동하지만, 실내 산소농도는 통상의 신선한 공기에서의 농도인 것이 바람직하

다. 저산소 (예를 들면, 5%) 상태가 되는 조건은 피해야 한다. 동물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적절한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동물에 따라서 변동하지만, 실내 이산화탄소농도는 신선한 공기에 있어서의 농도인 것

이 바람직하다. 고 이산화탄소 농도(예를 들면, 약 50% 이상)가 되는 조건은 피해야 한다. 동물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 따라서,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환기를 자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기는 연

속적 또는 단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 기류속도, 기압, 조도, 소음, 암모니아 농도 등을 제어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기류속도로서는 예를 들면, 0.2

m/초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기압은 주위보다 20Pa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150P

a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소음은 60dB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모니아 농도는, 예를 들면, 50

ppm 이하, 바람직하게는 25ppm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20ppm 이하로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청정도」는 동물을 사육하는 환경의 청정 레벨을 말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소정의 청정

도」는 본 발명의 시스템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육되는 동물을 사용하는 목적에 유의하게 유해한 영향을 주지않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정도는 사육되는 동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청정도는, 예를 들면, 동물

에 있어서의 병원체(예를 들면, 특정의 바이러스, 세균 등)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목적에 유의하게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병원체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 도 또한 소정의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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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소정의 청정도는, 동물에 있어서의 병원체를 실질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혹은 전

혀 포함하지 않는 정도일 수 있다. 청정도의 설정은 상기 각각의 환경요인의 파라메타를 제어하는 것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청정도의 설정은 필터 등을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은 환경유지장치는, 바람직하게는 HEPA 필터 장비의 급배기장치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면, 알렌타운(Allentown Caging Equipment, Co. Inc., Allentown, N. J. 미국), 일본 클리어 등의 

사육 랙 용의 급배기장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소형 ~ 중형의 환경유지장치로서

는, 예를 들면, 알렌타운, 일본 클리어 등의 사육 랙용의 급배수장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자동차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시판의 공기 설비 등이 사용가능하다.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 및 동물사육 시스템은, 환경유지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을 

유지하는 것(즉, 어떤 파라메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제어(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환경유지는 일반적으로, 청정

환기되고 있는 사육실에 배치하는 것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나, 수동적인 환경유지를 기대하는 경우는

밀봉성이 느슨하고, 필터의 노화 등에 의하여, 감염 베리어가 파괴되기 쉽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능

동적인 환경유지, 즉, 사육 유니트 내에서 바람직한 온도, 습도, O 2 농도, CO 2 농도의 조절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일회용」이라는 것은 그 상태로 설치 사용이 가능하고, 다시 재사용하는 일 없이 일회에 한정

하여 사용하고 버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부분은 가격이 싼 재료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회용 재료로

서는, 예를 들면, 종이, 펄프,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올레핀수지, 충진제를 담은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스티렌수지, 결정성 폴리에스테르 시트, 무기질 충진재를 담은 폴리올레핀계 수지(예를 들면, 라이펠 시트(

등록상표)(제온화성주식회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일회용인 부분으로서 사용한 경우, 상기 처리는 소각시에 유해

가스를 발생하는 것 등의 환경에 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일회용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비결정성 폴

리에스테르, 라이펠시트(등록상표)가 바람직하다) 및 폴리올레핀수지와 무기질 충진채(탄소칼슘, 타르크 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강도 및 내수성을 추구하는 경우, 일회용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라이펠시트(등록상표) 등을 들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재생가능」또는 「리사이클 가능」이라는 것은, 내부바트에 대하여 사용되는 경우, 상기 내부

바트가 1회 이상 사용된 후, 추가로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내부바트를 재

이용할 수 있는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멸균, 세척, 건조 등의 공정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들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재생」 또는 「리사이클」은, 내부바트에 대하여 사용되는 경우, 상기 내부바트가 1회 이상 사

용된 후,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로 변화시키는(예를 들면, 세정 등) 것을 말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생분해성」은, 어떤 재료에 대하여 언급할 경우, 상기 재료가 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인자에 의

하여 더 작은 단위로 분해되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생분해성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폴리락틱엑시드, 폴리하이드록

시부틸레이트,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드, 폴리펩티드, 폴리사카라이드, 핵산, PGA, PLGA, 폴리부틸레이트, 인산 

공중합체, 락티드 카프로락톤 공중합체, 폴리-ε-카프 로락톤, 폴리-β-하이드록시카본산, 폴리디옥사논(polydioxa

none), 폴리-1,4-디옥세판-7-온, 글리콜리드-트리메틸렌카보네이트 공중합체, 폴리세바신산(polysebacic acid) 무

수물, 폴리-ω-(카르복시페녹시)알킬카르본산 무수물, 폴리-1,3-디옥산-2-온, 폴리뎁시펩티드, 폴리-α-시아노아

크릴산에틸, 폴리포스파젠,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본체」는 사육하는 동물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상자를 말한다. 본체는, 1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어도 좋으며, 2개 이상의 부분(예를 들면, 바트 및 뚜껑 등)으로 되어 있어도 좋다. 본 명세서에서는 

본체는 「케이지」라고도 불린다. 본체는, 내부 공간을 외부로부터 격리하는 역할을 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바트」는 용기형태의 물품을 말한다. 바트는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한,

어떤 형상이라도 좋다. 이러한 바트는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한, 어떠한 재료로 제작되어도 좋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바트를 이중으로 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측의 바트를 「외부바트」라고 하며, 내측의 바트를「

내부바트」라고 한다. 또한 어떤 실시형태에 있어서, 「외부바트」또는 「내부바트」중 어느 하나만을 사용해도 좋

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바트」및 「내부바트」의 두 용어는, 호환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경우, 「흡수성」 및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이라는 말은 동물의 분뇨에 포함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 또는 재료가 흡수성을 가진다는 것은 적어도 동물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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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상 1 주일동안, 바람직하게는 2주일 동안에 배출하는 분뇨에 포함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멸균가능」이라는 것을, 어떤 부분 또는 재료에 대하여 말할 경우, 통상의 동물실험을 위하여 

실시되는 멸균처리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멸균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오토클레이브, 건열멸균, 약

제멸균 (예를 들면, 포르말린 가스, 오존가스 등에 의한 멸균), 방사선 멸균(γ선 조사 등)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멸

균은, 예를 들면 121℃, 15psi, 20분에서 오토클레이브; 250℃, 2시간에서 건열멸균, γ선 조사 등에서 수행할 수 있

다. 사용 전의 물품(예를 들면, 내부바트)의 멸균은 γ선 조사 멸균이 바람직하다.

사용 후의 물품의 멸균은, 원칙적으로 건열멸균, 오토클레이브 등 임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있어서 어떤 부분 또는 재료가 멸균가능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의 멸균방법에 대하여 내성을 가지는 성질을 말한

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그물형 커버」는, 본 발명에 있어서 바트(예를 들면, 내부바트, 외부바트 등)의 상부에 배치된 

커버로서, 그물 형의 것을 말한다. 상기 그물형 커버는 동물을 수송할 때에 외부바트 또는 단차면에 필터를 장치하는 

경우, 수송되는 동물로부터 필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물형 커버는 통상 눈이 작은 수지 또는 금속제의 

망(메쉬)의 형상을 가진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내부바트를 제조하는 수단」또는 「내부바트 제조기」는 내부바트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이러한 수단 또는 제조기는, 내부바트를 성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수단 또는 

제조기로 서는, 예를 들면, 내부바트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 열을 가하면서 프레스를 주는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양면 원적외선가열기와 공기압 시링커-구동식의 성형 프레스기로 구성된 범용 진공성형기의

이용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내부바트를 재생하는 수단」 또는 「내부바트 재생기」는, 내부바트를 재생할 수 있는 것이라

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이러한 수단 또는 재생기는, 예를 들면, 세정, 건조 및 멸균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내부바트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은, 내부바트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어떤 수단도 포

함한다. 이러한 수단으로서는, 예를 들면, 자동차, 자전거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게

는 이러한 운반수단은, 환경유지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운반수단이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운반수단은 내부바트의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부분 및 필요에 따라서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유지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소정의 청

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가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하는 용기(예를 들면, 골판지 상자 등) 내부에 포장되어, 상기 용기가

운반 수단에 의하여 운반되어도 좋다. 환경유지장치는 특히, 동물사육 유니트로서 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통상은

동물이 없는 상태에서 운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환경유지장치가 불필요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또한, 이렇게

운반하기 위한 수단은 상기 수단 내부를 외부로부터 격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운반 수

단 은 상기 수단의 내부와 외부와의 밀폐성을 유지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필터」는, 먼지, 미생물 등이 통과되지 않고, 기체만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필터로서는, 예를 들면,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 준 HEPA 필터, ULPA(Ultra Low Penetratio

n Air) 필터, PTFE 필터(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칠렌), 조진필터, 중·고성능 필터, 고 통기성 여진필터(삼릉제지의 E

P시리즈), 프로화일(등록상표)필터(Pa11) 등을 들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게는 필터는 고 통

기성 제진필터, HPEA 필터, ULPA 필터일 수 있다. 필터의 여과재로서는 셀룰로오즈 화이버, 록크울, 스텐레스스틸 

등이라도 좋으나, 내화성, 흡습성, 발암성 등의 문제 때문에, 바람직하게는 글라스울을 사용할 수 있다. HEPA필터는 

세퍼레이터 형이어도 좋으며, 논세퍼레이터 형이어도 좋다. 원하는 경우, 필터로서 ULPA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HE

PA 필터는 통상 0.2~0.3㎛의 입자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ULPA 필터는 0.1㎛ 또는 그 이하의 입자를 제

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터는 멸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깔개」는 당해 분야에 있어서, 통상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면, 톱밥, 신문지, 펄프재, 

종이 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깔개는 본 발명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소동물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내수성의 내부바트에 흡수성의 깔개를 넣는 것이 본 발명에서는

바람직하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랙」은,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할 수 있는 랙을 말하며, 동물사육 유

니트를 수용할 수 있으면, 어떤 형상이라도 좋고, 어떠한 재료로 제작되어도 좋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랙은 멸균용 회

로를 구비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랙은 탈취장치도 구비할 수 있다.

그룹밀폐 사육사양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랙이 밀폐성을 유지하고, 환경유지장치에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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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 있어서, 「자동조명」은 동물을 사육할 때, 자연스런 조명환경(예를 들면, 일광과 같은 조도를 제공) 또

는 인공적인 조명환경을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자동조명은 바람직하게는 원하는 조

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어부를 갖출 수 있다. 자동조명은 랙에 장착되어 있어도 좋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사용되는 「내부뚜껑」은 내부바트 등 동물사육 유니트의 내부에 사용되는 뚜껑을 말한다. 통상 

스텐레스로 되어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동물이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구조(예를 들

면, 망형)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통상, 내부뚜껑은, 사료 및/ 또는 금수병을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

서는 간단히 「망」이라고도 한다. 내부뚜껑의 격자 간격은 통상 5~8mm정도이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차양면」 또는 「차양」은, 바트 등의 용기에 대해서 사용될 경우, 상기 바트의 주변에 모자의

차양처럼 나와있는 부분을 말한다. 또한, 차양면은 단차이가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 차양에 덧 단차이를 갖추는 것에

의하여, 바트에 수용된 동물의 활동에 의한 먼지가 상기 바트로부터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차양면은 밀폐 커

버와의 밀착을 수행하기 위한 면으로서 상정된다. 차양면 또는 그 위의 필터, 내부뚜껑 등의 별도의 구조물을 배치하

기에 용이한 기능도 가진다. 이렇게, 차양면은 먼지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어떠한 구조를 가져도 좋다

. 차양면의 대신에 가지고 다니는 쇠장식을 탈착할 수도 있다.

「내부바트는 외부바트와 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한다」혹은 유사한 용어는, 내부바트 안에 수용된 동물이 어떠한 활

동을 하여도 외부바트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를 상기 내부바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

조는, 예를 들면, 내부바트가 외부바트와 같은 높이 또는 그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으나

, 또는 내부바트가 외부바트 보다 낮지만 동물이 활동할 수 있는 높이를 넘어서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달

성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외부바트」및 「내부바트」는,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져도 좋다. 이러한 재로로서는, 예를 들면

, 금속 (예를 들면,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등), 플라스틱(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등), 펄프, 펄프와 다른 재료와의 혼

합재 등을 들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다. 환경문제의 배려때문에,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폴리 프로필렌, 

비폴리프로필렌계의 저공해형 수지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바트를 일회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종

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칠렌 등),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탄산 칼슘, 타르크(talc) 등), 펄프와 다른 재료와의 혼합물, 저공해형 수지(라이펠 시트(등록상표)등)

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부터 제작된다. 바트의 재료는 멸균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실시 형태에서는,

바트의 재료가 재생가능할 수 있다. 또는 바트의 재료는 생분해성이어도 좋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휴대가능」은, 실험자가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휴대가능 시스템은, 어떤

시설에 일시적으로 장착하여도 좋지만, 어떠한 움직이지 않는 설비(건축물 등)에 고정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서는 않된

다. 또한, 휴대가능한 동물사육 유니트 또는 동물사육 시스템은, 총중량이 통상 약 3kg 이하일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

는 약 2kg 이하일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실시를 위한 시설」은, 원하는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좋다. 이러한

설비로서는,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 안전 캐비넷, 클린벤치, 오토클레이브 등을 구비할 수 있다. 통상의 실험설비, 

P1, P2, P3 및 P4 실험설비 등을 들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통상의 실험설비는, P1 등과 같이

격리·밀봉의 조치를 채택하지 않는 실험설비(예를 들면, 개방계)를 말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유전자 변형」및 「유전자 재조합」은 서로 교환가능하게 사용되며, 천연에 존재하는 유전자

를 인공적으로 변형시키는 작업 또는 이러한 작업을 동반하는 실험에 대하여 말한다. 예를 들면, 「유전자 변형」실

험에서는, 문부과학성이 2002년에 정한 「DNA 재조합 실험 지침」에 의하여 정의되는 「재조합 DNA 실험」을 포

함하고, 상기 재조합 DNA 실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을 포함한다(자연계에 존재하는 생세포와 동등의

유전자 구성을 가지는 생세포를 제작하는 실험 및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제외한다).

(1) 재조합 DNA 분자를 생세포에 전이시켜, 이종의 DNA를 복제시키는 실험 및 이에 의하여 제작된 생세포 또는 당

해 생세포로부터 얻어진 개체를 이용하는 실험; 및

(2) 재조합 DNA 분자에서 벡터를 제거하여 얻은 이종의 DNA 또는 이와 동등한 유전자정보를 가지는 DNA를 직접 

생세포에 전이시켜, 이종의 DNA를 복제시키는 실험 및 이에 의해 제작된 생세포 또는 당해 생세포에서 얻어진 개체

를 사용하는 실험.

본 명세서에 있어서, 「감염실험」은, 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감염인자를 이용하는 실험을 말한다. 감염실험도 또한, 

엄중하게 규제되고 있다. WHO「병원체 실험설비 안전대책 필휴」(1993년), WHO「보건관계 실험설비에 있어서의 

안정성」(WHO, Safey in Health-care Laboratories, 1997), 이 이외의 국내·국제적인 규격에 규정된 조건에 준하

여, 화재·지진·연구소내 감염·연구소 이외의 감염사고 등의 비상사태에의 대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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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는, 실험환경도 또한 감염실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실험 또는 재조합 실험을 실시할 경우, 실험실에 안전 캐비넷을 설치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안전 캐

비넷」은 실험재료 등을 취급하기 위한 박스 상의 간단한 설비로서, 사용하는 재료 등의 위험도에 따라서 클래스가 1

에서 3까지 분류된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클래스 2 타입이다. 클래스 2 타입에서는, 캐비넷 내로 

들어온 공기는 필터(미생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가지는 고성능의 것: HEPA 필터라고 불리는 것으로, 통상 가장 걸러

내기 힘든 입자인 0.3 마이크론의 입자를 99.7%(실제로 장착되어 있는 필터는 99.99%)이상 걸러내는 능력을 가진다

)를 통과시킨 후, 일부는 배기되고, 나머지의 공기는 다시 필터를 통과시켜 순환된다.

추가로 실험자가 손을 집어넣어 재료 등을 취급하는 면은 에어커튼(공기 흐름의 커텐을 만드는 것에 의하여 내측과 

외측의 공기를 차단한다)을 만드는 것에 의하여, 내측의 오염된 또는 오염의 우려가 있는 공기와 실험자를 차단한다. 

상기에 의해, 오염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또한 실험재로와 접촉한 공기를 여과한 후 배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3 레벨 이하의 실험에서는 상기의 클래스 2의 안전 캐비넷이 사용되고, P4 실험에서는 클래스 3의 안

전 캐비넷이 사용된다. 클래스 1 안전 캐비넷은 작업 구역에 청정공기를 공급하지 않고, 전면 개구부의 기류방향이 내

측을 향하므로 작업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클래스 2 안전 캐비넷(통칭 글러브박스라고도 불림)은 글러브를 통해서 작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구부가 전혀 

없으며, 내부가 음압으로 되어 있어 판의 밀폐도가 파괴되어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P4 실험실에서는 상기 클래스 3의 안전 캐비넷에서는 안전하게 밀폐된 상자에서 두꺼운 고무장갑(그러브)이 붙어 있

어, 실험자는 내부 공기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재료를 취급할 수 있다.

안전 캐비넷의 대신에, 경우에 따라 클린벤치도 사용할 수 있다. 클린벤치는 안전 캐비넷과 동일한 구조를 하고 있지

만 오염 에어로졸이 전면 개구부에서 작업 자에게 향하여 뿜어져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 P1 레벡의 작업에서 요두되는 조건은 예를 들면, 하기의 것을 들 수 있다:

A 작업기준

A1 작업은 문을 닫고 수행한다. 작업중에는 입실을 제한할 수 있다.

A2 작업대의 청소는 매일한다. 병원체 등이 쏟아졌을 때에는 그때 바로 청소한다.

A3 액체, 그 이외의 오염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재이용전에 오염을 제거한다.

A4 피펫조작 기구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한 피펫 조작을 금지한다.

A5 동일한 실내에서 작업 구역(작업역)과, 이 이외의 구역(문서작업 구역)을 같이 둘 수 있다. 단, 작업 구역 내에서의

음식섭취·흡연·음식물저장·화장은 금지한다.

A6 작업 후, 퇴실전에 손을 씻는다.

A7 오염 에어로졸 발생을 적게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조작을 행한다.

A8 작업가운의 착용이 권장된다. 작업구역 이외에서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B 지정조작

B1 오염물을 작업실 외부레 운반할 경우, 견고하고, 새지않는 용기에 넣어서, 실외로 반출하기 전에 뚜껑을 덮는다.

B2 부패하는 폐기물을 곧바로 처리하지 낳는 경우, 정장 냉동고를 설치한다.

B3 방충, 방서(防鼠)설치를 한다.

C 기구: 피펫 조작 기구만

D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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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청소하기 쉽도록 설계·배치. 이음새가 없는 목재를 사용한다. 벽·마루·천장의 돌출된 부분은 동그랗게 정리한

다.

D2 작업대 표면은 물·산·알칼리·유기용매·중등도의 열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3 가구류는 견고하고, 세척하기 쉬운 것이 바람직하다.

D4 손세척기(손씻을 곳)을 설치한다.

D5 창문을 열 수 있는 작업실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D6 같은 건물 내에 오토클레이브를 설치한다.

P2 레벨의 조작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예를 들면, 하기의 것을 들 수 있다:

P2 레벨은 중등도의 병원성을 가지는 병원체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P2레벨에서는, P1레벨의 작업실에 요구되는 것

에 더하여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1) 작업자는 미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 미생물학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의 감독 하에 작업한다; (2) 작

업 중에는, 관계자 이외는 출입금지로 한다; (3) 오염 에어로졸이 발생하기 쉬운 작업은 캐비넷을 사용한다. 그 이외의

작업은 실험대 위에서 수행하여도 좋다.

A 기준작업

P1레벨의 작업에 덧붙여, 이하를 수행한다:

작업중에는 관계자외에 출입을 금하고, 작업대에는, 폴리에틸렌 등으로 테이블 커버를 넓게 씌워, 청소를 용이하게 

하고, 오염 에어로졸 발생을 줄인다.

B 지정작업

P1레벨의 작업에 덧붙여, 이하를 수행한다:

B4 작업중의 입실자는 작업책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소아·임부·면역부전자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입실을 

피해야한다. 작업책임자는 누가 몇시에 입실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최종책임을 가진다. 입실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

만 입실을 허가한다. 작업책임자는 입실레 필요한 조건·입실방법을 문서로 표시한다.

B5 병원체등이 존재하는 작업실 등에 만국 공통의 바이오헤저드 마크를 표시한다. 마크에는, 작업책임자, 병원체명, 

입실에 필요한 조건을 부기하고, 병원체 등을 포함하거나 또는 부착할 가능성이 높은 용기·기기에도 바이오헤저드 

마크를 표시한다.

B6 작업가운을 착용한다. 착용한 채로 작업구역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B7 작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동물을 작업실에 반입하지 않는다.

B8 병원체 등·감염동물의 취급시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B9 모든 작업폐기물은 폐기 이전에 오염을 제거한다.

C 기구

C1 글래스 1, 2 안전 캐비넷을 설치한다. 감염성이 있는 에어로졸을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은 조작에 사용한다. 상기 

조작에는 원심, 마취, 파쇄, 격렬한 진탕, 혼화, 초음파 처리, 피펫 조작압력·진공용기의 개폐, 동물의 비강내 접종, 

동 물이나 알에서의 검체 채취를 포함한다.

C2 로터 또는 버켓에 안전마개가 있으며, 이의 개페를 캐비넷 내에서 수행하는 원심기는 실험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D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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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레벨에 덧붙여 이하의 것을 엄수한다.

D1 맞닿은 부위에 이음새가 없도록 한다. 수세기(손 씻을 곳)는 수술실용을 설치한다.

따라서, P1 및 P2레벨의 조작에서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 및 동물사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의 사용 형

태로서는 이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통상의 유전자조작을 행하지 않은 소동물의 유지 및 번식;

(2) 유전자조작을 수행하여 계통으로서 확립된 소동물의 유지 및 번식;

(3) (1) 및 (2)에서 서술된 소동물의 크린 업;

(4) (1) 및 (2)에서 서술된 소동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도 감염실험도 동반하지 않은 통상의 동물 실험;

(5) P1 및 P2레벨에서 허용된 범위의 (1) 및 (2)에 기재된 소동물에 대한 유전자 도입 실험;

(6) P1 및 P2레벨에서 허용된 범위의 (1) 및 (2)에 기재된 소동물에 대한 감염실험; 및

(7) P1 및 P2레벨에서 허용된 범위의 (1) 및 (2)에 기재된 소동물에 대한 화학실험의 폭로실험.

P3레벨의 조작에서 요구되는 조건은 예를 들면, 이하의 것을 들 수 있다:

P3레벨은 고도의 위험한 병원체에 적용된다. 따라서, (1) 작업자는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고, 안전의 확보에 충분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는 과학자의 감독 하에 작업한다; (2) 작업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입실할 수 없다; (3) 전작업은 캐

비넷 내, 또는 바이오헤저드 대책기기 내에서 수행한다; 및 (4) 작업실에는 특별한 구조의 설비가 필요하다.

A. 기준작업

P2레벨에 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B. 지정조작

P2레벨에 더하여 이하를 수행한다.

B1 작업에 필요한 자 이외에는 입실할 수 없다. 입실을 허가 받는 자는 개별적으로 작업책임자가 최종책임을 가지고 

판단한다. 입실하는 자에 대하여, 위험성의 존재를 알리고, 입실조건을 만족한 자만이 입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입퇴실 시에 필요한 모든 수법에 따르는 것을 확인한다. 살아있는 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개방조작은 모두 캐비넷 또는

이에 대체하는 바이오헤저드 대책 기기 내에서 수행한다. 개폐조작을 실험대 위에서 하지 않는다.

B2 작업가운으로 앞쪽에 단추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B3 작업가운을 착용한 채로, 실외에 나가지 않는다. 작업 가운을 실외로 반출하기 전에, 또는 세척하기 전에 오염을 

제거한다.

B4 장갑을 사용하고, 장갑은 무균조작 시에는 벗어서, 오염폐기물로 처리한 다.

B5 감염동물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부직포성 마우스를 사용한다.

B6 작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동물을 작업실로 반입하지 않는다.

B7 작업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폐기·재이용 전에 미리 오염을 제거한다.

B8 진공 배관 등에는 HEPA 필터와 액체 저장소를 설치한다.

B9 주사침은, 주사·채혈 이외에는 가능한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경우는, 사용 후에는 주사침을 빼어내기 전에 

견고한 용기에 넣는다. 폐기전에 오염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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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P레벨의 다른 작업이 동시진행 시에는 높은 쪽의 P레벨에 맞춘다.

B11 감염성이 소실된 항원을 사용하는 혈청반응은 실험대 위에서 수행하여도 좋다.

B12 엎지름, 사고, 등 감염사고(가능성)의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작업채임자는 기록하고, 적절한 처리를 한

다. 작업책임자는 적절한 의학상의 예방·감시·치료능력을 구비한다.

B13 작업자를 정기적 (작업 시작 전, 작업시작 후)으로 채혈하여, 채혈물을 보존한다.

B14 작업에 동반하는 화재의 가능성, 바이어헤저드 대책 상 필요한 용건을 기재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작업자는 이를

숙지하고, 그 지시에 다른다.

C. 기구

C1 살아있는 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모든 작업은 안전 캐비넷 혹은 이를 대체 하는 가두는 기기 등을 사용하여 수행한

다.

C2 P3레벨을 필요로하는 작업이라도, 다음의 3조건을 만족한다면, P2 레벨 작업실에서 수행하여도 좋다.

(1) 모든 조작을 클래스 3 안전 캐비넷 내에서 수행한다.

(2) 클래스 3 안전 캐비넷에서 반출되는 것은 모두 부속된 오토클레이브를 통하거나, 또는 견고한 밀봉용기에 넣어서

소독제를 넣은 침적 탱크를 통하여 반출한다.

(3) 다른 모든 점에서 P3의 요건을 충족한다.

D. 작업실

P2레벨에 더하여, 이하의 것도 수행한다.

D1 작업실은 일반통로부터 다음의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격리되어 있는 것: (1) 문/경의실+샤워/문; (2) 에어 락(air 

rock); (3) 문/통로/문. 어떤 경우도 곤충의 통과에 대하여 대비한다.

D2 마루·벽·천정면은 내수성이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이들 면의 사이틈·통하는 구멍은 밀폐

하거나 또는 밀폐하기 쉬운 구조(공조에 의하여 실내가 음압이 되는)로 한다.

D3 출구 근처에는 팔꿈치, 다리 또는 발로 조작할 수 있는 손세척기를 설치한다.

D4 창문은 폐쇄하고, 밀폐한다.

D5 P3 구획에의 문은 자동폐쇄, 자동시정되게 한다. 도어 체크를 부착하여, 개방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많

은 전동식 문은 밀폐도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조여닫는 식의 문은 밀폐도는 좋으나, 닫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D6 같은 건물 내에 오토클레이브가 있는 경우 외에, 오염제거용의 오토클레이브는 작업실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D7 실내를 향하여 유입되는 배기 시스템을 가진다. 작업실의 배기는 타구역에 재이용되지 않는 한, 건물의 공통배기

로 거두어들여도 좋다. 작업실내에서 재사용하여도 좋다. 캐비넷 이외의 실내공기는 처리하지 않고 직접 배기하여도 

좋다.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기는 외부공기로 희석되도록 설계한다.

D8 배기설비를 가지는 작업실에서는, 급배기가 연동하고, 작업실 내로 향하는 기류를 확보하는 것(정지할 경우에는 

조용히 그친다).

D9 클래스 1 및 2 안전 캐비넷의 배기는 (1) 직접 외기에; (2) 건물의 배기계로 또는 (3) 작업실 내로 배기한다. 건물

의 배기계에 배기하는 경우는 캐비넷 간에도 건물 배기와의 간에도 상호작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P3 레벨의 

조작에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유니트 및 동물사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의 형태로서는 이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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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및 P2 레벨에서 유지 및 번식된 통상의 유전자 재조합을 수행하지 않은 소동물 및 유전자 재조합이 수행되어 계통

으로서 확립된 소동물에 대한 이하와 같은 실험;

(1) P3레벨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상기의 소동물에 대한 유전자 도입 실험;

(2) P3레벨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상기의 소동물에 대한 감염실험; 및

(3) P3레벨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상기의 소동물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한 폭로실험.

P4 레벨의 조작에 요구되는 조건은 예를 들면, 이하의 것을 들 수 있다:

P4 레벨은 극히 위험하거나 또는 국내에 없는 병원체의 취급에 적용한다.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은, (1) 병원체 및 그

의 작용; (2) P4레벨에 있어서, 작업기준 및 기술; 및 (3) P4 작업실의 특성·기능을 충분히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된

다.

상기의 조건을 모두 구비한 작업책임자의 감독 아래에서 작업한다. P4 구획의 출입은 엄중히 제한하고, 각 구획에 대

하여 충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엄수시킨다.

A 기준조작

P3 레벨에 더하여, 이하를 수행한다.

A1 오염 에어로졸 발생을 적게하기위하여, 주의 깊게 작업을 수행한다.

B 특수조작

P3 레벨의 지정조작에 더하여, 이하를 유의한다.

B1 생물활성이 있는 것을 클래스 3 안전 캐비넷에 배치한다. P4 작업구역으로부터 외부로 반출할 경우는, 견고한 1

차 용기, 2차 용기에 넣은 후, 소독제가 든 침청액 탱크 또는 분무소독상자 등을 통하여 반출한다.

B2 목적하는 생물활성이 있는 시료 이외에는, 모두 P4 작업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오토클레이브 등의 방법으로

오염을 제거한다.

B3 P4 구획 또는 각 작업실의 작업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만 입실을 허용하고, (1) 작업에 필요한 자 이외에는 입실할 

수 없다. 입실을 허가받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작업책임자가 최종 책임을 가지고 판단한다. (2) 작업책임자는, 입실하

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성의 존재를 알리고, 입실조건을 만족한 사람만 입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입퇴실 시에 필

요한 모든 절차를 따르는 것을 확인한다.

B4 P4 구획에 입실하는 경우는, 하의·양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탈의한다.

B5 P4 구획에서 퇴출하는 경우는, 샤워를 하고, 착의를 교환하고 나서, 퇴출한다. 퇴출하는 경우는, 작업가운 등을 샤

워 실의 내측에 남겨둔다. 에어락은 긴급 시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B6 병원체 등이 존재하는 작업실 등에 만국 공통의 바이오헤저드 마크를 표시한다. 여기에는 작업책임자, 병원체명, 

입실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기한다. 병원체 등을 포함하거나, 부착될 가능성이 높은 용기·기기에도 바이오헤저드 마

크를 표시한다.

B7 물품의 출입에는, 2중문의 오토클레이브, 분무상자 또는 에어락을 통하여 실시한다. 양방의 문을 동시에 열어서는

안된다.

B8 엎지름, 사고, 등 감염사고(가능성)의 경우,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작업책임자는 적절

한 처리를 한다. 작업책임자는 적절한 의학상의 예방·감시·치료능력을 구비하여 둔다.

C. 기구

C1 전체 작업은 클래스 3 안전 캐비넷 안에서 수행한다. 예외 1로서: 몸 전 체가 들어가는 양압식 작업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스 1 또는 2의 안전 캐비넷을 사용할 수 있다. 예외 2로서: 유효한 백신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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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작업자가 양압식 작업복 없이 클래스 1 또는 2 안전 캐비넷에서 작업할 수 있다.

D. P4 구획 특수작업

D1 P4 구획은 독립가옥 또는 명확하게 구별된 건물의 1부로 한다. 샤워실의 양측에 갱의실(실외의용 및 작업의용)을

설치한다. 물품의 출입용으로는, 2중문 오토클레이브, 분무상자, 에어락 등을 설치한다.

D2 작업실 내면은 완전 밀폐한다. 바닥에 폐수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독제가 들어있는 트랩을 장착하고, 그 위에

폐수처리 탱크를 직접 연결한다. 급·배기장치에는 HEPA 필터를 장착한다.

D3 작업실 내면 및 장치·기구는 가급적으로 먼지가 쌓이는 수평면으로 만들지 않는다.

D4 작업대 표면에는 이음새가 없도록 한다. 물·산·알칼리·유기용매·중등도의 열에 내성을 가지도록 한다.

D5 가구류. 견고하고 청소하기 쉽도록한다.

D6 출구 근처에 팔꿈치, 다리 또는 발로 조작할 수 있는 수세기를 설치한다.

D7 진공 라인을 설치하는 경우, (1) 각 코크에 가능한한 가까운 곳에 HEPA 필터를 배치한다; (2) P4 구획 내 만의 독

립한 계통으로 한다; (3) HEPA 필터는 그 상태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액체·가스 의 배관에는 역류가 없

도록 설 계한다.

D8 식료수용 수도꼭지는 발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실 내에는 두지 않는다. 배관은 독립적으로 한다. 역류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도 다른 급수관과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D9 P4 구획의 문은 자동폐쇄, 자동시정으로 한다.

D10 창은 밀폐로 하고, 파손하지 않는다.

D11 2중 문의 오토클레이브의 외부 문은 멸균 종료 후에만 여는 구조로 한다.

D12 통과형 침적 탱크, 분무상자를 배치한다. 오토클레이브에 돌릴 수 없는 것을 P4구획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만 사

용한다.

D13 작업실의 세척대, 캐비넷, 작업실 바닥, 오토클레이브에서의 폐액은 모두 열처리한다. 샤워실과 경의실의 폐액은

화학처리 또는 열처리한다. 열처리·화학처리의 유효성을 생물학적·물리학적 방법으로 모니터한다.

D14 급배기시스템은 다른 방 등에 대하여 독립되게 한다. 기류는 외부로부터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영

역의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 작업실 간의 기압차를 마노메타로 측정하여, 이상 시에는 경보를 울린다. 급배기시스템

은 연동하고, 실내의 기류방향을 확보한다.

D15 HEPA 필터 여과한 공기는 실내에서 재사용하여도 좋다.

D16 P4 구획의 배기는 HEPA 필터로 여과한다. HEPA 필터는 필터상자 내에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

을 최소화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사고로 발생 할 수 있는 역류에 대처하기 위하여, 급기하는 쪽에도 HEPA 필터를 배

치한다.

D17 클래스 1 또는 2 안전 캐비넷의 배기는 작업실 내 또는 작업실의 배기계를 통하여 외부로 간다. 클래스 3 안전 

캐비넷의 배기는 재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기하거나, 또는 작업실에 배기계를 통하여 배기한다. 작업실에 배기하는 경

우에는, 캐비넷 간, 작업실 간의 가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D18 소위「우주복」 작업실은 완전 밀폐하여, 배기는 2중 HEPA 필터로 여과한다. 우주복을 입은 채 화학 샤워와 오

염제거가 가능하도록 한다. 전기·공기 등의 백업 시스템을 완비한다.

따라서, P4 레벨의 조작에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 및 동물사육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의 사용형태로서는

이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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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및 P2레벨에서 유지 및 번식된 통상의 유전자 재조합을 수행하지 않는 소동물 및 유전자 재조합을 수행하여 계통

으로서 확립된 소동물에 대하여 이하와 같은 실험:

(1) P4레벨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상기의 소동물에 대한 유전자 도입 실험;

(2) P4레벨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상기의 소동물에 대한 감염실험; 및

(3) P4레벨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상기의 소동물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한 폭로실험.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설명

한가지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동물의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제 공한다. 상기 시스템은 A) 사육동물 유니

트; B) 해당하는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 C) 내부바트 교환설비; 및 D) 교환한 내부바트를

회수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한가지 실시형태로서 도 1 참조).

본 발명의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되는 동물사육 유니트는 목적의 동물을 사육하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내부바트를 

구비할 수 있고, 내부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바트를 구비하고, 동시에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 상기 내부바트는 목적 동물을 사육할 수 있다면, 어떠 형상 및/또는 크기라도 좋다. 상기 외부바트는 동물사육 유

니트의 내외를 격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한 어떠한 형상 및/또는 크기라도 좋으나, 바람직하게는 내부바트에 

적합한 형상일 수 있다. 동물사육 유니트의 소정의 청정도는, 당해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수법을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개폐 가능한 뚜껑을 장치하는 것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되는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가능하고, 또한, 상기 설비에 있

어서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하면서 내부바트를 교환할 수 있다.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상기 특징을 가지는 한, 어떠한 

형상 및/또는 크기라도 좋다. 바람직하게는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내부바트를 교환하는 사람 또는 장치가 충분히 교

환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상 및 크기를 가진다.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되는 교환한 내부바트를 회수하는 수단은 내부바트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어떠한 수단이라도 좋다. 따라서, 이러한 회수수단에는, 오염된 내부바트를 보관하는 수단, 오염된 내부바트를 소각하

는 수 단, 오염된 내부바트를 멸균하는 수단 등을 들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각종 수단은, 당해

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이며, 당업자는 적절히 상기와 같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은 내부바트를 내부바트 교환설비에 운송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

다. 이러한 운반하기 우한 수단은,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이 동물을 사육하는 장소로 부터 떨어져 있을 경우 특히 

유용하다. 이러한 운반수단은, 내부바트를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도 좋다. 바람

직하게는, 예를 들면, 자동차(예를 들면, 우농용 트럭 등)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동차

는 통상,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한다. 이러한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하는 수단은 예를 들면, 에어

컨디셔너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시스템은 동물사육 유니트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유지장치를 추가로 

포함하여도 좋다. 이러한 환경유지장치를 별도로 포함하는 것에 의하여, 본 발명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독립 격리된 

실험을 수행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유지장치는 동물사육 유니트 내부의 원하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어떠한 것이어도 좋으며, 예를 들면, 본 명세서의 다른 곳에 기재되는 것과 같은 환경유지장치를 들 수 있으나, 이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은, 내부바트를 제조하는 수단을 포함하여도 좋다. 내

부바트를 제조하는 수단은, 원하는 내부바 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한 어떤 형상을 가져도 좋으며, 이러

한 형상은, 당해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수잔 또는 제조기는, 내부바트를 성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헌 내부바트를 제조하는 수단은, 예를 들면, 내부바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에 열을 가하면서 프레스를 가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양면 원적외선 가열기와 공기앞 시링커 구동식의 성형 프레스기로 구성된 범용 진공 

성형기의 이용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시스템은 사용되는 교환한 내부바트를 처리하는 수단을 추가로 더 포함하여도 좋

다. 여기서, 내부바트의 처리는, 내부바트의 오염이 주위에 번지지않도록 처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

한 내부바트의 처리에는, 봉입(외부로부터의 격리), 소각, 화학약품에 의한 변성, 세척, 멸균 등을 들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가지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이러한 처리에 의하여 재사용가능한 내부바트를 재사용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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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본 발명의 시스템은 교환한 내부바트를 재생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여도 좋다. 이러한 내부바트를 재

생하는 수단은, 내부바트의 재료에 의하여 변동한다. 당업자는 이러한 적적한 내부바트의 재사용수단을 선택할 수 있

다. 이러한 재사용 수단은, 예를 들면, 세정수단, 건조수단, 멸균수단, 코팅 물질(예를 들면, 내수성 물질 등)의 코팅수

단 등을 포함하여도 좋다.

어떤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이 상기와 같은 교환한 내

부바트를 재생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도 좋다. 또한, 이러한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 그 자체가 교환한 내부바

트를 재생 하기 위한 수단과 겹치는 것이라도 좋다.

어떤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시스템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소정의 청정도는, 상기 동물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라도 좋다. 이러한 동물의 사용목적은 예를 들면, 감염 실험,

유전자 조작 실험, 통상의 실험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염실험을 수행할 경우는, 소

정의 청정도는 상기 목적으로 하는 병원체(감염인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다른 병원체가 포함되

어 있어도 좋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좋다. 바람직하게는, 소정의 청정도는 목적하는 동물에 있어서, 병원체가 포

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병원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

서, 감염인자는, 병원체와 호환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질환 또는 위해를 가하는 인자를 말한다. 유전자 조작 실험

의 경우는, 소정의 청정도는 상기 유전자 조작에 사용되는 유전자 또는 이에 유래하는 구축물 또는 상기 유전자 및 구

조물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실험의 경우는, 소정의 청

정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체가 포함되어 있어도 좋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좋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 병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내부바트의 재료는, 일회용일 수 있다. 이러한 재료는 생분해성의 재료라도 

좋다.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생분해성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폴리락틱엑시드, 폴리하이드록시부칠레이트

, 폴 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드, 폴리펩티드, 폴리사카라이드, 핵산, PGA, PLGA, 폴리부칠레이드, 인산 공중합체, 락

티드 카프로락톤 공중합체, 폴리-ε-카프로락톤, 폴리-β-하이드록시카본 산, 폴리디옥사논(polydioxanone), 폴리

-1,4-디옥세판-7온, 글리콜리드-트리메틸렌카보네이트 공중합체, 폴리세바신산 무수물, 폴리-ω-(카르복시페녹시)

알킬카르본산 무수물, 폴리-1,3-디옥산-2-온, 폴리뎁시펩티드, 폴리-α-시아노아크릴산에틸, 폴리포스파젠, 하이

드록시아파타이트를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내부바트의 재료는 재

생가능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재생가능한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 비결정성 폴리에스

테르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와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 제작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는, 멸균될 수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멸균되는 것에 

의하여, 감염실험 등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멸균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는, 예를 들면, 오토클레이브, 건

조멸균, 약제멸균(예를 들면, 포르말린 가스, 오존 가스 등에 의한 멸균), 방사선 멸균균(γ선 조사 등) 등을 들수 있고,

이러한 멸균은, 예를 들면 121℃, 15psi, 20분에서 오토클레이브; 250℃, 2시간에서 건열멸균, γ선 조사 등에서 수

행할 수 있다. 사용 전의 물품(예를 들면, 내부바트)의 멸균은 γ선 조사 멸균이 바람직하다.

한가지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제공하 는 수단은 멸균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되는 동물사육 유니트는, 밀폐성을 가질 수 있

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밀폐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어떤 것이라도 좋

다. 밀폐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에 의하여, 감염실험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가

능하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또한, 한가지 이상의 상기 동물 사육 유니트를 수용할 수 있고, 또한,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

단을 구비하는 용기를 추가로 구비할 수 있다. 이러한 용기를 구비하는 것에 의하여, 복수의 동물 사육 유니트를 한번

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되는 외부바트 및 내부바트는 각각 독립하여 차양면 및/또는 단

차이를 구비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한가지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

한다. 이러한 수단 또는 제조기는, 내부바트를 성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부바트의 제조장치 또는 제조기에

는, 내부바트의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에 열을 가하면서 프레스를 가하는 등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양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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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 가열기와 공기 시링커 구동식의 성형 프레스기로 구성된 범용 진공성형기의 사용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목적동물을 사육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내부바트를 구비하고, 상기 내부바트

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바트를 구비하여, 동시에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물사육 유니트에 있어서 동물의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A)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다른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공

정; B)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가능하고, 동시에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내부바트 교환설비에 상

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배치하는 공정; C)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에서, C-1) 사용한 상기 내부바트를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로부터 꺼내는 것, C-2) 상기 사용한 내부바트로부터 상기 목적동물을 꺼내는 것, C-3)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를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에 장착하는 것, 및 C-4) 상기 목적동물을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

지는 별도의 내부바트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정; 및 D) 상기 사용한 내부바트를 회수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동물의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공정은,

이러한 내부바트의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바트의 제공은 인위적으로 매뉴얼로 수행하여도 좋으며,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하여도 좋다. 이

러한 방법은, 당해 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이며, 예를 들면, 이러한 내부바트를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용

기내에 보관하여 제공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내부바트의 제공의 예시적인 

실시예로서는, 예를 들면, 제조된 내부바트에, 동물사육 시 필요 내지 적당한 깔개를 깔고, 또는 깔개를 깔지 않고, 이

용형태에 따라 한가지 이상의 멸균처리를 하여 제공단위로 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이용자는 필요한 수 의 공급을 미

리 받는 것이 가능하며, 적당한 수를 보관하는 것에 의하여, 적의의 필요수만을 청결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멸균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서, 멸균 등의 처리를 수행하

여, 목적에 따라 사용형태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는 사용 후의 내부바트를 다시, 오염물과

함께 수납하여, 오토클레이브 등의 멸균처리를 하여, 회수가능한 것인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내수성인 것이 바람

직하다. 구체적으로는, 오토클레이브 백과 동등품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되는 상기 내부바트를 수용하기 위한 용기에 있어서, 내부바

트를 수용하는데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용기를 제공한다. 상기 용기는 멸균이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용

기는 내수성이어도 좋다. 상기 용기는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및/또는 교환한 내부바

트를 회수하기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공정은, 필요에 따라서, 상기 내부바트를 제작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작은 본

명세서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내부바트 제조기를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내부바트가 제공되는 장소가 내부바트를

교환하는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 상기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공정은, 상기 내부바트를 운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바트의 운반은, 본 명세서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운반수단을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실행되는,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가능하고, 동시 에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내부

바트 교환설비에 동물 사육 유니트를 배치하는 공정은, 동물사육 유니트가 내부바트 교환설비에 배치되는 한, 어떠한

수법을 사용하여도 좋다. 따라서, 동물사육 유니트의 배치는, 인위적으로 매뉴얼로 수행하여도 좋으며, 또는 기계 등

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하여도 좋다. 통상,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에는 소정의 목적을 위한 실험동물이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 동물이 사육되는 소정의 청정도가 적어도 유지되도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

에 따라서,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는, 멸균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멸균이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동물이 감

염실험에 사용되어, 그 병원체가 다른 동물(사람을 포함하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상기 병원체가 외부(특히, 내

부바트 교환설비의 외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에 따라서,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에는 멸균장치 등의 환경유지장치가 구비될 수 있다.

한가지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는 멸균되어 있어도 좋다. 이와 같은 

멸균방법은, 당해 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이며, 예를 들면, γ선 조사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동물사육 케이지 교환용 클린

테이블, 동물사육 케이지 교환 스테이션, 동물사육 케이지 교환 아이소레이터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

며, 이러한 교환설비로서는 예를 들면, TONET사에서 시판되는 동물사육 케이지 교환용 크린 테이블(작업대의 후면

에 흡입구를 설치한 대로, 비산하는 분진을 흡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ACE에서 시판되는 Animal Trasnsfer Stati

on, 안전 캐비넷 형의 교환 유니트 (Poultry Isolator: ACE에서 시판됨)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

람직하게는,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동물 사육 유니트를, 외부와 격리하도록 구성되어도 좋다. 이러한 구성은, 당

해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이며, 상기의 바람직한 형태에 있어서 이러한 구성을 채택하여도 좋으나 반드시 필요하

다고는 할 수 없다. 한가지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는, 이러한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

될 수 있다. 여기서, 밀폐성을 유지하는 것에 의하여, 예를 들면, 감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유전적인 오염을 방지

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이러한 오염방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밀폐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법은 당해 분야에 있어

서 주지의 사실이며, 시판되는 시설을 사용하여 이러한 밀폐성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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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실행되는, 내부바트 교환설비에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동물사육 유니트에서 분리하고, 사

용한 내부바트로부터 목적동물을 꺼내는 것은, 당해분야에 있어서 사용되는 주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면, 

어떤 기술로도 실행할 수 있다. 내부바트의 분리 및 동물을 꺼내는 것은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매뉴얼로 실행하여도 좋으며, 또는 기계 등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실행하여도 좋다. 여기서, 사용한 내부바트는 소

정의 청정도를 가지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부바트 교환설비 내에는,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새로운) 별도의 

내부바트와 별개의 장소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내부바트 교환설비 내에, 사용한 내부바트를 수

용하는 별도의 용기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본 발명에 있어서, 실행되는 내부바트 교환설비에 있어서,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의 동물사육 유니

트에의 장착, 목적동물이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에의 배치 또한, 당해 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

인 관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내부바트의 장착 및 동물의 배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매뉴얼로 수행하여도 좋으며, 또는 기계 등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하여도 좋다. 내부바트의 장착 및

동물의 배치 및 상기 내부바트의 분리 및 동물을 꺼내는 것은 연속되어도 좋고, 별도로 실시하여도 좋으나, 별도로 실

시하는 경우는 동물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시적 수용은, 당해분야 주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어떤 실시형태에서는 내부바트를 분리한 후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를 동물 사육 

유니트에 장착한 후, 분리된 내부바트에 존재하는 동물을 장착된 별도의 내부바트에 이동시켜도 좋다. 별도의 실시형

태에서는 동물을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에 이동시킨 후, 사용한 내부바트를 분리한 후, 동물이 배

치된 별도의 내부바트를 동물사육 유니트에 장착하여도 좋다. 이러한 공정에 관하여, 당업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의

적절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실행되는, 사용한 내부바트의 회수도 또한, 당해 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인 관용기술을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회수는 인위적인 매뉴얼로 수행하여도 좋으며, 또는 기계 등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하여도 좋다. 이러한 내부바트의 회수의 예시적인 실시형태로서는 예를 들면, 사용 후의 내부바트를 적당한 케이

지 교환설비 내 등에 두고, 분뇨 등의 오물 등과 함께 멸균 가능한 회수용 용기 또는 백에, 쌓아서 수납하고, 오물이 밖

으로 새지 않도록 밀봉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오토클레이브 등에 의한 멸균을 실시하고, 그 이후, 적

정한 처리를 한다. 상기 멸균처리 후의 처분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 자격을 인정받은 관리업자가 대행하는 것이 가

능하며, 오물이 누출되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여, 처리업자가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회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다. 내부

바트의 회수는, 내부바트의 처분 및 내부바트의 재생을 포함하고 있어도 좋다. 여기서, 내부바트의 처분(disposal)에

는 소각, 분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내부바트의 처분 방법은, 당국 (예를 들면, 일본의 문부과학성 등)이 규정하는 규

제에 적합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은 당해 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이며, 관용적으로 사용되며, 예를 들면, 

오물과 함께 소각하는 것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정의 실시형태에 있어서 실시되는 내부

바트의 재생에서는, 본 발명의 방법에 재생가능한 정도에서 재생가능한 정도로 상기 바트가 재생되는 한, 어떠한 기

법을 사용해도 좋다. 이러한 기법은 당해 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이며, 예를 들면, 세척한 후, 멸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동물사육 유니트는 복수개 사용되고, 상기 복수개의 동물사육 유니트 중 적어도 2

개의 사이를 격리하여 유지하면서, 상기와 같이 내부바트 및 동물의 교환을 수행하여도 좋다. 이러한 2개 유니트 사이

의 격리를 위한 수단은, 당해 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이며, 격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수행하여도 좋

다. 이러한 격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물 간의 오염(특히, 감염 또는 유전자적인 오염 등)을 방지하는데에 유리하다.

추가로 다른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술한 것과 같이 복수개로 사용되는 동물사육 유니트는, 추가로 복수의 

동물사육 유니트 군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 군은 적어도 1개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포함하고, 동일

한 동물사육 유니트 군 내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서로 격리되어 있지 않지만, 복수개의 동물사육 유니트 군 간에는 서

로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상기와 같은 동물 및 내부바트의 교환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환하는 것에 의하여, 

어떤 일정의 동물군에서는 오염(예를 들면, 감염 또는 유전자적 오염 등)을 방지하면서, 상기 군에서의 작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방법 또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제조하기 위한 내부바트 제조

기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수단 또는 제조기는, 내부바트를 성형하는 수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부바트 제조

기는, 당해분야에 있어서, 공지의 것을 사용해도 좋으며, 이를 개량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내부바트 제조기

로서는, 예를 들면, 내부바트의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에 열을 가하면서 프레스를 주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양면 적외선 가열기와 공기압 링커-구동식의 성형 프레스기로 구성된 범용 진공성형기계의 사용을 들 수 있으나 이

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른 특정의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방법 또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재생하기 위한 내부바

트 재생기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내부바트 재생기는, 당해 분야에 있어서, 공지의 것을 사용해도 좋으며, 이러

한 것을 개량하여 상용하여도 좋다. 이러한 내부바트 재생기로서는 예를 들면, 내부바트를 세척할 수 있는 수단을 구

비한 장치, 내부바트를 멸균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한 장치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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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동물을 사용한 실험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은 A) 하나 이상의 동물사

육 유니트에 있어서,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는, 외부와 격리되어, 환경유지장치와 연결할 수 있고, 이하: 1) 본체; 및 2)

상기 본체에 설치된 상기 환경유지장치와 연결가능한, 적어도 한 개의 개구부를 구비한 동물사육 유니트; B) 환경유

지장치; 및 C) 상기 실험에 사용하는 실험을 위한 설비를 구비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독립 격리된 시스템을 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특히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을 수행할 때, 일부로 전문 설비를 갖

출 것 없이, 소정의 청정도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목적하는 실험(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실험, 감염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동물사육 유니트, 환경유지장치 및 실험설비는, 본 명세서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 설명한 것

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감염실험 및 유전자도입 실험을 통상의 실험설비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래 기술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며, 특별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추가로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한 유전자 도입실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로, 예를 들면, 렌티바이러스(HIV 바이러스 등)로 부

터 제작된 벡터가 사용되어, 그 안전 수준을 확보하는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후, 이러한 수요가 막대하게

전망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 격리 시스템은 당해 분야에 있어서 현저한 역할을 달성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 실험을 위한 설비는, 통상, 재조합 DNA 실험지침 등에 규정된 실험설비이

며, 필요에 따라서 안전 캐비넷, 클린벤치, 오토클레이브 등을 구비할 수 있으며, P1, P2, P3 및 P4 실험설비로 구성

된 군에서 선택된다.

하나의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외부와 격리되고, 환경유지장치와 연결될 수 있는 동물사육 유니트를 제공한다. 상

기 동물사육 유니트는, 1) 본체; 및 2) 상기 본체에 설치된, 환경유지장치와 연결가능한 개구부를 구비한다. 상기 본체

는 외부와 격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상기 본체는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본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체는 예를 들면,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올레핀 수지,

충진제 내장 폴리프로필렌수지, 폴리술폰 수지 및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 제작할 수 

있다. 본체는 반드시 1종류의 재료로 만들 필요는 없으며, 2종류 이상의 재료의 혼합물로 제작되어도 좋다. 바람직하

게는, 본체는 폴리올레핀 수지, 폴리술폰 수지 및/또는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시트로 제작된다. 본체는 한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도 좋고, 두가지 이상의 구성요소 (예를 들면, 외부 비트 및 뚜껑)으로 되어 있어도 좋다. 한가지 구

성요소로 되는 경우는, 동물을 출입시키기 위하여 출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환경유지장치는, 상기 유니트와 연결가능하다면 어떠한 형태라도 좋 으며, 종래의 형태의 것(시설 부착형 등)

이어도 좋고, 휴대형이어도 좋다. 수송에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는 자동차에 부착된 환경유지장치(예를 들면, 공기조

정기, 쿨러 등)이어도 좋다. 상기 유니트에 있어서, 개구부는 단순한 원형의 개구부이어도 좋고, 개구부에 관이 연결되

어 있는 것도 좋다. 개구부에는 또한, 마개가 구비되어 있어도 좋다. 개구부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본체와 밀폐가능하

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하나의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는 적어도 2개 존재한다. 이들 개구부는 어느 것이든 하나가 기체 공급구로서 

및 다른 하나는 기체 배출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 기체 공급(흡기)과 기체배출(배기)의 역활을 분리하는 것에 의하여, 

순조로운 환경유지 및 오염의 방지를 더욱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

다른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와 상기 환경유지장치와의 연결을 제거하는 경우에, 

상기 사육 시스템과 외부를 격리할 수 있도록 마개를 구비할 수 있다. 이러한 마개를 제작하는 방법은 당해 분야에 있

어서 주지의 사실이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와 상기 환경유지장치와의 연결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기 사육 시스템과 외부에 대하여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개를 구비할 수 있다. 이러한 마개를 제작하

는 방법은 당해분야에 있어서 주지의 사실이다.

하나의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명세서에 있어서 사용되는 환경유지장치는, 개구부를 통하여, 동물사육 유니트에 기체

를 제공하고, 동시에 동물사육 유니트로 부터 기체를 회수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환경유지장치는 기체를 회수 및 제

공할 수 있는 한, 어떠한 구조이어도 좋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유지장치로서는 당해분야에 있어서, 주지된 임의의 것

을 사용할 수 있다.

마개는, 푸쉬식 어뎁터에 의하여 보다 쉽게 탈착가능한 관(급배기 호스)가 부착가능하다. 마개에는 급배기를 순조롭

게하기 위하여 제진효과가 있는 필터를 부착하여도 좋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에서 사용되는 본체는 1) 외부바트; 및 2) 뚜껑을 포함할 수 

있다. 외부바트는 상술한 본체에 관한 설명과 같은 구조 및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바트는 뚜껑을 배치할 수 있

는 구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바트와 뚜껑은 접촉면이 밀착하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외부

바트는 폴리카보네이트계 수지, 폴리카보네트 수지,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올레핀 수지, 충진제 내장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술폰 수지 및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시트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 제작할 수 있다. 폴리올레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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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폴리술폰 수지 및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시트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열내성 및 내약제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뚜껑은 상부 뚜껑이어도 좋고, 측면 뚜껑이어도 좋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외부바트의 내측에 내부바트를 추가로 구비할 수 

있다. 내부바트는 일회용인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실시형태에서는, 내부바트는, 내수성일 수 있다. 따라서,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폴리프로

필렌 수지, 폴리올레핀계 수지, 충진제 내장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술폰 수지,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올레

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탄산칼슘, 타르크(talc) 등), 라이펠 시트(등록상표)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부터 제

작된다. 바람직하게는,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칠렌 등) 및 폴리

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탄산칼슘, 타르크(talc) 등)(예를 들면, 라이펠 시트(등록상표)),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등으로부터 제작된다.

바람직하게는, 내부바트는 동물사육 유니트 내부의 동물과 외부바트와의 사이에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바트는 외부바트와 같은 형상(유사형)이며, 동일한 높이 또는 조금 낮은 높이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내부바트는, 멸균가능하다. 따라서,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카보네이트 수지, 폴리

프로필렌 수지, 폴리올레핀계 수지, 충진제 내장 폴리프로필렌 수지, 폴리술폰 수지,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

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탄산칼슘, 타르크(talc) 등), 라이펠 시트(등록상표)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부터

제작된다. 바람직하게는,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칠렌 등) 및 폴

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탄산칼슘, 타르크(talc) 등)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예를 들면, 라이펠 시트(등

록상표))로 제작된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라이펠 시트(등록상표)로 제작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밀폐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뚜껑 과 내부바트와의 사이에 바킹을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바킹은 양면 테이프이어도 좋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추가로, 수송용으로 망 커

버를 구비할 수 있다. 망 커버는 시판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내부뚜껑을 추가로 구비하여도 좋다. 내부뚜껑은, 케이지용으로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내부뚜껑을 구비하는 것에 의하여, 수용된 동물의 도망을 방지할 수

있다. 도망을 방지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육동물은 활동하는 동시에 배설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사육동물은 통상 좁은 생활공간 내에서 사육되어 와서, 발생하는 배설물을 비산시킨다. 때로는, 도망

방지의 의미로 내부뚜껑을 설치하여도, 이를 넘어서 주위에 배설물을 비산시킬 때도 있다. 비산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 내부뚜껑(예를 들면 금속 망) 이외에 바트에 단차와 개구부의 낙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뚜껑은, 동물

로부터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충분한 강도를 제공하는 재료(예를 들면, 스텐레스 등)로 제작된다. 차

양 면 및/또는 단차(段差)는 외부바트 및/또는 내부바트에 구비할 수 있다. 양 방의 바트에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양면은, 바트와 같은 재료로 연속 성형되는 것도 좋으며, 후에 접착하는 것도 좋고, 별도의 재료로 제작하여도 좋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사육동물 유니트는, 추가로, 필터를 구비할 수 있다. 필터는 시판되는 것을(예를 들면, 아토

모스필터, 폴리벤트, 바큐가드)를 이용할 수 있고, HEPA 필터, ULPA 필터, 셀룰로오스 필터,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 

필터. 나이론 필터, PVDF 필터, PTFE 필터, PP 필터, PES 필터, GF/F 필터, 여과지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군에

서 선택되는 재료로 제작하여도 좋다. 필터는, 미생물(예를 들어, 세균, 바이러스 등)의 왕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터는 또한, 유전자 변형 실험 시에 사용되는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필터로서는 

바람직하게는, HEPA 필터 또는 ULPA 필터를 사용한다. 따라서, 필터는, 멸균상태를 보존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추가로, 깔개를 구비할 수 있다. 깔개로서는 통상 사용되는 것(예를 들면, 톱밥, 신문지, 

펄프 칩, 종이 칩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깔개는 바람직하게는 내부바트의 안에 배치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추가로, 랙을 구비할 수 있다. 랙으로서는, 종래 사용되는 임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랙의 사용에 의하여,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운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랙은, 

멸균용 회로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랙은 탈취장치를 구비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추가로, 자동조명을 구비한다. 자동조명으로서는, 원하는 조명환경(예를

들면, 통상의 일광, 계절을 초월한 조명환경)을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조명장치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따라서,

시판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조명은 바람직하게는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제어부를 구비한다. 

개별 실험을 수행할 때에는, 자동조명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2층 타입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제공한다.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는 1) 외부바트; 및 2)

내부바트를 구비한다. 외부바트는 동물을 수용하여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부여하는 한 어떠한 구조 및 재료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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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도 좋다. 예를 들면, 내부바트는, 폴리카보네이트제 수지로 제작할 수 있다. 폴리카보네이트제 수지는 내열성 및 

내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이 많은 외부바트의 재료로서 바람직하다. 내부바트를 구비하는 것에 의

하여, 깔개를 교환하는 작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바람직하게는, 내부바트는 일회용일 수 있다. 따라서, 내부바트

는, 예를 들면,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칠렌 등)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탄산칼슘, 타르크(talc) 등)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예를 들면, 라이펠 시트(등록상표))으로 제작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2층 타입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추가로, 뚜껑을 구비한다. 뚜껑은 상부 뚜껑인 것이 바람직

하다. 뚜껑은 본 명세서의 다른 곳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구성 및 재료로 제작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내부바트는 내수성 재료로 제작될 수 있다. 내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내부바트를 제작하는 것에 

의하여, 내부바트의 효율적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내수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펄프, 

펄프와 다른 재로의 혼합물, 폴리올레핀계 수지, 저공해형 수지(예를 들면, 라이펠 시트(등록상표)), 비결정성 폴리에

스테르 등을 들 수 있다. 내부바트를 형성하는 재료는, 멸균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재료로서는, 예를 들면, 

펄프, 펄프와 다른 재료의 혼합물, 폴리올레핀계 수지, 저공해형 수지(예를 들면, 라이펠 시트(등 록상표)),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내부바트는, 상기 내부바트 내의 동물과 외부바트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를 채용할 수 있

다. 이러한 구조를 취하는 것에 의하여, 외부바트의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의 예로서는, 예를 들면, 

내부바트가 외부바트와 서로 유사한 형태이고, 동시에, 내부바트와 외부바트가 겹쳐져 있을 때에 외부바트의 높이와 

외부바트의 높이가 같거나, 도는 내부바트가 조금 낮은 구조를 들 수 있다. 또한, 외부바트의 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내부바트의 높이는 외부바트의 높이 보다 낮거나, 동물이 활동할 수 있는 높이를 넘는 높이를 가지는 바

트인 것도 좋다. 단, 내부바트와 외부바트는 반드시 유사한 형태일 필요는 없다.

내부바트 및 외부바트 중 적어도 하나는, 차양면 및 단차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차를 가지는 것에 의하여, 배

설물의 비산을 방지하는 것의 효과를 높을 수 있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외부바트 및 내부바트를 포함하는 동물사육 유니트에 있어서 사용하기 위하여, 일회

용 내부바트를 제공한다. 일회용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것에 의하여, 종래 필요로 하였던 깔개의 교환, 케이지의 청소 

등의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재료로서는,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

계 수지(예를 들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탄산

칼슘, 타르크(talc) 등) 등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예를 들면, 라이펠 시트(등록 상표)를 들 수 있다. 또한 일회

용 내부바트는 멸균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형태에서, 일회용 내부바트는 내수성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일회용 내부바트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 내의 동물과 외부바트와의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

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는 본 명세서에 다른 곳에서 상술하였다.

상기 일회용 내부바트는 차양면 및 단차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차를 구비하는 것에 의하여, 배출물의 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고, 나아가서는 외부바트의 청결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 및 환경유지장치를 포함하는, 동물사육 시스템을 제공한

다.

여기서,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되는 환경유지장치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에 제공하는 기체에 대하여, 온도, 습도, 

산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파라메터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어부는, 적어도 사육 유니트에 공급되는 기체의 온도를 조절한다.

바람직하게는, 동물사육 유니트와 환경유지장치는 밀폐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동물사육 유니

트는 밀폐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환경유지장치는 휴대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유지장치는 이미 알려진 것으로, HEPA 필터가 장착된 급

배기장치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가능하며, 시판되고 있으나(예를 들면, 알렌타운(Allentown Caging Equipment, C

o.Inc., Allentown, N. J. 미국), 일본 클리어 등의 사육 랙용 급배기장치 등), 본 발명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가 휴대가능이고, 동시에 환경유지 장치가 휴대가능한 것임으로, 동물사육 시스템 전체가 

휴대가능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단, 환경유지장치는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휴대설비(예를 들면, 사육

설비)에 있어서, 환경유지장치는 그 설비에 부착되어져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송시에는, 수송용의 자동차

등에 부착된 환경유지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수송 후, 개별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실에 운반할 때에 휴대가능

한 환경유지장치와 함께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러한 환경유지장치 없이 운반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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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 또는 동물 사육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공정

을 포함하는 동물의 사육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에, 독립격리의 특징을 구비하는 유니트를 사용

한다면, 대형의 설비가 필요없이 사육할 수 있게 된다. 2층 타입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사용한 경우, 대형 오물처리·

회수·재이용(세척)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육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것으로 하든지, 종래 중형에서 대형의 연

구기관에 있어서, 대형의 동물실험을 빈번하게 또는 루틴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하던 대형 동물사

육 시설이 필요없게 되었다. 이는 종래의 기술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특별한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동물사육 유니트의 재사용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재사용 방법에서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사용한 동물을 사육한 후에, 내부바트를 처리하고 새로운 내부바트를 보충하는 공정을 포괄한다. 내부바트가 일회용

인 것에 의하여, 오물처리 없이 새로운 동물사육 유니트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동물사육 시설

의 종래업자에 있어서 종래에는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고,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독립격리 타입의 동물사육 유니트 또는 동물사육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물

을 사육하는 공정; 및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 또는 동물사육 시스템을 환경유지장치와 함께, 고도로 환경유지가 되지 

않는 실험실에 이동하여, 상기 실험실에 있어서 감염 또는 재조합 실험을 수행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동물을 사용한 

감염 또는 재조합 실험방법을 제공한다. 여기서, 환경유지장치는, 휴대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

직하게는,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목적하는 실험의 위험 수준에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예를 들면, P1, P2 레벨

등). 본 발명의 시스템을 사용하면, 실험자가 번거롭게 일부러 고규격의 안전 캐비넷을 설치한 고도안전 동물사육 실

험설비를 이용하는 일 없이도, 통상의 P1, P2 레벨의 실험실 내에서 감염실험 또는 유전자 변형실험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되었다.

P3, P4 레벨의 실험은 허용되는 고규격의 고도안전 실험설비 내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람직하게는, P3 및 

P4레벨의 동물실험도 또한 허용되는 고규격의 고도안전 동물실험 설비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설비

는, 건설비 및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시설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기존의 고

도안전 실험설비 내에 용이하게 동물실험을 위한 시 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되었다. 추가로, 격리능으로부터, 조작

이 더 간편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도 가능

하게 되었다.

이상,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예시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였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면서, 실시예에 기초하여 본 

발명을 설명하지만, 이하의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만으로 제공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에 사용한 특정의 실시형태 및 하기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실시예

이하, 적당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설명한다.

도 2A는 본체(12)와 본체(12)에 설치된 접속부로서의 개구부(14)를 구비하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1 실시

예(10)를 나타내고 있다. 본체(12)는 외부와 내부를 격리한다. 본체(12)는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프라스틱 또는 알루

미늄 등의 금속 등으로 제작될 수 있다. 개구부(14)는, 흡기 및 배기의 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개구부(14)는, 환경

유지장치(나타내지 않음)와 접속될 수 있다. 본체(12)의 일부를 구성하는 뚜껑 부분(16)은, 개폐가 가능하다. 본체(12

)는 격리하는 기능 이외에, 바람직하게는 밀폐성을 유지하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10)가 개구

부(14)를 통하여 휴대가능한 환경유지장치와 접속하는 경우, 원하는 장소(예를 들면, 통상의 실험실)에서 무균실험 

또는 재조합 DNA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개구부는 복수 개 있어도 좋다.

도 2B에는, 본체(22)와 본체(22)에 설치된 접속부로서의 개구부(24)를 구비하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1 실

시예(20)를 나타내고 있다. 개구부(24)에는 접속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관(28)이 구비되어 있어도 좋다. 개구부(24)

는 도 2A와 동일한 모양으로, 흡기 및 배기의 양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개구부(24)는 환경유지장치(나타내지 않음)

와 접속할 수 있다. 본체(22)는 외부와 내부를 격리시킨다. 본체(22)는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본체(22)의 일부를 구성하는 두껑 부분(26)은 개폐가 가능하다.

도 3은 외부바트(32)와 뚜껑(34)를 구비하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1 실시예를 나타낸다. 뚜껑(34)에는 개구

부(36)가 있다. 개구부(36)에는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38)이 구비되어 있어도 좋다. 개구부(36)는 도 1과 같

이, 흡기 및 배기의 양 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개구부(36)은, 환경유지장치(나타내지 않음)와 접속될 수 있다. 외부바

트(32)는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 등으로 제작될 수 있다. 뚜껑(34)은, 외부바트(32)

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되어도 좋으며, 다른 재료로 제작되어도 좋다. 외부바트(32)와 뚜껑(34)은, 닫혀있는 상태에서

는, 격리가 가능하고, 원하는 경우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다.

도 4에는 외부바트(42)와 뚜껑(44)를 구비하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1 실시예(40)를 나타내었다. 뚜껑(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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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개구부(46, 48)가 있다. 개구부(46) 또는 개구부(48)의 어느 한쪽은, 바람직하게는, 흡기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한쪽은 배기의 역할 만을 수행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흡기, 다른 한쪽 이 배기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

에 의하여, 순조로운 환경제어를 이행할 수 있다. 개구부(46, 48)에는,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관(47, 49)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도 좋다. 외부바트(42)는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 등으로 제작될 수 있

다. 뚜껑(44)은, 외부바트(42)와 같은 재료로 제작되어도 좋으며, 다른 재료로 제작되어도 좋다. 외부바트(42)와 뚜껑

(44)은,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격리가 가능하고, 원하는 경우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다.

도 5에는, 외부바트(52)와 뚜껑(54)를 구비하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1 실시예인 동물사육 유니트(50)을 나

타낸다. 외부바트(52)와 뚜껑(54)의 사이에는 바킹(56)이 배치된다. 바킹(56)은 동물사육 유니트(50)의 밀폐성을 보

다 강하게 한다. 뚜껑(54)은 개구부(58)를 구비한다. 개구부(54)는, 흡기 및 배기의 두가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구부(54)는 환경유지장치(나타내지 않음)와 접속될 수 있다. 외부바트(52)는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 등으로 제작될 수 있다. 뚜껑(54)은 외부바트(52)와 같은 재료로 제작되어도 좋으며, 다른 재료로

제작되어도 좋다. 외부바트(52)와 뚜껑(54)는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격리가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다.

도 6에는, 동물사육 유니트의 접속부에 구비된 밸브(60)의 1실시예를 나타낸다. 밸브(60)에 있는 커넥터(62)에 의하

여, 밸브(60)가 개폐된다. 밸브(60)는 도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동물사육 유니트(70)의 개구부(72)와, 관(74)를 통하

여 연결할 수 있다. 관(74)을 통하지 않고 개구부(72)와 밸브(60)가 접속되어 있어도 좋다.

도 8에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80)와 환경유지장치(90)가 접속된 본 발명의 동물사육 시스템의 1 실시예(100

)를 나타낸다. 동물실험 시스템은 필요에 따러서 안전 캐비넷을 포함한다. 동물사육 유니트(80)는, 외부바트(82)와 뚜

껑(84)으로 구성된다. 뚜껑(84)에는 개구부(86) 및 상기 개구부에 접속된 밸브(82)가 접속된다. 한편, 환경유지장치(

90)에는, 제어부(92)와 개구부(94)가 있다. 개구부(94)에는 밸브(96)가 구비되어져 있다. 동물사육 유니트(80)와 환

경유지장치(90)는 두개의 밸브의 사이를 관(98)으로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환경유지장치(90)는 수동

으로 파라메타를 조작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파라메타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9에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110)와, 환경유지장치(130)가 접속된 본 발명의 동물사육 시스템의 1 실시예(1

50)을 나타낸다. 동물사육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서 안전 캐비넷을 포함한다. 동물사육 유니트(110)는, 외부바트(112)

와 내부바트(114) 및 뚜껑(116)으로 구성된다. 회수용의 개구부(118) 및 공급용의 개구부(120), 및 각각의 개구부에 

접속된 공급용의 밸브(122) 및 회수용의 밸브(124)가 접속된다. 한편, 환경유지장치(130)에는, 제어부(132)와 배기

용 개구부(134) 및 흡기용 개구부(136)가 있다. 배기용 개구부(134) 및 흡기용 개구부(136)에는 각각 배기용 밸브(1

38) 및 흡기용 밸브(140)가 구비되어 있다. 동물사육 유니트(110)의 환경유지장치(130)은, 대응하는 밸브(122와 13

8 및 124와 140) 사이를 각각의 관(142, 144)으로 연결되는 것에 의하여, 각각 접속되어 있다. 환경유지장치(130)는,

수동으로 파라메타를 조작할 수도 있으며, 자동으로 파라메타를 제어할 수도 있다.

도 10에는, 본 발명의 2층 타입의 동물사육 유니트(16)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160)는 내부바트(16

2)와 외부바트(164)를 구비한다. 내부바트는, 바람직하게는 일회용이다. 상기 내부바트는 바람직하게는 내수성일 수 

있다.

내부바트의 크기는, 도 11의 하부에 나타낸 것과 같이 외부바트(164)를 덮어, 결과적으로 동물사육 유니트 내의 동물

과 외부바트와의 사이의 접촉을 막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162), 외부바트의 내벽의 한 부분만을 덮는 구성(16

3)이라도 좋으나, 바람직하게는, 내부바트와 외부바트는 거의 같은 크기이다. 강도의 문제 및 뚜껑의 문제 등을 생각

하면, 외부바트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오염된 먼지와 짚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164) 내면을 충분히 덮는 크기(16

2)가 바람직하다.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160)는, 필요에 따라서 뚜껑(166)을 구비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에는, 도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필터(172), 그물형 커버(174)와 같은 추가 구성요소를 구

비하여도 좋다. 또한, 내부바트(176)에는 깔개(178)가 깔려있어도 좋다.

도 13에는 본 발명의 2층 타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바람직한 실시형태(180)를 나타내었다. 동물사육 유니트(180)은

, 외부바트(182)와 내부바트(184)를 구비한다. 그 중 외부바트(182)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되고, 내부 비트(184)

는 저공해형 수지로 제작되고, 일회용이다.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180)를 조립할 때의 모양을 도 14에 나타내었다.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내부바트(184)는 외부바트(182)에 끼워 넣어진다. 그 위에는 왼쪽과 같이 내부뚜껑(186)을 

끼워 넣을 수 있다. 내 부뚜껑(186)은 급수병(188) 및 사료를 갖추어 부착하기 위하여, 조금 파인 골 부분을 구비할 

수 있다.

도 15에는, 종래의 동물사육 케이지에 대한 모양을 기재하였다. 케이지 (190)는 내부뚜껑(192)으로 닫혀져 있으며, 

내부에는 깔개(194)가 깔려있다. 급수병(196)은 내부 두껑에 장착되어져 있다. 도 1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종래의 케

이지 유니트(200)에서는, 케이지(202)에 뚜껑(204)이 쒸어져 있고, 급수병(206)이 배치되어 있다. 깔개(208) 및/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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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는, 동물이 활동할 경우 날아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났다. 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외에 오염을 일

으키는 결과를 낳는다. 도 17에서는, 종래 기술을 사용하여 복수의 케이지를 이용한 경우의 사육모양을 나타내었다. 

복수의 케이지로 작업하는 경우는, 케이지 간 및 케이지 내외의 오염의 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이러한 종래의 

케이지를 사용한 경우, 오염 문제 및 이에 동반하는 세척처리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으로서 잔존하고 있다.

도 18에는, 독립격리 및 2층 타입의 양쪽의 특징을 갖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외부바

트(302)에는, 내부바트(304)가 끼워 넣어져 있다. 외부바트 및 내부바트 모두, 단차가 구비되어 있다. 단차를 가지는 

것에 의하여, 동물의 활동에 의한 내용물의 비산을 막을 수 있다. 내부바트(304)의 위에는 내부뚜껑(306)이 끼워 넣

어져 있다. 상기 내부뚜껑에 의하여, 수용된 동물이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로, 내부뚜껑의 움푹파여 있는 골에 

의하여, 상기 파인 골에 급수병(320) 및 사료를 수용할 수 있다. 동물사육 유니트(300)는 뚜껑(308)을 내부바트(304)

및 외부바트(302)의 위에 쒸우는 것에 의하여, 독립격리 및 필요에 따라서 밀폐를 달성할 수 있다. 뚜껑(308)에는, 개

구부(310) 및 개구부(312)가 있으며, 각각 호환가능하게 흡기 및 배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2 개의 개구

부에는 각각, 밸브(314) 및 밸브(316)이 구비되어 있다. 밸브는 필요에 따라서 환경유지장치(나타내지 않음)에 접속

할 수 있다. 뚜껑(308)은, 바트와의 접촉면이 밀폐 처리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밀봉테이프(318)가 붙어있을 수 있다. 

뚜껑(308) 및 외부 케이지(302)는, 도 19의 오른쪽과 같이, 그것만을 꺼내어, 종래의 케이지(330)와도 사용하고, 독

립격리 동물사육 시스템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도 20에는, 수송시의 셋트를 조립하기 전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골판지 또는 수지제의 케이스(350)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필요에 따라서, 도망방지 망(352)을 골판지 및 차양면에 필터(354)를 장착하는 것에 의하

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의 필터 및 망을 제거하면, 따로 수송 케이지를 사육케이지(360)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도 21 참조).

도 22에는 공조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케이지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대규모의 공조설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경직화된 동물사육 시스템만을 제공하였다(여기서, RH는 보정용 전기 히터를 나타낸다).

도 23에는, 종래의 사육환경(위) 및 본 발명의 동물사육 시스템에 의하여 실현된 사육환경, (아래)의 개념도를 나타내

었다. 종래, 사육설비 내에, 실험환경 및 사육환경이 존재하고, 양자가 공유하는 부분이 사육설비에 설계되어 있다. 이

러한 사육설비는, 필요에 따른 설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대형 환경유지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시스

템을 사용한 경우, 실험환경에 있어서, 안전 캐비넷 및 환경유지장치를 구비하고, 이들 사이를 본 발명의 유니트를 이

동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에 의하여, 이동가능한 실험환경 및 자유도가 높은 실험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도 24에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시스템을 사용한 운용례를 나타내도 있다. 개별밀폐대응 케이지(1000)는, 먼지제거 

필터(1002), 바킹(1004), 개별밀폐 커버(1006), 수송용 필터(1008), 수송용 그물형 커버(1010)을 구비하고 봉하여져

있다. 유니트는 일회용 내부바트(1012)와 개별밀폐대응의 외부바트(1014)로 구성된다. 바람직하게는, 깔개재(1016)

가 깔려있다.

자재반입업자(1030)는, 내부바트를 각종 동물번식장(1040) 또는 각 실험기관(1060)에 반송한다. 이들 기관에서는, 

실내 에어컨(1048)이 구비되고, 운반차 내에는 소형 어에컨(1042)이 구비되어져 있다. 개별밀폐대응 사육케이지(10

44)는, 적층식 밀폐 케이지(1046) 안에 수용된다. 사용이 끝난 내부바트(1070)는 적절한 각 인가 소각장에서 소각시

킨다.

도 25에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기성제품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개별밀폐 대응커버(1102)에서는 급배기튜브 개구부(1104)가 있다. 여기에 기존 제품의 사육 내부뚜껑(1106)과, 본 

발명의 일회용 내부바트(1108) 및 개별밀폐 대응 사육 외부바트(1110)을 조합할 수도 있으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함께 또는 그 대신에 기존 제품의 사육케이지(1112)를 사용하여도 좋다.

도 26에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의 바람직한 실시형태에 있어서 사용되는 구성요소 및 이의 조립방법을 나타내

고 있다. 기존제품의 사육 내부뚜껑(1106)은 일회용 내부바트(1108)에 끼워 넣고, 상기 내부바트(1108)은, 외부바트

(1110)에 끼워 넣는 것에 의하여 본 발명의 동물사육 유니트가 조립된다.

도 27에는, 본 발명의 동물사육 시스템을 사용한 다른 실시형태를 나타내었다. 상기 실시예는, 수송시에 바람직한 형

태이다. 뚜껑 부분에는, 수송용 필터 (1202), 바킹 커버(1206) 및 망형 커버(1208)가 사용된다. 수송용 필터(1202)에

는 양면 테이프(1204)가 부착되어 미생물학적으로 격리된 것을 확실하게 한다. 일회용 내부바트(1210) 및 외부바트(

1212)가 사용되나, 이 경우 외부바트형 일회용 내부바트(1214)도, 일회용 내부바트(1210) 및 외부바트(1212)를 조

립한 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외부바트를 사용하는 형태로서는, 예를 들면, 내부바트 내

의 동물을 수용하고, 내부 단차면에 수송용 망 또는 펀칭커버를 장착하고, 추가로 차양면에 필터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수취한 쪽(실험자 등)에서는, 안전 캐비넷 내에서 주의를 소독한 후, 필터, 망 등을 제거하고, 내부뚜껑

을 장착하여 그 상태로 조건에 맞는 상태에서, 사육 및 실험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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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8에는 다른 실시예가 개시되어 있다. 이 예시의 시스템에는, 에어밸브(1301), 순환식 멸균기(1302), 필터·탈취

기가 장착된 소형 에어컨(1303), 튜브 커넥터(1304), 먼지 제거용 필터(1305), 바킹(1306), 도망방지용 내부뚜껑(13

07), 타이머가 장착된 자동조명(1308), 개별밀폐 오버커버(1309). 일회 용 내부바트(1310), 개별밀폐 외부바트(1311

), 필터 캡(필터 캡을 구비하는 것에 의하여, 불필요한 분진의 비산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1312), 깔개(

1313), 사육동물(1314) 및 적층식 사육 케이스(1315)를 나타내었다. 이들 시스템에는 상부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개별

밀폐 사육사양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하부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그룹사육 사양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험실 내가 청정하고, 감염이 없는 상태이고, 실험의 목적상 각각의 케이지를 확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룹사육이 가능하다. 그룹사육에서는 상호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부바트와 내부바트 및 뚜껑으로 구

성되는 단위에서 사육이 가능하게 되고, 취급이 더욱 간단하게 된다. 또한, 내부바트를 이용함으로서, 바닥의 교환을 

청결하고,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다. 상기 작업에는, 안전 캐비넷이나 크린벤치를 사용하는 일 없이, 통상의 실험실 내

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30에는, 차양면에 착안한 본 발명의 1 실시예를 나타낸다.

사육 케이지의 본체(1601)는 수지로 만들어졌으며, 본체(1601)의 내벽 주위에 저부와 평행한 단차(1602)를 설치하

고, 추가로, 본체(1601)의 개구부의 외주연에 차양면(1603)을 설치하였다. 도 30의 실시형태에서는, 수지로 만들어 

졌지만, 다른 실시형태에서는 종이, 발포스치로폼이나 로우제 또는 이들의 혼합재질을 사용한 것이라도 좋다. 상기 실

시형태에 의하면, 본체(1601)에 설치된 단차(1602) 및 차양면(1603)의 작용에 의하여, 중복하여 쌓을 때 생기는 사

육 케이지의 변형을 완화시켜, 케이지끼리 쉽게 분리되게 된다.

또한, 단차(1602)에 의하여, 동물 도망 방지용 뚜껑을 단차(1602)에 놓는 것 이 가능해져, 동물 도망방지용 뚜껑과 사

육 케이지 개구부 사이에 생기는 낙차가 장벽이 되어 사육동물의 배출행위에 의한 분(奮)이나 깔개의 주변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청소작업에 소비되는 막대한 노력을 줄이고, 큰 폭의 경비의 절감을 꾀하고, 추가로, 청소작업에 

동반되는 사육실 내의 먼지의 발생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또한, 차양면(1603)의 작용에 의하여, 차양면(1603)에 필터를 간단하게 장착가능하기 때문에 본 발명품을 밀폐수송 

케이스로서 이용할 수 있고, 각 실험기관에서는, 약제 등으로 필터를 장착한 수송케이스를 소독한 후, 사육실험구역 

내로 순조롭게 이동시켜, 사육 실험실 내에서 차양면(1603)에 장착된 필터를 제거하면 사육 케이지로서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수송동물을 이동시키고 케이지를 바꾸는 작업 등의 노력을 줄이고, 사용 후의 수송 케이스 처분 등의 경비 

절약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차양면(1603)의 작용에 의하여, 차양면(1603)에 급기 및 배기 호스를 접속한 밀폐뚜껑의 탈착을 간단하게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육 케이지 자체가 용이하게 밀폐되어 사육 중에 발생하는 동물의 냄새나 먼지가 주위로 확산되

는 것을 방지하고 주위에서 케이지 내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감염동물이나 무균동물, 나아가 

면역질환 동물 등의 특수 실험동물을 안전하고 간단하게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실험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더욱이, 밀폐 사육 케이지의 부피가 주요한 공조용적의 대상으로 

되어, 종래의 사육실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환기방식과 비교하여 막대하게 처리풍량이 감소하게 되어, 공조설비 및 유

지경비를 큰폭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실시형태로서, 자재반입업자로부터 반입된 내부바트를 이용하여, 기존 사육 케이지의 일회용 식의 내부깔

개로서 사용하면, 종래 오염된 사육 케이지에서 매번 행하였던, 깔개의 교환, 세척, 소독, 멸균, 깔개를 까는 작업 등의

노력을 감소시키고, 광열경비를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의 실험설비에 있어서 노동력의 절감화 및 유지비 

등의 절감을 꾀하고, 또한 동물실험 시설의 건설에 있어서는, 고정된 실험설비가 아닌 다른 용도에의 유동성이 있는 

실험설비의 건설이 가능하게 된다.

(독립격리 사육 시스템을 사용한 유전자변형 실험)

본 발명의 독립격리사육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확립되어 있는 유전자변형동물의 작업은, P1·P2 레벨에서 격

리하지 않고, 그룹사육에서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한 유전자 도입실험을 

수행하였다.

바이러스 벡터로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여, 렛트의 유전자 변형을 수행하였다.

먼저, 리포터 유전자로서 β-갈락토시데이즈 또는 GFP를 가지는 아데노바이러스를 렛트의 배양세포 및 렛트의 조직

에 감염시켜, 감염의 지적농도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시그널 전달분자를 제어한다고 예상되는 분자(JNK, SEL 등)의 DNA 를 상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조합

하여, 이를 이용하여 렛트 배양세포 및 렛트의 조직에 감염시키고, 발현시켰다. 이들의 바이러스 감염실험은, 전부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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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이상의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실 내에서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엑스비보에서 유전자 도입된 렛트의 조직을 렛트에 이식하였다. 여기서, 상기 렛트는 본 발명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육하였다. 상기 시스템은 P2레벨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실 내에 설치하여,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바이러스 감염조작, 이식 등 바이러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급하는 조작을 수행하였다. 또한, 바이러스 입자를 

취급하는 조작은 안전 캐비넷 내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생긴 폐기물은 모두 멸균처리하였다.

엑스비보에서 유전자 도입된 렛트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격리하여, 사육하였다. 렛트가 배출한 

오물은, 내부바트와 함께 안전 캐비넷 내에서 모아서, 멸균용 백에 수납하여 멸균하였다.

상기 유전자 도입 렛트를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발현시킨 시그널 전달분자가 자극응답에 이행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데이타는 나타내지 않음).

유전자 도입된 동물은, 안전 캐비넷 내에서 처리하고, 표본의 제작에 제공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종래의 대형 사

육설비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하게 정확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의하여, 유전자의 도입에 사용한 바이러스 벡터를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어, 안전하게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독립격리 사육 시스템을 이용한 감염실험)

본 발명의 독립격리 시스템은, 지금까지 확립되어 있던 감염실험은, 사용하는 미생물에 대하여, P1, P2, P3 또는 P4

의 어느하나의 허용 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실 내에서 수행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시스템을 상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

하는 실험실 내에서 설치하는 것에 의하여도, 안전하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감염인자로서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사용한 감염실험을 예시한다. 동물로서는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먼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마우스에 접종하였다. 본 마우스 감염실험은, 전부 P3레벨 이상의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실 내에서 수행하였다. 마우스는 본 발명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육 및 유지하였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취급하

는 조작은 안전 캐비넷 내에서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멸균처리하였다.

감염한 마우스는 본 발명의 시스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격리하고, 사육하였다. 마우스가 배출하는 오물은, 내부바트

와 함께 안전 캐비넷에서 모아, 멸균용 백에 수납하여 멸균하였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마우스에 대하여 생

존상황을 조사하고, 사망한 경우는 그 사체의 해부를 수행하여 각 장기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고, 생존 시간에 따른 장

기의 영향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테이타는 나타내지 않음).

감염후의 동물은 안전 캐비넷 내에서 처리하고, 표본제작에 제공하였다.

P1~P4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바이러스 등의 감염인자의 종류에 따 라 다르며, 이러한 분류는 정부당국의 규

제기관(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 등)이 규정한 리스트(예를 들면, 재조합 DNA 실험지침 (http://www.mext

.go.jp/a_menu/shinkou/seimei/dna.htm) 등)에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감염인자 및 감염된 동물을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형태 및 실시예를 사용하여 본 발명을 예시하였으나, 본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그 범위가 해석되어야 한다. 본 명세서에 있어서 인용한 특허, 특허출원 및 문헌은, 그 내용자체가 구체적으

로 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그 내용이 본 명세서에 대하여 참고로서 채용되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에 의하여, 적은 비용으로 취급이 간단하고, 개별격리 가능한 동물사육 유니트가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의

하여, 동물실험에 요구되는 설비, 특히 대규모 설비가 불필요하게 되고, 유지비가 큰 폭으로 절감되어, 노동력이 감소

된다. 본 발명에 의하여, 새로운 동물 수송형태(수송기능을 가지는 사육 케이지)가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공개특허 10-2004-0078112

- 38 -

청구항 1.
동물의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A) 목적동물을 사육하는 데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내부바트를 구비하고, 상기 내부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바트를

구비하고, 동시에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물사육 유니트;

B)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

C)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할 수 있고, 동시에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하면서, 상기 내부바트를 교환할 수 있

는 내부바트 교환설비; 및

D) 교환한 내부바트를 회수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시스템.

청구항 2.
상기 내부바트를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에 운반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3.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유지 장치를 추가로 포함하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4.
상기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은 내부바트를 제조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5.
상기 교환한 내부바트를 처리하는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6.
상기 교환한 내부바트를 재생하기 위한 수단을 추가로 포함하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7.
상기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은, 상기 교환한 내부바트를 재생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8.
상기 소정의 청정도는, 상기 사육환경이 상기 동물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하여 소망하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을 포함하지 않는 상태인,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9.
상기 소정의 청정도는, 상기 사육환경이 상기 동물에서의 병원체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인,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10.
상기 내부바트는, 내수성인, 청구항 1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11.
상기 내부바트는, 추가로 깔개를 구비하고 있는, 청구항 1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12.
상기 내부바트는, 일회용인, 청구항 1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13.
상기 내부바트는, 재생가능인,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14.
상기 내부바트는, 생분해성 재료를 포함하는, 청구항 1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15.
상기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의 혼

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 제작되는 청구항 1기재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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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6.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내부바트가 멸균되어 있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17.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안전 캐비넷, 크린벤치, 크린테이블, 교환스테이션 및 교환 아이소레이터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청구항 1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18.
상기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수단은, 멸균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청구항 1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19.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는 공기를 밀폐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20.
하나 이상의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 가능하고, 또한 공기를 밀폐하는 수단을 구비한 용기를 추가로 구비하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21.
상기 외부바트는, 차양면 및 단차(段差)를 구비하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22.
상기 내부바트는, 차양면 및 단차를 구비하는,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

청구항 23.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내부바트를 성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24.
목적 동물을 사육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내부바트를 구비하고, 상기 내부바트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바트를 구

비하고, 동시에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동물사육 유니트에서 동물의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하의 공정을 포함하는 방법:

A)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고, 별도의 내부바트를 제공하는 공정;

B)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수용가능하고 동시에 소정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내부바트 교환설비에 상기 동물사

육 유니트를 배치하는 공정;

C)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에서,

C-1) 사용한 상기 내부바트를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로부터 꺼내는 것;

C-2) 상기 사용한 내부바트로부터 상기 목적동물을 꺼내는 것;

C-3)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를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에 장착하는 것; 및

C-4)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에 상기 목적동물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정; 및

D) 상기 사용한 내부바트를 회수하는 공정.

청구항 25.
상기 소정의 청정도를 가지는 별도의 내부바트가 멸균되어져 있는 청구항 24 기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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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안전 캐비넷, 크린벤치, 크린테이블, 교환 스테이션 및 교환 아이소레이터로 구성되는 군

에서 선택되는 청구항 24 기재의 방법.

청구항 27.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외부와 격리하는 청구항 24 기재의 방법.

청구항 28.
상기 내부바트 교환설비는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청구항 24 기재의 방법.

청구항 29.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는 복수 개 사용되고, 상기 복수 개의 동물사육 유니트 중 적어도 2개의 사이를 격리하면서, 상

기 공정 C)를 수행하는 청구항 24 기재의 방법.

청구항 30.
상기 복수 개 사용되는 동물사육 유니트는, 복수의 동물사육 유니트 군을 추가로 포함하고,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 군은 적어도 하나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포함하며,

동일한 동물사육 유니트 군 내의 동물사육 유니트는, 상호 격리되어 있지 않지만,

복수 개의 동물사육 유니트 군 사이는 상호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상기 공정 C)를 수행하는, 청구항 29 기재의 방법.

청구항 31.
청구항 24 기재의 방법에 있어서 사용되는 내부바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내부바트 제조기를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32.
청구항 24 기재의 방법에 있어서 회수되는 내부바트를 재생하기 위하여 내부바트 재생기를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33.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을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A) 1 이상의 동물사육 유니트에 있어서,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는 외부와 격리되고, 환경유지장치와 연결될 수 있는, 

이하:

1) 본체(筐體); 및

2) 상기 본체에 설치되고, 상기 환경유지장치와 연결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개구부,

를 구비하는, 동물사육 유니트;

B) 환경유지장치; 및

C) 상기 실험을 사용한 실험을 위한 설비,

를 구비하는 시스템.

청구항 34.
상기 실험을 위한 설비는 통상의 실험설비, P1, P2, P3 및 P4의 실험설비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청구항 33 기재

의 시스템.

청구항 35.
외부와 격리되고, 환경유지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동물사육 유니트에 있어서, 이하:

1) 본체; 및

2) 상기 본체에 설치된 상기 환경유지장치와 연결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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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비하는,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36.
상기 본체 및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상기 개구부를 통하여 밀폐가능하게 연결할 수 있는, 청구항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37.
상기 개구부가 적어도 2개 존재하는, 청구항 1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38.
상기 개구부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와 상기 환경유지장치와의 연결을 제거하는 경우에, 상기 사육 시스템과 외부와

의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밸브를 구비하는, 청구항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39.
상기 개구부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와 상기 환경유지장치와의 연결을 제거하는 경우에, 상기 사육 시스템의 외부에

대하여 밀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밸브를 구비하는, 청구항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40.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상기 개구부를 통하여 상기 사육 유니트에 대하여, 기체를 제공하고, 또한 상기 사육 유니트로

부터 기체를 회수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청구항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41.
상기 본체는,

1) 외부바트; 및

2) 뚜껑,

을 포함하는, 청구항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42.
외부바트의 내측에 내부바트를 추가로 구비하는, 청구항 41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43.
상기 내부바트는 일회용인, 청구항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44.
상기 내부바트는, 내수성인, 청구항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45.
상기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와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부터 제작되는, 청구항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46.
상기 내부바트는, 상기 내부바트 내의 동물과 외부바트와의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는, 청구항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

니트.

청구항 47.
상기 내부바트는, 멸균 가능한 것인, 청구항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48.
상기 뚜껑 및 상기 외부바트와의 사이에 밀폐성을 유지하기 위한 바킹이 구비되어 있는, 청구항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49.
외부 뚜껑 및 동물과의 격리를 위하여 추가로 내부뚜껑을 구비한, 청구항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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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0.
상기 내부뚜껑은 격자상(格子狀)인, 청구항 49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51.
상기 내부뚜껑는 스텐레스 제인, 청구항 49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52.
그물형 커버를 추가로 구비하는, 청구항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53.
필터를 추가로 구비하는, 청구항 41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54.
상기 필터는, HEPA 필터, ULPA 필터, 셀룰로오즈 필터, 셀룰로오즈아세테이트 필터, 나일론 필터, PVDF 필터, PTF

E 필터, PP 필터, PES 필터, GF/F 필터, 여과지 및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필터에서 선택되는, 청구항 53 기재의 동

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55.
추가로, 깔개를 구비하는, 청구항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56.
상기 내부바트는, 흡수성의 깔개를 구비하는, 청구항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57.
상기 외부바트는, 차양 면 및 단차를 구비하는 청구항 41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58.
상기 내부바트는, 차양면 및 단차를 구비하는 청구항 42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59.
한개 이상의 청구항 1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가 랙(rack)에 배치된, 동물사육 유니트 셋트.

청구항 60.
추가로, 자동 조명을 구비하는, 청구항 59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셋트.

청구항 61.
상기 랙은, 멸균용 회로를 구비하는, 청구항 59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셋트.

청구항 62.
상기 랙은 탈취장치를 구비하는 청구항 59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셋트.

청구항 63.
동물사육 유니트에 있어서,

1) 외부바트; 및

2) 내부바트를 구비하는,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64.
상기 내부바트가 일회용인, 청구항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65.
추가로, 뚜껑을 구비하는 청구항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66.
상기 내부바트는, 내수성인, 청구항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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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7.
상기 내부바트는 상기 내부바트 내의 동물과 외부바트와의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는 청구항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

트.

청구항 68.
상기 내부바트는, 멸균이 가능한, 청구항 29 기재의 동뮬 사육 유니트.

청구항 69.
상기 내부바트는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로 구

성된 군에서 선택된 재료로 제작된, 청구항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70.
상기 내부바트 및 상기 외부바트의 적어도 하나는 차양면을 구비하는, 청구항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청구항 71.
외부바트 및 내부바트를 포함하는 동물사육 유니트에서 사용하기 위한, 일회용 내부바트.

청구항 72.
내수성인, 청구항 71 기재의 일회용 내부바트.

청구항 73.
상기 내부바트가, 상기 내부바트 내의 동물과 외부바트와의 사이의 접촉을 방지하는, 청구항 71 기재의 일회용 내부

바트.

청구항 74.
종이, 펄프, 폴리올레핀계 수지, 비결정성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올레핀 수지와 무기질 충진재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소재로 제작된 청구항 71 기재의 일회용 내부바트.

청구항 75.
차양면 및 단차를 구비하는, 청구항 71 기재의 일회용 내부바트.

청구항 76.
청구항 35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및 환경유지장치를 포함하는, 동물사육 시스템.

청구항 77.
추가로 안전 캐비넷 또는 크린벤치를 포함하는, 청구항 76 기재의 동물사육 시스템.

청구항 78.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에 제공하는 기체에 관하여, 온도, 습도, 산소농도 및 이산화탄소 농도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파 라메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청구항 76 기재의 동물사육 시스템.

청구항 79.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배기처리를 수행하는 배기부를 구비하는, 청구항 76 기재의 동물사육 시스템.

청구항 80.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와, 상기 안전 캐비넷 또는 크린벤치 및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외부와 격리되어 연결될 수 있는, 

청구항 77 기재의 동물사육 시스템.

청구항 81.
상기 환경유지장치는, 휴대가 가능한, 청구항 76 기재의 동물사육 시스템.

청구항 82.
상기 안전 캐비넷 또는 크린벤치는, 외부와 격리되는, 청구항 77 기재의 동물 사육 시스템.

청구항 83.
청구항 35 또는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 또는 청구항 1, 청구항 33 혹은 청구항 77 기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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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사육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동물의 사 육방법.

청구항 84.
청구항 42 또는 청구항 63 기재의 동물사육 유니트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한 후에, 내부바트를 처리하고 새로운 내

부바트를 보충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동물사육 유니트의 재사용 방법.

청구항 85.
청구항 1, 청구항 33 또는 청구항 77 기재의 시스템 중의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공정;

상기 동물사육 유니트를, 상기 안전 캐비넷으로 이동하는 공정; 및

상기 안전 캐비넷 또는 크린벤치에서, 감염 또는 재조합 실험을 수행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감염 또는 재조합 실험방

법.

청구항 86.
상기 동물사육 시스템은, 감염방지시설 내에 배치되는 청구항 85 기재의 감염 또는 재조합 실험 방법.

청구항 87.
청구항 1 기재의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상기 내부바트를 수용하기 위한 용기 에 있어서,

상기 내부바트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용기.

청구항 88.
멸균이 가능한, 청구항 87 기재의 용기.

청구항 89.
내수성인, 청구항 87 기재의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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