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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실 웹사이트 소개 

1.1 사이트 활용목적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및 심의진행에 있어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접수, 심사, 심사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심사 세부항목 취합 및 

 심사관리에서도 편리성을 증대하였습니다.  

 

 

1. 메뉴바: 클릭시 탭형태로 클릭하면 해당화면으로 이동되며 로그인시 권한에 따른 메뉴 표출  

        (IACUC소개, 이용안내, 자료실, 게시판은 일반공개 메뉴) 

   2. 로그인: 온라인신청을 위한 로그인  

   3. 상단링크: 홈, 사이트맵, 홈, 회원가입, 로그인 

   4. 좌측배너 및 빠른서비스 : 해당메뉴의 서브메뉴 목록  

 5. 관련사이트: 공지사항 및 현재 진행되는 진행중인 문서 목록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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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이트 맵 

 

IACUC소개 접수안내 동물실험실 게시판 동물실험계획서 

(권한별) 

관리자 

인사말 동물실험사용

절차 

동물실험실 공지사항 연구원 동물실험계획서

운영위원회소개   자료실 연구책임자 회원 관리 

심의절차   자유게시판 심사위원  

위원회 규정    위원장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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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가입 및 로그인 

1.1 회원가입하기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화면 상단의 Join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항목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대기회원으로 등록되며. 이용자 입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은 

사이트이용에 제한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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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로그인화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로그인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의 Login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항목에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으셨다면 좌측메뉴의 아이디/비번 분실문구를 클릭하여 

이름과 이메일을 기재하면 메일로 정보가 발송됩니다.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온라인심의시스템 매뉴얼              

 

 

Committee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페이지 7 

1.3 회원정보수정 

회원정보 수정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의 Mypage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수정합니다.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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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실험계획서 권한별 안내 

1.1 연구원 

1.1.1 동물실험계획서 조회 

1. 상단 메뉴탭 중 연구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조회를 위한 메뉴로 수정계획서, 변경신청서, 연속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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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동물실험계획서 작성 

1. 상단 메뉴탭 중 연구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작성을 클릭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작성을 위한 메뉴로 계획서 관련기재내용을 빠짐없이 써주십시오.. 

 

 

1

2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는 우측의 선택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검색에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를 선택합니다.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온라인심의시스템 매뉴얼              

 

 

Committee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페이지 10 

 

추가/삭제 버튼으로 원

하는 동물신청칸수를 

추가/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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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클릭하면 다음화면에서 수정하기, 제출하기, 목록보기 버튼이 하단에 보입니다. 

제출하기버튼을 클릭하셔야 계획서작성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저장하기: 정보가 입력

된 계획서를 저장합니

다. 작성된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으며, 신청

내역조회 에서 수정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기: 계획서 입력

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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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책임연구자 

1.2.1 동물실험계획서 조회 

1. 상단 메뉴탭 중 연구책임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조회를 위한 메뉴로 연구책임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2 

보기: 제출된 동물실험

계획서를 볼 수 있습

니다.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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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책임연구자 

1.2.2 동물실험계획서 확인 

1. 상단 메뉴탭 중 연구책임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조회를 위한 메뉴로 연구책임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2 

확인: 제출된 동물실험

계획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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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심사위원 

1.3.1 동물실험계획서 조회 

1. 상단 메뉴탭 중 심사위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조회를 위한 전문심사 및 위원투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2 

보기: 제출된 동물실험

계획서를 볼 수 있습

니다.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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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심사 및 위원투표 

1. 상단 메뉴탭 중 심사위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조회를 위한 전문심사 및 위원투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2 

심사의견보기: 심사의

견을 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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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심사 및 위원투표 

1. 상단 메뉴탭 중 심사위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조회를 위한 전문심사 및 위원투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2 

전문위원심사하기: 전

문심사를 하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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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원장 

1.4.1 동물실험계획서 조회 

1. 상단 메뉴탭 중 위원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조회를 위해 사용하는 메뉴로 위원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2 

보기: 제출된 동물실험

계획서를 볼 수 있습

니다.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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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동물실험계획서 심사 

1. 상단 메뉴탭 중 위원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동물실험계획서 조회를 위한 전문심사 및 위원투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2 

심사하기: 계획서 하단

에 심사결과 및 의견

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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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리자 

1.5.1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및 취소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연구자가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접수, 삭제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보기: 제출된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출력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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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및 취소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연구자가 계획서를 신청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접수, 삭제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계획서를 접수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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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및 취소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연구자가 계획서를 신청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접수, 삭제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삭제: 계획서를 삭제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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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및 취소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연구자가 계획서를 신청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접수, 삭제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영수증 보기 및 출

력을 할 수 있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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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및 취소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연구자가 계획서를 신청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접수, 삭제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접수가 처리되어 사전

검토로 넘어갑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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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동물실험계획서 접수 및 취소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연구자의 계획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사전검토, 접수취소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보기: 제출된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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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동물실험계획서 사전검토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연구자의 계획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사전검토, 접수취소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사전검토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후 검토완

료를 할 수 있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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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동물실험계획서 사전검토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계획서가 접수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사전검토, 접수취소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접수취소: 계획서 접수를

취소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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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동물실험계획서 전문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전문위원선정,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보기: 제출된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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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동물실험계획서 전문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전문위원선정,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영수증: 영수증을 보기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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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동물실험계획서 전문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기, 영수증, 전문위원선정,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전문위원선정: 심사위원

목록에서 선택하여 전

문위원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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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동물실험계획서 전문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기, 전문위원선정,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심사의견보기: 관리자

의 심사의견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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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동물실험계획서 위원장 심사의뢰 및 완료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위원투표 중인 상태에서 보기, 위원장심사,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보기: 제출된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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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동물실험계획서 위원장 심사의뢰 및 완료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위원장 심사중인 상태에서는 보기, 영수증,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심사의견보기: 심사의견

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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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동물실험계획서 위원장 심사의뢰 및 완료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위원장심사완료 상태에서는 보기, 영수증,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심사의견보기: 위원장

까지 심사의견을 보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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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동물실험계획서 통보서 작성 및 확인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승인 상태에서는 보기, 영수증, 통보서보기,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보기: 제출된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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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동물실험계획서 통보서 작성 및 확인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승인 상태에서는 보기, 영수증, 통보서보기,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영수증: 제출된 계획서

의 영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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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동물실험계획서 통보서 작성 및 확인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승인 상태에서는 보기, 영수증, 통보서보기,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통보서보기 : 동물실험

통보서를 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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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동물실험계획서 통보서 작성 및 확인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승인 상태에서는 보기, 영수증, 통보서보기, 심사의견보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2 3

심사의견보기: 사전검토, 

전문위원,일반위원,위원

장의 심사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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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회원관리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회원관리를 클릭합니다. 

3.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된 회원을 확인하고, 회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아이디, 성명, 소속, 회원권한등급, 이메일, 연락처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1

2 
3

보기: 가입한 회원의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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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회원관리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회원관리를 클릭합니다. 

3.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된 회원을 확인하고, 회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아이디, 성명, 소속, 회원권한등급, 이메일, 연락처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1

2 

권한: 가입한 회원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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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회원관리 

1. 상단 메뉴탭 중 관리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회원관리를 클릭합니다. 

3.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된 회원을 확인하고, 회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아이디, 성명, 소속, 회원권한등급, 이메일, 연락처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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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번호: 가입한 회원의  

이수번호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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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리팀 

1.6.1 동물실험계획서 수납 접수 및 취소 

1. 상단 메뉴탭 중 경리팀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좌측서브메뉴에 동물실험계획서를 클릭합니다. 

연구자가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납처리, 수납취소버튼이 생성됩니다. 

수납처리완료해야 심의과정이 진행됩니다. 

3. 관리자는 모든 메뉴를 볼 수 있으며, 접수대장 및 db 백업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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