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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1 consists of planning guidelines which are complementary to reporting guidelines such as ARRIVE2.
PREPARE covers the three broad areas which determine the quality of the preparation for animal studies:
 1. Formulation of the study
 2. Dialogue between scientists and the animal facility
 3. Quality control of the components in the study

The topics will not always be addressed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presented here, and some topics overlap. The PREPARE 
checklist can be adapted to meet special needs, such as field studies. PREPARE includes guidance on the management of animal 
facilities, since in-house experiments are dependent upon their quality. The full version of the guidelines is available on the Norecopa 
website, with links to global resources, at https://norecopa.no/PREPARE. 
The PREPARE guidelines are a dynamic set which will evolve as more species- and situation-specific guidelines are produced, 
and as best practice within Laboratory Animal Science progresses.

Form a clear hypothesis, with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s.

Consider the use of systematic reviews.

Decide upon databases and information specialists to be consulted, and construct search terms.

Assess the relevance of the species to be used, its biology and suitability to answer the experimental 

questions with the least suffering, and its welfare needs.

Assess the reproducibility and translatability of the project.

 
 
 
 
 
PREPARE1 는 ARRIVE2.와 같은 보고 지침과 상호 보완적인 계획 설정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PREPARE는 동물 연구를 위한 준비의 퀄러티를 결정하는 3개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룹니다. 
 1. 연구 구성 
 2.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3.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여기 나타난 순서로 모든 토픽이 항상 다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토픽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PRERPARE 체크리스트가 현장 연구와 같은 특정 필요를 맞추기 위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PREPARE는 
사내 실험이 퀄러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 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완전한 버전의 
지침도 글로벌 리소스 링크가 제공되는 Norecopa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PREPARE 지침은 새로운 종별 및 상황별 지침에 따라 그리고 실험실 동물 과학 내에서의 최상의 관행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픽  권장사항 
 
 
(A) 연구 구성 
 
1. 서적 검색 
1차적 및 2차적 결과를 가진 명확한 가설을 설정. 

체계적 검토 사용을 고려. 
데이터베이스 및 컨설팅하는 정보 전문가에 의거 결정하고 검색 용어를 구성. 
최소한도로 불필요한 그리고 복지의 필요를 나타내는 실험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 
생물학, 적합성의 상관성 평가. 
프로젝트의 재생산성 및 전환성에 접근. 
 
2. 법적 이슈 
동물 연구 및 기타 영역에 대한 동물 이동, 직업적 건강 및 안정성과 같은 관련 입법에 어떻게 연구가 
영향을 받는 지를 고려. 
관련 지침 문서를 확보 (예: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EU 지침) 
 
 
3. 인종적 이슈, 위해-이점 평가 및 인도적 종료시점 
연구 요약서 작성. 
인종 위원회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연구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 지를  고려. 
3R을 고려 (대체, 절감, 정제)와 3S(좋은 과학, 좋은 감각,  
좋은 감성).  
사전 등록 및 부정적인 결과 발표를 고려. 
위해성-장점 평가 수행 및 동물 위해 가능성의 정당화. 
동물 사용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학습 목적을 논의. 

프로젝트의 심각성 등급을 할당. 
목적, 쉽게 측정 가능하고 명백한 인도적 종료시점을 정의. 
종료시점으로써 사망에 대한 정당화 논의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실험 연구, 통계력 및 중요 레벨을 고려.  
실험 대상을 정의하고 동물 수에 따라 결정. 

랜덤화의 방법 선택, 관찰자 편향 방지 및 포함되고 배제될 기준을 결정. 
 
토픽     권장사항 
 
 
(B)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모든 예상되는 잠재적 비용을 논의 및 공개. 
노동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모든 연구  단계에 대한 비용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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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적합성의 상관성 평가. 
프로젝트의 재생산성 및 전환성에 접근. 
 
2. 법적 이슈 
동물 연구 및 기타 영역에 대한 동물 이동, 직업적 건강 및 안정성과 같은 관련 입법에 어떻게 연구가 
영향을 받는 지를 고려. 
관련 지침 문서를 확보 (예: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EU 지침) 
 
 
3. 인종적 이슈, 위해-이점 평가 및 인도적 종료시점 
연구 요약서 작성. 
인종 위원회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연구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 지를  고려. 
3R을 고려 (대체, 절감, 정제)와 3S(좋은 과학, 좋은 감각,  
좋은 감성).  
사전 등록 및 부정적인 결과 발표를 고려. 
위해성-장점 평가 수행 및 동물 위해 가능성의 정당화. 
동물 사용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학습 목적을 논의. 

프로젝트의 심각성 등급을 할당. 
목적, 쉽게 측정 가능하고 명백한 인도적 종료시점을 정의. 
종료시점으로써 사망에 대한 정당화 논의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실험 연구, 통계력 및 중요 레벨을 고려.  
실험 대상을 정의하고 동물 수에 따라 결정. 

랜덤화의 방법 선택, 관찰자 편향 방지 및 포함되고 배제될 기준을 결정. 
 
토픽     권장사항 
 
 
(B)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모든 예상되는 잠재적 비용을 논의 및 공개. 
노동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모든 연구  단계에 대한 비용을 설정 

 
 
 
 
 
PREPARE1 는 ARRIVE2.와 같은 보고 지침과 상호 보완적인 계획 설정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PREPARE는 동물 연구를 위한 준비의 퀄러티를 결정하는 3개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룹니다. 
 1. 연구 구성 
 2.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3.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여기 나타난 순서로 모든 토픽이 항상 다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토픽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PRERPARE 체크리스트가 현장 연구와 같은 특정 필요를 맞추기 위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PREPARE는 
사내 실험이 퀄러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 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완전한 버전의 
지침도 글로벌 리소스 링크가 제공되는 Norecopa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PREPARE 지침은 새로운 종별 및 상황별 지침에 따라 그리고 실험실 동물 과학 내에서의 최상의 관행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픽  권장사항 
 
 
(A) 연구 구성 
 
1. 서적 검색 
1차적 및 2차적 결과를 가진 명확한 가설을 설정. 

체계적 검토 사용을 고려. 
데이터베이스 및 컨설팅하는 정보 전문가에 의거 결정하고 검색 용어를 구성. 
최소한도로 불필요한 그리고 복지의 필요를 나타내는 실험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 
생물학, 적합성의 상관성 평가. 
프로젝트의 재생산성 및 전환성에 접근. 
 
2. 법적 이슈 
동물 연구 및 기타 영역에 대한 동물 이동, 직업적 건강 및 안정성과 같은 관련 입법에 어떻게 연구가 
영향을 받는 지를 고려. 
관련 지침 문서를 확보 (예: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EU 지침) 
 
 
3. 인종적 이슈, 위해-이점 평가 및 인도적 종료시점 
연구 요약서 작성. 
인종 위원회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연구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 지를  고려. 
3R을 고려 (대체, 절감, 정제)와 3S(좋은 과학, 좋은 감각,  
좋은 감성).  
사전 등록 및 부정적인 결과 발표를 고려. 
위해성-장점 평가 수행 및 동물 위해 가능성의 정당화. 
동물 사용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학습 목적을 논의. 

프로젝트의 심각성 등급을 할당. 
목적, 쉽게 측정 가능하고 명백한 인도적 종료시점을 정의. 
종료시점으로써 사망에 대한 정당화 논의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실험 연구, 통계력 및 중요 레벨을 고려.  
실험 대상을 정의하고 동물 수에 따라 결정. 

랜덤화의 방법 선택, 관찰자 편향 방지 및 포함되고 배제될 기준을 결정. 
 
토픽     권장사항 
 
 
(B)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모든 예상되는 잠재적 비용을 논의 및 공개. 
노동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모든 연구  단계에 대한 비용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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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는 동물 연구를 위한 준비의 퀄러티를 결정하는 3개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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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여기 나타난 순서로 모든 토픽이 항상 다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토픽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PRERPARE 체크리스트가 현장 연구와 같은 특정 필요를 맞추기 위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PREPAR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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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구 구성 
 
1. 서적 검색 
1차적 및 2차적 결과를 가진 명확한 가설을 설정. 

체계적 검토 사용을 고려. 
데이터베이스 및 컨설팅하는 정보 전문가에 의거 결정하고 검색 용어를 구성. 
최소한도로 불필요한 그리고 복지의 필요를 나타내는 실험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 
생물학, 적합성의 상관성 평가. 
프로젝트의 재생산성 및 전환성에 접근. 
 
2. 법적 이슈 
동물 연구 및 기타 영역에 대한 동물 이동, 직업적 건강 및 안정성과 같은 관련 입법에 어떻게 연구가 
영향을 받는 지를 고려. 
관련 지침 문서를 확보 (예: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EU 지침) 
 
 
3. 인종적 이슈, 위해-이점 평가 및 인도적 종료시점 
연구 요약서 작성. 
인종 위원회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연구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 지를  고려. 
3R을 고려 (대체, 절감, 정제)와 3S(좋은 과학, 좋은 감각,  
좋은 감성).  
사전 등록 및 부정적인 결과 발표를 고려. 
위해성-장점 평가 수행 및 동물 위해 가능성의 정당화. 
동물 사용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학습 목적을 논의. 

프로젝트의 심각성 등급을 할당. 
목적, 쉽게 측정 가능하고 명백한 인도적 종료시점을 정의. 
종료시점으로써 사망에 대한 정당화 논의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실험 연구, 통계력 및 중요 레벨을 고려.  
실험 대상을 정의하고 동물 수에 따라 결정. 

랜덤화의 방법 선택, 관찰자 편향 방지 및 포함되고 배제될 기준을 결정. 
 
토픽     권장사항 
 
 
(B)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모든 예상되는 잠재적 비용을 논의 및 공개. 
노동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모든 연구  단계에 대한 비용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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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픽  권장사항 
 
 
(A) 연구 구성 
 
1. 서적 검색 
1차적 및 2차적 결과를 가진 명확한 가설을 설정. 

체계적 검토 사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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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적합성의 상관성 평가. 
프로젝트의 재생산성 및 전환성에 접근. 
 
2. 법적 이슈 
동물 연구 및 기타 영역에 대한 동물 이동, 직업적 건강 및 안정성과 같은 관련 입법에 어떻게 연구가 
영향을 받는 지를 고려. 
관련 지침 문서를 확보 (예: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EU 지침) 
 
 
3. 인종적 이슈, 위해-이점 평가 및 인도적 종료시점 
연구 요약서 작성. 
인종 위원회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연구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 지를  고려. 
3R을 고려 (대체, 절감, 정제)와 3S(좋은 과학, 좋은 감각,  
좋은 감성).  
사전 등록 및 부정적인 결과 발표를 고려. 
위해성-장점 평가 수행 및 동물 위해 가능성의 정당화. 
동물 사용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학습 목적을 논의. 

프로젝트의 심각성 등급을 할당. 
목적, 쉽게 측정 가능하고 명백한 인도적 종료시점을 정의. 
종료시점으로써 사망에 대한 정당화 논의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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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화의 방법 선택, 관찰자 편향 방지 및 포함되고 배제될 기준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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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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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도로 불필요한 그리고 복지의 필요를 나타내는 실험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 
생물학, 적합성의 상관성 평가. 
프로젝트의 재생산성 및 전환성에 접근. 
 
2. 법적 이슈 
동물 연구 및 기타 영역에 대한 동물 이동, 직업적 건강 및 안정성과 같은 관련 입법에 어떻게 연구가 
영향을 받는 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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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종적 이슈, 위해-이점 평가 및 인도적 종료시점 
연구 요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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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감성).  
사전 등록 및 부정적인 결과 발표를 고려. 
위해성-장점 평가 수행 및 동물 위해 가능성의 정당화. 
동물 사용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학습 목적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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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상을 정의하고 동물 수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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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및 부정적인 결과 발표를 고려. 
위해성-장점 평가 수행 및 동물 위해 가능성의 정당화. 
동물 사용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학습 목적을 논의. 

프로젝트의 심각성 등급을 할당. 
목적, 쉽게 측정 가능하고 명백한 인도적 종료시점을 정의. 
종료시점으로써 사망에 대한 정당화 논의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실험 연구, 통계력 및 중요 레벨을 고려.  
실험 대상을 정의하고 동물 수에 따라 결정. 

랜덤화의 방법 선택, 관찰자 편향 방지 및 포함되고 배제될 기준을 결정. 
 
토픽     권장사항 
 
 
(B)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모든 예상되는 잠재적 비용을 논의 및 공개. 
노동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모든 연구  단계에 대한 비용을 설정 

 
 
 
 
 
PREPARE1 는 ARRIVE2.와 같은 보고 지침과 상호 보완적인 계획 설정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PREPARE는 동물 연구를 위한 준비의 퀄러티를 결정하는 3개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룹니다. 
 1. 연구 구성 
 2.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3.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여기 나타난 순서로 모든 토픽이 항상 다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토픽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PRERPARE 체크리스트가 현장 연구와 같은 특정 필요를 맞추기 위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PREPARE는 
사내 실험이 퀄러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 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완전한 버전의 
지침도 글로벌 리소스 링크가 제공되는 Norecopa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PREPARE 지침은 새로운 종별 및 상황별 지침에 따라 그리고 실험실 동물 과학 내에서의 최상의 관행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픽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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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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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도로 불필요한 그리고 복지의 필요를 나타내는 실험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 
생물학, 적합성의 상관성 평가. 
프로젝트의 재생산성 및 전환성에 접근. 
 
2. 법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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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1 有多个规划指南编制而成，是对ARRIVE2等报告指南的补充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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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项主题并不总是按照其呈现于此的顺序处理，且有些主题相互有重叠。为满足实地研究等特殊需要，

PREPARE的清单可以做出适当调整。PREPARE包括对动物实验室管理方面的指导，因为室内实验取决于

实验室的质量。在 Norecopa 网站可以找到该指南的完整版, 网站链接至全球资源, 见
https://norecopa.no/PREPARE.  
PREPARE指南是一个动态的集合，将随着更多物种和特定情况指南的产生而不断完善，并会发展成为实

验动物科学进展中的最佳实践模式。 
 

 

主题  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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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决3R三项认知，即取代 (Replacement)、减量 (Reduction) 及精致化 (Refinement)，和3S”原则:即良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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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良好的感受性(Good Se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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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题  建议 

 
(B) 科学家与动物实验室之间的对话 
 
5.目标和时间表，资金和分工 
如有项目早期计划，安排所有相关人员与会商讨。 
建立一个大致的项目时间表，表明协助制备工作之所需、动物护理、步骤和废物处理/去污。 
讨论并公布所有预期和潜在的费用。 
在研究各个阶段制定详细分工和开支计划。 

 

 
 
 
 
 
PREPARE1 는 ARRIVE2.와 같은 보고 지침과 상호 보완적인 계획 설정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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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RPARE 체크리스트가 현장 연구와 같은 특정 필요를 맞추기 위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PREPARE는 
사내 실험이 퀄러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 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완전한 버전의 
지침도 글로벌 리소스 링크가 제공되는 Norecopa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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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및 컨설팅하는 정보 전문가에 의거 결정하고 검색 용어를 구성. 
최소한도로 불필요한 그리고 복지의 필요를 나타내는 실험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 
생물학, 적합성의 상관성 평가. 
프로젝트의 재생산성 및 전환성에 접근. 
 
2. 법적 이슈 
동물 연구 및 기타 영역에 대한 동물 이동, 직업적 건강 및 안정성과 같은 관련 입법에 어떻게 연구가 
영향을 받는 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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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장점 평가 수행 및 동물 위해 가능성의 정당화. 
동물 사용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학습 목적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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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쉽게 측정 가능하고 명백한 인도적 종료시점을 정의. 
종료시점으로써 사망에 대한 정당화 논의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실험 연구, 통계력 및 중요 레벨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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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모든 예상되는 잠재적 비용을 논의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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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RPARE 체크리스트가 현장 연구와 같은 특정 필요를 맞추기 위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PREPARE는 
사내 실험이 퀄러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 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완전한 버전의 
지침도 글로벌 리소스 링크가 제공되는 Norecopa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PREPARE 지침은 새로운 종별 및 상황별 지침에 따라 그리고 실험실 동물 과학 내에서의 최상의 관행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픽  권장사항 
 
 
(A) 연구 구성 
 
1. 서적 검색 
1차적 및 2차적 결과를 가진 명확한 가설을 설정. 

체계적 검토 사용을 고려. 
데이터베이스 및 컨설팅하는 정보 전문가에 의거 결정하고 검색 용어를 구성. 
최소한도로 불필요한 그리고 복지의 필요를 나타내는 실험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 
생물학, 적합성의 상관성 평가. 
프로젝트의 재생산성 및 전환성에 접근. 
 
2. 법적 이슈 
동물 연구 및 기타 영역에 대한 동물 이동, 직업적 건강 및 안정성과 같은 관련 입법에 어떻게 연구가 
영향을 받는 지를 고려. 
관련 지침 문서를 확보 (예: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EU 지침) 
 
 
3. 인종적 이슈, 위해-이점 평가 및 인도적 종료시점 
연구 요약서 작성. 
인종 위원회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연구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 지를  고려. 
3R을 고려 (대체, 절감, 정제)와 3S(좋은 과학, 좋은 감각,  
좋은 감성).  
사전 등록 및 부정적인 결과 발표를 고려. 
위해성-장점 평가 수행 및 동물 위해 가능성의 정당화. 
동물 사용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학습 목적을 논의. 

프로젝트의 심각성 등급을 할당. 
목적, 쉽게 측정 가능하고 명백한 인도적 종료시점을 정의. 
종료시점으로써 사망에 대한 정당화 논의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실험 연구, 통계력 및 중요 레벨을 고려.  
실험 대상을 정의하고 동물 수에 따라 결정. 

랜덤화의 방법 선택, 관찰자 편향 방지 및 포함되고 배제될 기준을 결정. 
 
토픽     권장사항 
 
 
(B)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모든 예상되는 잠재적 비용을 논의 및 공개. 
노동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모든 연구  단계에 대한 비용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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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모든 예상되는 잠재적 비용을 논의 및 공개. 
노동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모든 연구  단계에 대한 비용을 설정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C)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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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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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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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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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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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C)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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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C)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C)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PREPARE1 는 ARRIVE2.와 같은 보고 지침과 상호 보완적인 계획 설정 지침으로 구성됩니다. 
PREPARE는 동물 연구를 위한 준비의 퀄러티를 결정하는 3개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룹니다. 
 1. 연구 구성 
 2.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3.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여기 나타난 순서로 모든 토픽이 항상 다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토픽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PRERPARE 체크리스트가 현장 연구와 같은 특정 필요를 맞추기 위해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PREPARE는 
사내 실험이 퀄러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동물 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완전한 버전의 
지침도 글로벌 리소스 링크가 제공되는 Norecopa 웹사이트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PREPARE 지침은 새로운 종별 및 상황별 지침에 따라 그리고 실험실 동물 과학 내에서의 최상의 관행에 

따라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픽  권장사항 
 
 
(A) 연구 구성 
 
1. 서적 검색 
1차적 및 2차적 결과를 가진 명확한 가설을 설정. 

체계적 검토 사용을 고려. 
데이터베이스 및 컨설팅하는 정보 전문가에 의거 결정하고 검색 용어를 구성. 
최소한도로 불필요한 그리고 복지의 필요를 나타내는 실험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 
생물학, 적합성의 상관성 평가. 
프로젝트의 재생산성 및 전환성에 접근. 
 
2. 법적 이슈 
동물 연구 및 기타 영역에 대한 동물 이동, 직업적 건강 및 안정성과 같은 관련 입법에 어떻게 연구가 
영향을 받는 지를 고려. 
관련 지침 문서를 확보 (예: 프로젝트 평가에 대한 EU 지침) 
 
 
3. 인종적 이슈, 위해-이점 평가 및 인도적 종료시점 
연구 요약서 작성. 
인종 위원회와의 대화에서 이러한 연구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 지를  고려. 
3R을 고려 (대체, 절감, 정제)와 3S(좋은 과학, 좋은 감각,  
좋은 감성).  
사전 등록 및 부정적인 결과 발표를 고려. 
위해성-장점 평가 수행 및 동물 위해 가능성의 정당화. 
동물 사용이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라면 학습 목적을 논의. 

프로젝트의 심각성 등급을 할당. 
목적, 쉽게 측정 가능하고 명백한 인도적 종료시점을 정의. 
종료시점으로써 사망에 대한 정당화 논의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실험 연구, 통계력 및 중요 레벨을 고려.  
실험 대상을 정의하고 동물 수에 따라 결정. 

랜덤화의 방법 선택, 관찰자 편향 방지 및 포함되고 배제될 기준을 결정. 
 
토픽     권장사항 
 
 
(B)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모든 예상되는 잠재적 비용을 논의 및 공개. 
노동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모든 연구  단계에 대한 비용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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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모든 예상되는 잠재적 비용을 논의 및 공개. 
노동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모든 연구  단계에 대한 비용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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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과학자 및 동물 기관 간의 대화 
 
5. 목적 및 소요기간, 자금 지원 및 노동 기관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계획이 설립된 경우 관련 모든 직원과 미팅 계획 

준비, 동물 케어, 절차 및 폐기물 처리/오염 제거에 대한 도움을 필요를 반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의 소요 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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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C)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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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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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C)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C)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C)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C)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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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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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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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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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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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C) 연구 요소의 퀄러티 통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참조 
 
 
추가 정보 
 

 
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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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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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평가 

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7. 교육 및 훈련 
현 직원 역량 및 연구 전 추가 교육 또는 훈련의 필요를 평가. 
 
8. 건강 위험,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연구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및 동물에 대해 동물 기관과 협력하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 
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연구 시 모든 품목의 오염, 오염 제거 및 처리 방법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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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체 물질 및 절차 
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테스트 절차와 테스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스킬의 가능성 및 유효성을 고려. 
 
10. 실험 동물 
연구와 보고를 위해 필수적인 동물의 특성에 따라 고려. 

동물의 과잉 공급을 피함. 
 
 
11. 격리 및 건강 감시 
동물의 건강 상태, 이동, 격리 및 고립, 건강 감시 및 사람에 대한 결과의 필요를 논의. 
 
12. 동물 주거 및 축산 
전문 직원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의 특정 본능 및 필요를 고려. 
새 환경에 대한 순응, 최적의 주거 조건 및 절차,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  

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물질 투여, 표본 추출, 진정제 투여, 마취, 수술 및 기타 기술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14. 안락사, 해방, 재사용 또는 주거 재배치 
연구 전에 관련 법 및 지침을 참조. 
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15. 부검 
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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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장비 표준과 니드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물리적 검사를 수행 
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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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실험적 제한 (예: 음식 제한, 고립적 주거). 
 
13. 실험 절차 
포획, 움직임 제한, 표시 및 해방 또는 주거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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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위한 1차적 및 긴급 방법을 정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역량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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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과 표본의 위치와 식별을 포함하여 부검의 모든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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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위험이 있을 때 직원 레벨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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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필요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특정 지침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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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물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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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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