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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는 동물 실험 준비 단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실험 결과 보고를 위한 ARRIVE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PREPARE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세 영역은 동물 실험 준비 단계의 

수준을 결정 짓는다고 할 수 있다. 

 

1. 실험 계획 수립 

2.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3. 실험 요소의 질적 관리 

 

가이드라인 세부 항목은 위에 제시된 영역에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중복될 수 있다. PREPARE 체크리스트는 현장 연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PREPARE는 동물 시설의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데, 이는 시설의 수준이 동물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버전은 Norecopa 웹 사이트 

(https://norecopa.no/PREPARE)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리소스에 대한 링크가 제공된다. 

PREPARE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동물 종 및 상황 별 지침이 개발됨에 따라, 그리고 실험 동물 

과학 분야의 우수 연구 사례가 소개됨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항목    권장 사항 

(A)  실험 계획 수립 

 

1. 문헌 검색 

□ 일차적 및 이차적 실험 목적을 가진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시오 

□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사용하시오 

□ 자문을 구할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혹은 정보 전문가를 구하고 검색 용어를 선정하시오 

□ 동물 종 선택의 적절성과 생물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통증 경감과 동물 복지를 고려하여 

가설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오. 

□ 실험의 재현성 및 중개 가능성을 평가하시오. 

 

2. 법적 사항 

□ 실험 동물과 기타 관련 분야(예. 동물 운송, 산업 보건 안전)의 법률을 고려하시오 

□ 실험과 관련된 지침(예. 연구 과제 평가에 관한 EU 지침)을 확인하시오 

 

3. 윤리적 문제, 위해성-유익성 평가 및 인도적 종료 시점 

□ 실험계획서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시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유사한 주제의 연구 계획서를 이전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오  

□ 3R(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과 3S(Good Science, Good Sens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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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오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 예비 실험, 통계 검증력 및 유의 수준을 고려하시오. 

□ 실험 단위1를 정의하고 동물 수를 결정하시오 

□ 무작위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 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동물이나 데이터의 기준을 결정하시오. 

 

(B)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5. 목적, 기간, 연구비 및 인력 

□ 계획 초기 단계에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와 실험 동물 시설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마련하시오 

□ 실험 준비, 동물 관리, 실험 처치와 폐기물 처리, 오염 제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표시한 개략적인 연구 일정을 수립하시오 

□ 전체 예상 비용 및 추가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하시오 

□ 실험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시오 

 

6. 시설 평가 

□ 시설의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과 장비의 표준 요건을 평가하시오 

□ 주말이나 특수한 실험 상황 등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오  

 

7. 교육과 훈련 

□ 실험에 앞서, 참여 인력의 현재 역량과 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평가하시오 

 

8. 건강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 실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험 동물 시설 

관계자와 협력하여 수행하시오 

 
1 예. a single animal, group or cage of animals 

Sensibilities)를 고려하시오 

□ 데이터 베이스나 저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실험 내용을 등록하고, 원래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도록 하시오 

□ 유해성-유익성 평가를 실시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시오 

□ 동물 사용이 교육 혹은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학습 목표를 설정하시오 

□ 동물 실험의 고통 등급을 책정하시오  

□ 객관적이고 측정 용이한, 명확한 인도적 종료 시점을 설정하시오 

□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오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 예비 실험, 통계 검증력 및 유의 수준을 고려하시오. 

□ 실험 단위1를 정의하고 동물 수를 결정하시오 

□ 무작위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 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동물이나 데이터의 기준을 결정하시오. 

 

(B)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5. 목적, 기간, 연구비 및 인력 

□ 계획 초기 단계에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와 실험 동물 시설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마련하시오 

□ 실험 준비, 동물 관리, 실험 처치와 폐기물 처리, 오염 제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표시한 개략적인 연구 일정을 수립하시오 

□ 전체 예상 비용 및 추가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하시오 

□ 실험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시오 

 

6. 시설 평가 

□ 시설의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과 장비의 표준 요건을 평가하시오 

□ 주말이나 특수한 실험 상황 등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오  

 

7. 교육과 훈련 

□ 실험에 앞서, 참여 인력의 현재 역량과 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평가하시오 

 

8. 건강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 실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험 동물 시설 

관계자와 협력하여 수행하시오 

 
1 예. a single animal, group or cage of animals 

Sensibilities)를 고려하시오 

□ 데이터 베이스나 저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실험 내용을 등록하고, 원래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도록 하시오 

□ 유해성-유익성 평가를 실시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시오 

□ 동물 사용이 교육 혹은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학습 목표를 설정하시오 

□ 동물 실험의 고통 등급을 책정하시오  

□ 객관적이고 측정 용이한, 명확한 인도적 종료 시점을 설정하시오 

□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오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 예비 실험, 통계 검증력 및 유의 수준을 고려하시오. 

□ 실험 단위1를 정의하고 동물 수를 결정하시오 

□ 무작위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 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동물이나 데이터의 기준을 결정하시오. 

 

(B)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5. 목적, 기간, 연구비 및 인력 

□ 계획 초기 단계에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와 실험 동물 시설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마련하시오 

□ 실험 준비, 동물 관리, 실험 처치와 폐기물 처리, 오염 제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표시한 개략적인 연구 일정을 수립하시오 

□ 전체 예상 비용 및 추가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하시오 

□ 실험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시오 

 

6. 시설 평가 

□ 시설의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과 장비의 표준 요건을 평가하시오 

□ 주말이나 특수한 실험 상황 등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오  

 

7. 교육과 훈련 

□ 실험에 앞서, 참여 인력의 현재 역량과 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평가하시오 

 

8. 건강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 실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험 동물 시설 

관계자와 협력하여 수행하시오 

 
1 예. a single animal, group or cage of animals 

Sensibilities)를 고려하시오 

□ 데이터 베이스나 저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실험 내용을 등록하고, 원래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도록 하시오 

□ 유해성-유익성 평가를 실시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시오 

□ 동물 사용이 교육 혹은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학습 목표를 설정하시오 

□ 동물 실험의 고통 등급을 책정하시오  

□ 객관적이고 측정 용이한, 명확한 인도적 종료 시점을 설정하시오 

□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오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 예비 실험, 통계 검증력 및 유의 수준을 고려하시오. 

□ 실험 단위1를 정의하고 동물 수를 결정하시오 

□ 무작위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 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동물이나 데이터의 기준을 결정하시오. 

 

(B)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5. 목적, 기간, 연구비 및 인력 

□ 계획 초기 단계에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와 실험 동물 시설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마련하시오 

□ 실험 준비, 동물 관리, 실험 처치와 폐기물 처리, 오염 제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표시한 개략적인 연구 일정을 수립하시오 

□ 전체 예상 비용 및 추가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하시오 

□ 실험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시오 

 

6. 시설 평가 

□ 시설의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과 장비의 표준 요건을 평가하시오 

□ 주말이나 특수한 실험 상황 등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오  

 

7. 교육과 훈련 

□ 실험에 앞서, 참여 인력의 현재 역량과 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평가하시오 

 

8. 건강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 실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험 동물 시설 

관계자와 협력하여 수행하시오 

 
1 예. a single animal, group or cage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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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E涵盖了决定动物研究制备工作质量的三个广泛领域： 
 1. 制制订订研研究究计计划划 
 2. 科科学学家家与与动动物物实实验验室室之之间间的的对对话话 
 3. 研研究究组组分分的的质质量量控控制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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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主题  建建议 

 
 
(A) 制制定定研研究究计计划划 
 
1.文献检索 
形成明确的假设，具有主要和次要成果。 
对使用系统综述做出考虑。 
依据数据库和信息咨询专家确定并创建搜索术语。 
评估所使用物种的相关性、及其生物学和适用性，以最少的苦痛代价来解答实验问题，并满足动物关爱

需求。 
评估项目的可重复性和可解释性。 

 
2.法律问题 
需考虑到这项研究在动物研究和其他领域相关立法所受之影响，例如动物运输、职业健康和安全等。 
找到有关指导性文件（如欧盟关于项目评估的指导） 

 
3.伦理问题，利益损害评估及人道终点  
编写一个通俗性概要。 
在与伦理委员会对话方面，需考虑是否已经制定出这类研究的陈述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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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科学(Good Science)、良好的意识(Good Sense)  
和良好的感受性(Good Sensibilities)。  
考虑到预注册并公布负面结果。 
执行利益损害评估，对可能发生的动物伤害作出合理解释。 
讨论学术目标，是否动物使用以教育和训练为目的。 
给出项目的严重程度等级。 
对客观的、易于衡量和明确的人道终点做出定义。 
讨论死亡作为终点的理由（如有）。 

 
4.实验计划和统计分析 
 
对试点研究、统计功效和显著性水平做出考虑。 
定义实验单位并决定动物数量。 
选择随机化方法，防止观察者偏差，并确定纳入和排除标准。 
 

主主题  建建议 

 
(B) 科科学学家家与与动动物物实实验验室室之之间间的的对对话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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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E는 동물 실험 준비 단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실험 결과 보고를 위한 ARRIVE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PREPARE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세 영역은 동물 실험 준비 단계의 

수준을 결정 짓는다고 할 수 있다. 

 

1. 실험 계획 수립 

2.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3. 실험 요소의 질적 관리 

 

가이드라인 세부 항목은 위에 제시된 영역에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중복될 수 있다. PREPARE 체크리스트는 현장 연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PREPARE는 동물 시설의 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데, 이는 시설의 수준이 동물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버전은 Norecopa 웹 사이트 

(https://norecopa.no/PREPARE)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리소스에 대한 링크가 제공된다. 

PREPARE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동물 종 및 상황 별 지침이 개발됨에 따라, 그리고 실험 동물 

과학 분야의 우수 연구 사례가 소개됨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항목    권장 사항 

(A)  실험 계획 수립 

 

1. 문헌 검색 

□ 일차적 및 이차적 실험 목적을 가진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시오 

□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사용하시오 

□ 자문을 구할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혹은 정보 전문가를 구하고 검색 용어를 선정하시오 

□ 동물 종 선택의 적절성과 생물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통증 경감과 동물 복지를 고려하여 

가설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오. 

□ 실험의 재현성 및 중개 가능성을 평가하시오. 

 

2. 법적 사항 

□ 실험 동물과 기타 관련 분야(예. 동물 운송, 산업 보건 안전)의 법률을 고려하시오 

□ 실험과 관련된 지침(예. 연구 과제 평가에 관한 EU 지침)을 확인하시오 

 

3. 윤리적 문제, 위해성-유익성 평가 및 인도적 종료 시점 

□ 실험계획서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시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유사한 주제의 연구 계획서를 이전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오  

□ 3R(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과 3S(Good Science, Good Sense, good 

PREPARE는 동물 실험 준비 단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실험 결과 보고를 위한 ARRIVE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PREPARE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세 영역은 동물 실험 준비 단계의 

수준을 결정 짓는다고 할 수 있다. 

 

1. 실험 계획 수립 

2.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3. 실험 요소의 질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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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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연구구 구구성성 
 2. 과과학학자자 및및 동동물물 기기관관 간간의의 대대화화 
 3. 연연구구 요요소소의의 퀄퀄러러티티 통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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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연구구 구구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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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픽픽     권권장장사사항항 
 
 
(B) 과과학학자자 및및 동동물물 기기관관 간간의의 대대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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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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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픽픽     권권장장사사항항 
 
 
(B) 과과학학자자 및및 동동물물 기기관관 간간의의 대대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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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연구구 요요소소의의 퀄퀄러러티티 통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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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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연구구 요요소소의의 퀄퀄러러티티 통통제제 
 
9. 전체 물질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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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물 주거 및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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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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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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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ibilities)를 고려하시오 

□ 데이터 베이스나 저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실험 내용을 등록하고, 원래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도록 하시오 

□ 유해성-유익성 평가를 실시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시오 

□ 동물 사용이 교육 혹은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학습 목표를 설정하시오 

□ 동물 실험의 고통 등급을 책정하시오  

□ 객관적이고 측정 용이한, 명확한 인도적 종료 시점을 설정하시오 

□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오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 예비 실험, 통계 검증력 및 유의 수준을 고려하시오. 

□ 실험 단위1를 정의하고 동물 수를 결정하시오 

□ 무작위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 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동물이나 데이터의 기준을 결정하시오. 

 

(B)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5. 목적, 기간, 연구비 및 인력 

□ 계획 초기 단계에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와 실험 동물 시설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마련하시오 

□ 실험 준비, 동물 관리, 실험 처치와 폐기물 처리, 오염 제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표시한 개략적인 연구 일정을 수립하시오 

□ 전체 예상 비용 및 추가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하시오 

□ 실험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시오 

 

6. 시설 평가 

□ 시설의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과 장비의 표준 요건을 평가하시오 

□ 주말이나 특수한 실험 상황 등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오  

 

7. 교육과 훈련 

□ 실험에 앞서, 참여 인력의 현재 역량과 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평가하시오 

 

8. 건강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 실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험 동물 시설 

관계자와 협력하여 수행하시오 

 
1 예. a single animal, group or cage of animals 

Sensibilities)를 고려하시오 

□ 데이터 베이스나 저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실험 내용을 등록하고, 원래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도록 하시오 

□ 유해성-유익성 평가를 실시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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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오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 예비 실험, 통계 검증력 및 유의 수준을 고려하시오. 

□ 실험 단위1를 정의하고 동물 수를 결정하시오 

□ 무작위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 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동물이나 데이터의 기준을 결정하시오. 

 

(B)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5. 목적, 기간, 연구비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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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나 특수한 실험 상황 등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오  

 

7. 교육과 훈련 

□ 실험에 앞서, 참여 인력의 현재 역량과 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평가하시오 

 

8. 건강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 실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험 동물 시설 

관계자와 협력하여 수행하시오 

 
1 예. a single animal, group or cage of animals 

Sensibilities)를 고려하시오 

□ 데이터 베이스나 저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실험 내용을 등록하고, 원래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도록 하시오 

□ 유해성-유익성 평가를 실시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시오 

□ 동물 사용이 교육 혹은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학습 목표를 설정하시오 

□ 동물 실험의 고통 등급을 책정하시오  

□ 객관적이고 측정 용이한, 명확한 인도적 종료 시점을 설정하시오 

□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오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 예비 실험, 통계 검증력 및 유의 수준을 고려하시오. 

□ 실험 단위1를 정의하고 동물 수를 결정하시오 

□ 무작위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 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동물이나 데이터의 기준을 결정하시오. 

 

(B)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5. 목적, 기간, 연구비 및 인력 

□ 계획 초기 단계에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와 실험 동물 시설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마련하시오 

□ 실험 준비, 동물 관리, 실험 처치와 폐기물 처리, 오염 제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표시한 개략적인 연구 일정을 수립하시오 

□ 전체 예상 비용 및 추가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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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a single animal, group or cage of animals 

□ 실험의 각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작성하시오 

□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의 봉쇄, 오염 제거, 처리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시오 

 

(C) 실험 요소의 질적 관리 

 

9. 시험 물질과 절차 

□ 시험 물질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오 

□ 시험 절차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및 시험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고려하시오 

 

10.  실험 동물 

□ 실험 방법 및 결과의 보고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동물 특성을 결정하시오 

□ 불필요한 동물의 생산을 피하시오 

 

11. 검역과 헬스 모니터링 

□ 동물의 건강 상태, 운송 조건, 검역 및 격리, 헬스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시오 

 

12.  시설과 사육 

□ 전문가와 상의하여 동물 고유의 종 특이적 본능과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시오 

□ 순화, 최적의 사육 환경 및 사양 관리 절차, 환경적 요소, 실험적 제한 사항(예. 급이 제한, 

단독 사육)에 대해 의논하시오 

 

13. 실험 절차 

□ 포획, 보정, 개체 표시, 실험 후 방생 혹은 분양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시오 

□ 물질 투여, 샘플링, 진정 및 마취, 수술 및 기타 처치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수립하시오 

 

14.  인도적 안락사, 방생, 재사용 혹은 분양 

□ 실험에 앞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확인하시오 

□ 인도적 안락사를 위한 방법과 비상 상황에 사용할 방법을 결정하시오 

□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시오 

 

15. 부검 

□ 모든 동물과 검체의 부검 및 식별 전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오 

 

 

※ RREPARE 번역 및 감수에 도움을 주신 KMPC 서울대학교 성제경 교수, 남미현 수의사, 

그리고,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에 감사 드립니다. 

□ 실험의 각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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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물질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오 

□ 시험 절차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및 시험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고려하시오 

 

10.  실험 동물 

□ 실험 방법 및 결과의 보고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동물 특성을 결정하시오 

□ 불필요한 동물의 생산을 피하시오 

 

11. 검역과 헬스 모니터링 

□ 동물의 건강 상태, 운송 조건, 검역 및 격리, 헬스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시오 

 

12.  시설과 사육 

□ 전문가와 상의하여 동물 고유의 종 특이적 본능과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시오 

□ 순화, 최적의 사육 환경 및 사양 관리 절차, 환경적 요소, 실험적 제한 사항(예. 급이 제한, 

단독 사육)에 대해 의논하시오 

 

13. 실험 절차 

□ 포획, 보정, 개체 표시, 실험 후 방생 혹은 분양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시오 

□ 물질 투여, 샘플링, 진정 및 마취, 수술 및 기타 처치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수립하시오 

 

14.  인도적 안락사, 방생, 재사용 혹은 분양 

□ 실험에 앞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확인하시오 

□ 인도적 안락사를 위한 방법과 비상 상황에 사용할 방법을 결정하시오 

□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시오 

 

15. 부검 

□ 모든 동물과 검체의 부검 및 식별 전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오 

 

 

※ RREPARE 번역 및 감수에 도움을 주신 KMPC 서울대학교 성제경 교수, 남미현 수의사, 

그리고,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에 감사 드립니다. 

□ 실험의 각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작성하시오 

□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의 봉쇄, 오염 제거, 처리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시오 

 

(C) 실험 요소의 질적 관리 

 

9. 시험 물질과 절차 

□ 시험 물질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오 

□ 시험 절차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및 시험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고려하시오 

 

10.  실험 동물 

□ 실험 방법 및 결과의 보고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동물 특성을 결정하시오 

□ 불필요한 동물의 생산을 피하시오 

 

11. 검역과 헬스 모니터링 

□ 동물의 건강 상태, 운송 조건, 검역 및 격리, 헬스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시오 

 

12.  시설과 사육 

□ 전문가와 상의하여 동물 고유의 종 특이적 본능과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시오 

□ 순화, 최적의 사육 환경 및 사양 관리 절차, 환경적 요소, 실험적 제한 사항(예. 급이 제한, 

단독 사육)에 대해 의논하시오 

 

13. 실험 절차 

□ 포획, 보정, 개체 표시, 실험 후 방생 혹은 분양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시오 

□ 물질 투여, 샘플링, 진정 및 마취, 수술 및 기타 처치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수립하시오 

 

14.  인도적 안락사, 방생, 재사용 혹은 분양 

□ 실험에 앞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확인하시오 

□ 인도적 안락사를 위한 방법과 비상 상황에 사용할 방법을 결정하시오 

□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시오 

 

15. 부검 

□ 모든 동물과 검체의 부검 및 식별 전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오 

 

 

※ RREPARE 번역 및 감수에 도움을 주신 KMPC 서울대학교 성제경 교수, 남미현 수의사, 

그리고,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에 감사 드립니다. 

□ 실험의 각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작성하시오 

□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의 봉쇄, 오염 제거, 처리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시오 

 

(C) 실험 요소의 질적 관리 

 

9. 시험 물질과 절차 

□ 시험 물질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오 

□ 시험 절차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및 시험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고려하시오 

 

10.  실험 동물 

□ 실험 방법 및 결과의 보고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동물 특성을 결정하시오 

□ 불필요한 동물의 생산을 피하시오 

 

11. 검역과 헬스 모니터링 

□ 동물의 건강 상태, 운송 조건, 검역 및 격리, 헬스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시오 

 

12.  시설과 사육 

□ 전문가와 상의하여 동물 고유의 종 특이적 본능과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시오 

□ 순화, 최적의 사육 환경 및 사양 관리 절차, 환경적 요소, 실험적 제한 사항(예. 급이 제한, 

단독 사육)에 대해 의논하시오 

 

13. 실험 절차 

□ 포획, 보정, 개체 표시, 실험 후 방생 혹은 분양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시오 

□ 물질 투여, 샘플링, 진정 및 마취, 수술 및 기타 처치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수립하시오 

 

14.  인도적 안락사, 방생, 재사용 혹은 분양 

□ 실험에 앞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확인하시오 

□ 인도적 안락사를 위한 방법과 비상 상황에 사용할 방법을 결정하시오 

□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시오 

 

15. 부검 

□ 모든 동물과 검체의 부검 및 식별 전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오 

 

 

※ RREPARE 번역 및 감수에 도움을 주신 KMPC 서울대학교 성제경 교수, 남미현 수의사, 

그리고,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에 감사 드립니다. 

□ 실험의 각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작성하시오 

□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의 봉쇄, 오염 제거, 처리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시오 

 

(C) 실험 요소의 질적 관리 

 

9. 시험 물질과 절차 

□ 시험 물질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오 

□ 시험 절차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및 시험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고려하시오 

 

10.  실험 동물 

□ 실험 방법 및 결과의 보고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동물 특성을 결정하시오 

□ 불필요한 동물의 생산을 피하시오 

 

11. 검역과 헬스 모니터링 

□ 동물의 건강 상태, 운송 조건, 검역 및 격리, 헬스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시오 

 

12.  시설과 사육 

□ 전문가와 상의하여 동물 고유의 종 특이적 본능과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시오 

□ 순화, 최적의 사육 환경 및 사양 관리 절차, 환경적 요소, 실험적 제한 사항(예. 급이 제한, 

단독 사육)에 대해 의논하시오 

 

13. 실험 절차 

□ 포획, 보정, 개체 표시, 실험 후 방생 혹은 분양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시오 

□ 물질 투여, 샘플링, 진정 및 마취, 수술 및 기타 처치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수립하시오 

 

14.  인도적 안락사, 방생, 재사용 혹은 분양 

□ 실험에 앞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확인하시오 

□ 인도적 안락사를 위한 방법과 비상 상황에 사용할 방법을 결정하시오 

□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시오 

 

15. 부검 

□ 모든 동물과 검체의 부검 및 식별 전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오 

 

 

※ RREPARE 번역 및 감수에 도움을 주신 KMPC 서울대학교 성제경 교수, 남미현 수의사, 

그리고,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에 감사 드립니다. 

□ 실험의 각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새로 

작성하시오 

□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의 봉쇄, 오염 제거, 처리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시오 

 

(C) 실험 요소의 질적 관리 

 

9. 시험 물질과 절차 

□ 시험 물질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오 

□ 시험 절차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및 시험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고려하시오 

 

10.  실험 동물 

□ 실험 방법 및 결과의 보고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동물 특성을 결정하시오 

□ 불필요한 동물의 생산을 피하시오 

 

11. 검역과 헬스 모니터링 

□ 동물의 건강 상태, 운송 조건, 검역 및 격리, 헬스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시오 

 

12.  시설과 사육 

□ 전문가와 상의하여 동물 고유의 종 특이적 본능과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시오 

□ 순화, 최적의 사육 환경 및 사양 관리 절차, 환경적 요소, 실험적 제한 사항(예. 급이 제한, 

단독 사육)에 대해 의논하시오 

 

13. 실험 절차 

□ 포획, 보정, 개체 표시, 실험 후 방생 혹은 분양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시오 

□ 물질 투여, 샘플링, 진정 및 마취, 수술 및 기타 처치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수립하시오 

 

14.  인도적 안락사, 방생, 재사용 혹은 분양 

□ 실험에 앞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확인하시오 

□ 인도적 안락사를 위한 방법과 비상 상황에 사용할 방법을 결정하시오 

□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시오 

 

15. 부검 

□ 모든 동물과 검체의 부검 및 식별 전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시오 

 

 

※ RREPARE 번역 및 감수에 도움을 주신 KMPC 서울대학교 성제경 교수, 남미현 수의사, 

그리고,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에 감사 드립니다. 

Sensibilities)를 고려하시오 

□ 데이터 베이스나 저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실험 내용을 등록하고, 원래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도록 하시오 

□ 유해성-유익성 평가를 실시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시오 

□ 동물 사용이 교육 혹은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학습 목표를 설정하시오 

□ 동물 실험의 고통 등급을 책정하시오  

□ 객관적이고 측정 용이한, 명확한 인도적 종료 시점을 설정하시오 

□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오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 예비 실험, 통계 검증력 및 유의 수준을 고려하시오. 

□ 실험 단위1를 정의하고 동물 수를 결정하시오 

□ 무작위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 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동물이나 데이터의 기준을 결정하시오. 

 

(B)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5. 목적, 기간, 연구비 및 인력 

□ 계획 초기 단계에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와 실험 동물 시설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마련하시오 

□ 실험 준비, 동물 관리, 실험 처치와 폐기물 처리, 오염 제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표시한 개략적인 연구 일정을 수립하시오 

□ 전체 예상 비용 및 추가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하시오 

□ 실험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시오 

 

6. 시설 평가 

□ 시설의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과 장비의 표준 요건을 평가하시오 

□ 주말이나 특수한 실험 상황 등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오  

 

7. 교육과 훈련 

□ 실험에 앞서, 참여 인력의 현재 역량과 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평가하시오 

 

8. 건강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 실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험 동물 시설 

관계자와 협력하여 수행하시오 

 
1 예. a single animal, group or cage of animals 

Sensibilities)를 고려하시오 

□ 데이터 베이스나 저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실험 내용을 등록하고, 원래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빠짐 없이 기록하도록 하시오 

□ 유해성-유익성 평가를 실시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시오 

□ 동물 사용이 교육 혹은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학습 목표를 설정하시오 

□ 동물 실험의 고통 등급을 책정하시오  

□ 객관적이고 측정 용이한, 명확한 인도적 종료 시점을 설정하시오 

□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오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 예비 실험, 통계 검증력 및 유의 수준을 고려하시오. 

□ 실험 단위1를 정의하고 동물 수를 결정하시오 

□ 무작위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 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동물이나 데이터의 기준을 결정하시오. 

 

(B)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5. 목적, 기간, 연구비 및 인력 

□ 계획 초기 단계에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와 실험 동물 시설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마련하시오 

□ 실험 준비, 동물 관리, 실험 처치와 폐기물 처리, 오염 제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표시한 개략적인 연구 일정을 수립하시오 

□ 전체 예상 비용 및 추가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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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 평가 

□ 시설의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과 장비의 표준 요건을 평가하시오 

□ 주말이나 특수한 실험 상황 등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오  

 

7. 교육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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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a single animal, group or cage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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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베이스나 저널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실험 내용을 등록하고, 원래 예상했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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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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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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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사용이 교육 혹은 훈련을 위한 것이라면 학습 목표를 설정하시오 

□ 동물 실험의 고통 등급을 책정하시오  

□ 객관적이고 측정 용이한, 명확한 인도적 종료 시점을 설정하시오 

□ 사망을 종료 시점으로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오 

 

4. 실험 설계 및 통계 분석 

□ 예비 실험, 통계 검증력 및 유의 수준을 고려하시오. 

□ 실험 단위1를 정의하고 동물 수를 결정하시오 

□ 무작위 배정 방법을 결정하고, 관찰자의 편향을 최소화 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동물이나 데이터의 기준을 결정하시오. 

 

(B) 연구자와 동물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 

 

5. 목적, 기간, 연구비 및 인력 

□ 계획 초기 단계에 과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자와 실험 동물 시설 직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마련하시오 

□ 실험 준비, 동물 관리, 실험 처치와 폐기물 처리, 오염 제거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시점을 

표시한 개략적인 연구 일정을 수립하시오 

□ 전체 예상 비용 및 추가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하시오 

□ 실험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시오 

 

6. 시설 평가 

□ 시설의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여 건물과 장비의 표준 요건을 평가하시오 

□ 주말이나 특수한 실험 상황 등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시오  

 

7. 교육과 훈련 

□ 실험에 앞서, 참여 인력의 현재 역량과 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평가하시오 

 

8. 건강 위해, 폐기물 처리 및 오염 제거 

□ 실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험 동물 시설 

관계자와 협력하여 수행하시오 

 
1 예. a single animal, group or cage of anim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