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실험계획 심의 기준 

가. 3R 원칙 

3R 원칙은 1950년대 말, Russel와 Burch에 의해 처음 정의된 “3Rs-Replacement, Reduction and 

Refinement"의 원칙에 기반 한다 (The principles of humane experimental technique, 1959). 

① 동물실험의 대체 (Replacement, or utilizing non-animal models) 

시험관식 방법 등 동물실험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대체방

법을 고려할 수 있다 

○ 완전한 대체방안 (Absolute replacement) 

- 무생물 시스템 : 기계모델, 화학 기술 이용 

- 컴퓨터 시뮬레이션 : 안전성 평가 또는 교육에서는 활용도가 높으나, 연구 분야에는 사용

에 제약 존재 

○ 상대적 대체방안 (Relative replacement) 

- 생물 시스템 : 미생물, 식물을 이용, 또는 계통 발생학적으로 낮은 등급의 종을(곤충 등 

무 척추 동물) 사용하거나, 세포배양이나 조직배양 등의 in vitro기술을 이용 

② 사용 동물 수 감소 (Reduction of numbers of animals used)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가능한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다. 

○ 합리적인 실험군의 크기를 선택 

○ 동물을 최대한으로 활용 : 도태 대상 동물의 조직을 다른 연구자와 공유 

○ 정확한 실험동물 모델 선택 

○ 동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소실을 최소화 

○ 정확한 통계학적 분석 

③ 실험방법의 개선 (Refinement of the methods to lessen or eliminate pain, distress, or 

suffering in animals) 

실험방법을 개선하고 필요한 수단과 시설을 갖추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것



으로 정의된다. 동물 연구에서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없애고 줄이는 개선 방법은 “3Rs”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된다. 연구자는 반대 현상이 생기지 않는 한 인간에게 통증과 고통을 수

반하는 실험은 다른 동물에게도 통증과 고통을 수반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 파일럿 실험 활용 

○ 임상적 증상의 분석 활용 

○ 임상병리 활용 

○ 문헌조사 비교분석 또는 전문가 상담 활용 

○ 통증 완화 약물 사용 

○ 비 약리학적인 기술 이용 

○ 새로운 진단과 치료 기술 활용 

○ 환경 풍부화(Environmental enrichment) 프로그램 활용 

○ 인도적 종료시점(Humane endpoint) 수립 

나. 중점 심의 기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 할 때는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원은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성, 과학적 타당성 등을 평가 한다. 

○ 동물실험의 필요성 

○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 

○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 

○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 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 

○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준수 여부 

○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 



○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동물 사용 마리 수 산정 근거 

동물실험계획서 상 동물사용 마리 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된 

통계학적 수치를 근거로 검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계학적 근거를 기초로 동물실

험계획서가 작성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실험(예, 참고문헌)의 예를 이용하거나 예비실험을 

통하여 적정 사용 마리 수가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산정된 동물사용 마리 수에 실험 중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폐사 등 탈락률을 감안

한 여유 마리 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실험을 통해 탈락률을 제

시할 수 없는 실험의 경우는 최소사용 마리 수의 약 10%로 계산하여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면 된

다. 

라. 고통 평가 및 관리 

동물은 과도한 육체적 구속, 통증, 충격, 상해, 고온, 저온, 감염, 부적당한 사회적 집단화 등을 

내포하는 유해한 육체적, 사회적 및 환경적 인자의 영향을 받았을 때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자에 의한 고통은 동물의 생리 상

태를 크게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적하는 연구 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실험결과를 심하

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실험자 자신이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인자들을 적

극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꼈을 때는 특수한 행동이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소형 설치류

에서는 어느 개체가 집단에서 동떨어져 웅크려 있던가, 몸치장 행동(Grooming: 신체를 항상 깔끔

히 유지하는 일련의 행동)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실험자는 일상

적인 동물의 행동이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 최대한의 실험결과를 얻는 동시에 동물의 고통

을 미리 예방한다. 그러나 실험기법에 따른 고통의 경중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 이상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체의 보정을 없애거나, 그와 유

사한 상태에서 실시하던지, 아니면 추가로 적당량의 마취제, 진통제 또는 진정제를 투여하는 배려

가 필요하다. 

모든 동물실험에는 동물의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평가하며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결과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

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적절한 진정, 진통, 마취 여부 

○ 고통스럽고 힘든 결과가 예상될 때의 안락사에 대한 기준 



○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세부 항목 

실험계획에서 고통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인 보정 

○ 생존 실험 

○ 사료와 물에 대한 제한 

○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 

○ 유해한 자극 

○ 피부와 각막 자극 시험 

○ 종양의 부담 

○ 심장이나 안와정맥얼기 채혈 

○ 비정상적인 사육 환경 조건 등 

지각계, 특히 통각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실험자는 고통에 관해서 한층 더 배려가 필요하다. 원

래, 염증유발 물질, 통증유발 물질 또는 신경절단 등에 의한 통증모델 동물은 사람에 있어서 다양

한 통증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이 수반되지 않도록 실

험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행하도록 한다. 

의식이 있는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만성통증, 급성통증을 불문하고 이미 오래 전에 국제통증

학회(IASP)에서 제안한 지침이 기준이 될 수 있다(IASP: Ethical standards for investigations of 

experimental pain in animals. Pain 9, 141-143, 1980). 

○ 실험의 필요성과 인류에 공여하는 이익에 관하여 위원회는 충분히 검토하고, 실험자는 자

신의 연구에 관한 윤리관의 필요성을 자각한다. 

○ 통증과 고통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동물의 이상행동을 적절히 파악한다. 또 뇌파, 수면 

각성 주기, 체중, 섭식음수행동, 학습행동 등의 생리학적 및 행동학적인 특성 등을 측정한

다. 

○ 도피행동 등 통증의 강도를 동물 스스로가 제어하여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 실험시간은 가능한 한 단시간에 수행하고 동물 수도 최소한으로 한다. 



○ 실험목적에 적합한 동물의 종류 중에서 가장 하등한 동물을 선택해야한다. 또한, 실험자는 

연구목적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증을 주는 부위 및 그 정도를 최소한

도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트레스 실험에 있어서도 동일한 배려가 필요 하다. 

1. 고통의 평가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는 동물의 임상증상을 파악하려는 노력에

서 출발한다. 동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동물의 통증과 고통을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

는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에는 대사적, 생리적, 행동학적 변화가 

관찰된다. 대표적인 예로써 glucocorticoid의 증가, 카테콜아민 수치의 증가를 둘 수 있다. 체

중, 자세, 신경질적인 행동 등의 외형적 변화는 동물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과 고통에 관련된 용어 및 증

상은 다음과 같다. 

[통증과 고통에 관련된 용어 정의] 
 

용어 증상 
Analgesia   (진통) 통증에 대한 감각의 완전한 소실 
Anesthesia (마취) 부분적 혹은 몸 전체의 감각의 모든 소실 

 
Distress (고통,  불안) 

스트레스 유발원인(stressor)에 대해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동물에서 보이는 
회피하려는 상태 

Pain  (통증) 실질적 또는 잠재적 조직손상과 관련한 감각적 또는 감정적 

불쾌한 경험 
Sedation (진정) 주변에 대한 인지의 감소,  이완(긴장완화), 졸음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 
 

Tranquilization(진경) 정서가 안정되고 환경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고 근육이 이완 
되는 상태.  용량이 늘어도 졸음,  진통이나 마취는 없음. 

 
[급성통증 징후 관련 용어 정의] 

 

용어 증상 
Guarding 보호하고,  도망가고,  물려는 시도 

 
Vocalization 영향을 받는 곳을 이용하려고 촉진되거나 힘이 가해질 

때 

  Mutilation 핥고,  물고,  긁고,  흔들고,  문지르는 것 
Restlessness 보측,  누웠다가 일어나고,  몸 지지를 바꾸는 것 
Sweating 땀을 흘리는 것 
Recumbency 비정상적으로 기대어 누워 있는 상태 
Depression 움직이기 싫어하고,  몸을 세우기 힘듦 
A   b   n   o   r   
m   a   l 

 

머리를 숙이고,  배가 주름 잡히고,  구부리고,  얼굴이 
일그러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서 유발될 수 있는 고통을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통

등급 D에 해당되는 동물실험계획은 해당 등급에 적합한 고통경감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도록 하

고, 고통등급 E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통경감을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통등급 A :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실험으로서 현행 법 상에서는 법 적용대상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

통등급 A에 해당되는 실험은 위원회로부터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고통등급 B :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척추동물이 사육, 적응 또는 유

지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심의 및 승인 받은 후 동물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 생산, 공급 목적으로 사육 

- 관찰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한 단기간의 보정 

○ 고통등급 C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을 사용

하지 아니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이 해당되며, 약물투여 등 일반적인 동물실

험은 C 등급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 채혈 

- 부작용이 없는 물질의 정맥 내(I.V.), 피하(S.C.), 근육 내(I.M.), 복강 내(I.P.), 구강 투여 

- 심마취 후 혈액채취를 동반한 안락사 (항혈청 생산) 

- 안락사(심마취) 실시 후 단시간 내 조직 채취하는 비생존 실험 

- 경미한 증상의 전염성 원인체 감염 후 임상증상 등 발현 시 안락사 등 

○ 고통등급 D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적절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된 경우가 해당된다. 

- 심마취 실시 하에 조직 등을 채취한 다음 회복하는 생존실험 

- 심마취 실시 하에 장시간 동안 조작(수술 등)을 실시하는 비 생존 실험 

- 장기간의 물리적 억압상태 유지 실험 

- 결핵사균이 포함된 FCA(면역증강제) 투여로 염증, 괴사 발생 

- 안와채혈 등 

○ 고통등급 E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으로서, 마취제나 진통제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된다. 고통경감을 할 수 없

는 분명한 연구목적 및 사유를 제시하여 위원회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 LD50 측정 또는 독성시험 등 죽음을 종료시점으로 설정 

- 항암 실험 

- 마우스 복강 내 단일 클론 항체(복수) 생산 등 

2. 고통의 경감 조치 

실험방법을 계획할 때에는 잠재적인 고통이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예비 실험결과를 활용하거나 유사 실험결과 및 관련 문헌을 참조하여 실험을 조기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수술이나 부검 대신 비 침습적(non-invasive)인 방

법으로 대체하는 것도 통증을 경감시키는 좋은 예이다. 수의사는 연구자가 실험방법을 수립

할 때 필요한 조언을 해야 하고, 동물실험계획 심의 시 위원회에 관련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의 고통이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약리학적 처방은 연구의 특성과 통증․고통의 종

류에 따라 다르다. 또한 마취제, 진통제, 진정제에 대한 반응도 개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제

의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용량의 사용범위에 관한 다양한 참고 

문헌이 있으므로 실험에 따라 참고해야 하고, 연구영역을 침해 받지 않는 범위에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연구자는 통증과 고통 관리에 소홀해서는 아니

되며 아픈 동물은 즉시 수의학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수술 처치 후 고통 징후와 

정도 및 기간에 대하여 아래 표에 자세히 다루고 있다. 

[수술 처치 후 고통 징후와 정도 및 기간] 
 

수술부위 통증 징후 통증 정도 통증의 

지속기간 
머리/눈 
귀/입 

문지르거나 긁고, 스스로 mutilation하고, 
흔들고, 단식, 단수하거나 삼키길 거부하 

고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시도 

중→상 간헐적→  
연속 적 

항문 
주변 

문지르고 핥고 물고 비상적인 배변 
배뇨 활동 

중→상 간헐적→  
연속 적 

뼈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보행장애, 
비정상적인 자세, guarding, 핥기, 
스스로 mutilation 

중→상:  축 
뼈 대의 위쪽 
부 
분(상완골,   
대 퇴골)이 더 
  

간헐적 

복부 비정상적 자세(구부림), 
식욕부진, guarding 

불분명한 
중간 정도 

짧다 

흉부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호흡의 변화 

(빠르고 얕은), 우울 
흉골 접근, 
상; 외측 
접근,  

 

연속적 

경추 머리와 목의 비정상적 자세, 움직이지 않 
으려 한다, 걷는 모습의 이상(walking  
on eggs) 

중→심각 연속적 

흉추와 
요추 

증상은 거의 없음 가볍다 짧다 



마. 실험동물의 진정·진통·마취방법 

적절한 보정과 마취는 동물복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재현성 있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보정은 동물에게 주는 고통과 불쾌감을 현저히 경감시키고 

실험 조작을 용이하게 하며, 실험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보정의 좋고 나쁨은 경

험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경험이 적은 실험자는 우선적으로 그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무마취하에서 고통이 수반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에서 이러한 실험계획을 승인하였다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문수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하도록 

한다. 한편, 다수의 마취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적합한 마취방법을 선택할 때는 마취의 목적(예, 보정을 위한 가벼운 진정, 수술 등 외과적 처

치)과 함께 해당 동물에서 충분한 진통작용이 유발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과적 처치 등을 

위해 전신 마취할 때에는 의식소실(narcosis), 근이완(relaxation) 및 진통(analgesia)작용이 적절히 

유발되는 마취제 또는 근이완제 등을 선택해야 한다. 마취제의 효능은 동물의 종, 나이, 성별, 크

기,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적합한 마취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취제 사용경험이 

적은 연구자는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실험동물 전문 수의사 또는 마취방법에 숙련된 의사의 지

도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의학적․약리학적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므로 실험자는 적

극적으로 전문가에게 지도와 조언을 물어야 한다. 

1. 주사마취 

마취방법의 종류에는 주사마취 또는 흡입마취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는 표 

1과 같다. 주사마취제는 마취적기(수술적기)로의 도입이 비교적 쉽고 단시간이긴 하지만 안정

된 마취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수술이나 흡입마취 전의 마취유도제로 사용된다. 

주사 마취할 때에는 동물의 보정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면 마취 

이전에 충분한 순화기간을 두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적절한 보정기구를 사용하

여 확실히 보정함으로서 실험자의 오·조작에 의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투여조작을 민첩히 하여 동물에게 주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취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표 2와 같이 많은 경우 마취전투

약제 또는 다른 마취제과 병용사용 하도록 한다. 주사마취의 단점은 마취심도의 미묘한 조절

이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너무 깊은 마취로 인해 급성 중독이 발생된 경우, 인공호흡법, 중

추성 호흡 흥분약 및 수액투여 등의 처치를 강구한다. 또한 마취시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동일한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벤조디아제핀계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어느 경우에도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또는 동물실험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



므로 그 취급 및 보관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흡입마취 

흡입마취는 주사마취와 비교하여 마취심도의 조절이 용이하므로 장시간의 마취를 필요로 

하는 실험이나 외과적 수술에 사용된다. 흡입마취제는 경우에 따라 혼합기구 등의 특별한 기

구를 필요로 하며, 또한 실험목적에 따라 선택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산화질소(N2O)

는 마취 작용보다 진통작용이 강하므로 진통제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흡입마취제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숙지한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입마취로 장시간 마취 상태를 유지하며 실험할 때에는 심전도, 뇌파, 혈압, 체온, 호기중

의 탄산가스 농도 등의 생리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흡입마취제는 기

도 자극작용이 강하므로 분비물 제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흡입마취제 사용으로 급성중

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사마취와 동일한 처치를 강구하여 불필요한 동물의 죽음을 

피해야 한다. 

[표 1.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마취제] 
 
종류 약    제 비        고 

 
주 
사 

 
마 
취 
제 

B arbiturate 
· Pentobarbital Sodium 

(펜토바비탈 소듐; Nembutal) 
 
· Thiopental sodium 

(티오펜탈 소듐) 

 
-  작용시간 짧으며,  피하주사외의 모든 경로를 통해 빨리 흡 수되나 진통 효과는 미비 
-  부작용:  호흡중추억제 및 혈압 강하 
-  항정신성 의약품 허가 필요 

 
-  초단시간 작용,  정맥 주사 시 약물이 혈관 외 조직으로 주입되면 자극 심함 

-  항정신성 의약품 허가 필요 

Dissociative  anesthetics 
· Ketamine HCl  (염산케타민) 

 
· Zoletil   (졸레틸50) 

 
-  타액분비와 기관지분비증가로 항콜린제제(아트로핀) 병용 사용 추천 

-  마취 상태에서 기침, 삼키기 등의 방어적 반사기능 유지 

-  항정신성 의약품 허가 필요 

 
-   Tiletamine(해리성  마취)과 Zolazepam(benzodiazepine agent)의 혼합약제 
-  작은 설치류(마우스,  랫드 등 ;  0.04~0.06ml/kg,  IM)  사 용을 추천 (졸레틸 50  
사용설명서 참조) 

-  마취 중 다양한 반사반응 유지하여 마취심도 판정 어려움 
Hypnotics 
· 우레탄 (Urethane) 

 
 
· 알파클로랄로즈 (α-chloralose) 

 
·트리브로모에탄올 

(Tribromoethanol;  Avertin) 
 
· 프로포폴 (Propofol) 

 
-  돌연변이 유발성과 발암성 보고 

-  가루약 용해 제조 시 케미칼 후드 사용 권장 
 
-  비생존성 수술 시 사용 권장 

 
-  마우스,  랫드의 외과적 수술에 많이 사용,  복강내 접종 

-  보관 잘못한 약액 사용 시 심한 자극과 복막유착 발생 
 
-  약제의 발현이 빠르고 마취 회복도 부드럽고 신속하게 진행됨 

 
흡 
입 

Diethyl ether(이더,에테르) -  용이하게 기화하여 마취 관리가 간단 
- 부작용 : 인화성,  폭발성,  자극성 취기 및 타액분비 항진 

N20  (아산화 질소) -  진통 효과 
-  단독 사용하여 마취 유도되지 않으므로 다른 마취 약제 와 함께 사용 



 
마 
취 
제 

Halothane(할로테인) 
 
 
 
Isoflurane(아이소플루레인) 

Enflurane  (엔플루레인) 

-  심근의 카테콜라민에 대한 감수성 증대작용, 
-  간독성작용이 있음.  국내시판 중지됨. 

 
-  마취의 유도,  각성 빠르고 마취 심도 조절용이 

-  인화성,  폭발성 없고,  순환기 억제 작용 적음 

 
-  호흡순환의 억제는 할로테인과 유사하나 간독성 작용이 적음,  아이소플루레인 보다 

마취 유도,  각성 작용은 느림 

 
*   *   Halothane,isoflurane,enflurane  등의 휘발성 액체가스 마취제는 산소와 함께 

공급하며 0.5  ~  2%농도로 사용함 
 

[표 2.  진정․진통․마취 전 투약 등 수의학적 처치 관련 약물제재] 
 

종류 약    제 비        고 
 

마 

취 

전 

 
투 

약 

Atropine S ulfate   (아트로핀) 
 

Xylazine   (자일라진 또는 럼픈) 
 

Diazepam (다이아제팜)  

Acepromazine maleate 
(아세프로마진) 

 
Chlorpromazine (클로로프로마진) 

-  타액 및 기관지 분비물 억제 효과,  평활근 이완 
 

-  진정․진통제,  골격근이완제 

- 가벼운 외과적 처치 또는 마취 전 투약 용도 
- 부작용 : 다량 투여 시 과다한 타액 분비 작용 

 
-  가벼운 진정제 

 
-  정신안정제,  작용 빠르고 구토억제 효과 

-  barbiturate 약제와 병용 시 효과증강 및 사용시간 연장 

 
-  중추신경억제제,  대뇌 중추에 선택적으로 작용 

 
근 

이 

완 

제 

S uccinylcholine chloride 
(썩시닐콜린) 
Pancronium bromide (판크로니움) 

Vecuronium  bromide  

(베큐로니움) 

-  탈분극성 근이완제,  야생 동물 포획 시 

 
-  비탈분극성 근이완제 

 
-  판큐로니움에 비해 작용지속시간이 짧으며,  심혈관 계에 비교적 안정적 

 
항 

염 

및 

진 

통 
제 

비마약성 진통제 
Acetaminophen  (아세타미노펜) 

 
Aspirin (아스피린) 

Ibuprofen  

(이부프로펜) 

마약성 진통제 

Butorphanol  (브토파놀) 
 

Buprenorphine  

(브푸레놀핀) Fentanyl  

(펜타닐) 

 
-  약한 통증 완화,해열 작용,  아스피린보다 부작용 적 지만 다량 복용 시 간 손상 

 
-  살리신산 유도체,  비마약성 ,위장관계 자극 

 
-  비스테로이성 소염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 

 
-  몰핀보다 4-7배 강한 작용,  부교감신경억제작용으로 심장 억제와 호흡감소 

 
-  마약성 진통제 

 
-  임상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진통제 중 하나 

(몰핀보다 50-100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