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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글

전염병 병원체를 다루거나 보존하고 있는 연구실의 감염성 물질 유출 방지
및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고의 예방은 전염병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안전한 실험 환경 제공 및 연구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주요 요소는 첫째, 이들 병원체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밀폐 (physical
containment)를 확보하는 것, 둘째, 취급 연구시설의 체계적인 위해도 평가
능력을 확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적절한 안전관리 운영방안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지침은 국가 지침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센터 내의 현실에 맞도록
생물안전의 개념과 원리, 생물안전 운영조직 및 관리체계, 생물안전 기본수칙,
생물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병원체 이동 및 관리, 그리고 유전자재조합
실험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속서로 생물안전작업대 사용방법, 소독과 멸균,
고압증기멸균기 사용방법, 감염성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지침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센터의 실험실 생물안전의 기초가 되길
바라며 교내 생물안전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이 지침을 숙지
하여 실험실 근무에 따른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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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생물안전위원회

1.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수행하는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자원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생물안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별도의
생물안전위원회 규정을 제정한다.
2. 생물안전위원회의 조직 및 조직도
(1)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2인 이하의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 관련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에는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서무와 제반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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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생물안전 개념 및 기준

1. 생물안전개념과 원리
미생물 등 생물체를 다루는 실험실은 일반실험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안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며 이는 실험, 연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그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 되었다. 고위험도 전염병을 진단
하고 병원체를 연구하는 실험실은 기본적으로 병원체가 감염된 생물체를 취급
하고 병원체의 분리 배양 등 기본적인 실험 과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실험 내용이 병원체와 관련이 있으며 그만큼
실험 종사자들은 감염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물재해는 병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피해로 실험실 감염과 확산 등이 포함되며 주요
요소로는 배양된 병원체, 감염 검체, 또는 병원체의 외부 방출 등이며 이를
방지하는 것을 생물안전 이라고 볼 수 있다.
실험실 감염과 외부 환경 방출 방지 등 생물재해 방지를 위한 주요 요소
로서 첫째, 이들 병원체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밀폐(physical containment)를
확보하는 것, 둘째, 취급 실험실의 체계적인 위해도 평가 능력을 확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적절한 안전관리 운영 방안을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중
첫째 물리적 밀폐확보란 실험하는 병원체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실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위해도 평가능력 확보란 수행
하는 실험이 얼마나 인체에 위험한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실험
대상 병원체와 실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험에 따른 생물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는 실험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실험 안전을 확보
하기위한 안전 수칙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기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
하는 것이다.
미생물을 다루는 실험실은 미생물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위해 정도와
수행하는 실험 내용에 따라 생물안전등급이 정해지며 각 등급별로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기본 사항으로 첫째, 미생물 취급에 적합한 실험 시설,
둘째, 대상 미생물과 해당 실험의 위해도 평가 능력, 마지막으로 적절한 생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므로 써 실험실 감염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미생물을 취급하는 실험실의 생물안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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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의 내용에 따라 생물안전수준과
연계하는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군 별로 구분된 병원체가 그대로 생물
안전 등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실험 내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 병원성에 근거한 미생물 분류
제 1 위험군
(RG1)

건강한 성인에게서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제 2 위험군
(RG2)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이거나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과 치료가 용이한 경우

제 3 위험군
(RG3)

사람에게 심각하고 때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이지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경우

제 4 위험군
(RG4)

사람에게 심각하고 때로 치명적인 지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이며 예방과 치료가 거의 어려운 경우

2. 생물안전밀폐시설의 일반적인 기준
생물안전밀폐시설(Biosafety Level 또는 Biocontainment Level Facility, BL)
이란, 잠재적 감염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를 비롯한
사람과 실험실 환경, 그리고 외부환경을 보호하기위하여 안전, 설비, 건축 및
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적절히 적용되어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시설은
취급하는 병원체의 위해 등급(Risk group, RG) 및 실험의 위해 정도에 따라
1(BL1)부터 4(BL4)까지 구분되며 등급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생물안전 밀폐시설 밀폐등급(BL)
밀폐등급

정의

비고

1등급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없는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제1위험군

2등급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경미한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제2위험군

3등급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상당한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제3위험군

4등급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명백하거나 높은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제4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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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
병원체
병원체
병원체

※ 위험군에 따른 생물안전 등급과 요구사항
위험군 생물안전
분류
등급

실험실 수준

안전장비

1

BL1

일반 실험실

Open bench

2

BL2

BL1+보호복 과 생물재해 표지

Open bench+BSC

3

BL3

BL2+특수 보호복, 사용 통제,
음압 및 공기 제어

BSC+실험을 위한 모든
기초 장비

BL4

BL3+Air lock, 퇴실시 오염제거
샤워, 폐기물 특별관리

Class III BSC, 양압복,
양문형 고압멸균기,
여과공기

4

BSC : Biological safety 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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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실 생물안전 기본수칙

1. 실험종사자는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충분히 숙지한다.
가.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취급할 미생물과 감염성물질, 실험방법 개인
보호구의 탈․착용방법 등을 숙지하고, 감염성물질 등의 유출사고 및
감염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실험종사자는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신규자 대상 생물
안전교육을 1회 이수한다.
2. 취급하는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의 위험도를 고려한 시설의 생물안전
등급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해당 실험을 실시한다.
가. 취급병원체의 특성, 수행 실험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평가를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험구역을 지정하여 사용한다.
나.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실 및 지정된 구역에서만 수행한다.
3. 실험실 출입문은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실험실에 출입
하지 않도록 한다.
가. 실험실 출입문은 닫아둔다. 실험실 출입문은 일반구역과 실험구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실험실에서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 및 에어
로졸이 복도, 사무실 등의 일반구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일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예. 관련 외부 업체 직원, 운반 회사, 기타 본부
소속이 아닌 일반인 등)이 실험실로 직접 출입하는 것은 금지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 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4. 실험종사자는 실험복 및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 위해도 등급에 따라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한다.
가. 실험복과 장갑은 실험 수행 시 항상 착용하고 올바른 탈 ․ 착용 방법을
숙지한다.
나. 실험수행 중 사무실로 들어 갈 경우, 착용했던 실험복과 장갑 등은
탈의하고 손을 세척한 후 입실한다.
다. 화장실 독서실 중앙로비, 사무실 등 일반구역의 출입 시에는 실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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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등 실험중에 착용한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탈의한다.
라. 실험복은 평상복과 구분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 ․ 관리한다.
마. 귀마개, 보안면, 보안경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는 실험 수행 방법 및
위해도 등급에 따라 착용하도록 한다.(예. 초음파 분쇄-귀마개, 콘택트
렌즈 착용 시 보안경 착용 등)
5.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반드시 기계적 피펫팅을 한다.
가. 원심분리 또는 초음파 분쇄 시 에어로졸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안전
원심 캡 등의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나. 입으로 피펫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6.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한 감염성물질의 취급은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와
같은 물리적 밀폐가 가능한 실험장비에서 수행한다.
가. 생물안전작업대는 취급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또는 수행 실험방법을
고려하여 실시한 위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알맞은 형태의 것을 선
택하여 설치한다. 일반 미생물실험 또는 취급 미생물의 위험군(Risk
Group)이 2등급 이상인 경우, 생물안전작업대 ClassⅠ,Ⅱ급의 종류를
사용한다.
나. 생물안전작업대의 올바른 사용법 및 관리방법, 일반 미생물 실험법
등을 숙지한다.
7. 실험이 끝난 후에는 생물안전작업대 및 실험대를 정리․소독하고 실험 중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소독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가. 취급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에 효과적인 화학(살균)소독제를 선택하여
실험 시작 전과 후에 생물안전작업대 및 실험대를 소독한다.
나. 실험 중 유출사고 및 에어로졸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주변 동료
및 책임자들에게 알려 지시에 따르고 유출물 처리키트 등을 이용하여
소독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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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실험실을 나올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가. 실험구역에 손 세척대, 비누, 종이타월 등은 실험실 출입문 근처 등의
사용이 용이한 구역에 설치한다.
나. 퇴실 시 손과 신체 노출부위 등을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9. 지정된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보존, 흡연, 화장 행위 등을 금한다.
가. 음식물의 저장 및 섭취 등은 사무실 등의 비 실험구역을 이용한다.
나.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경우, 렌즈의 세척 및 재 착용은 반드시 화장실
등을 이용하고 실험실 내에서의 렌즈 세척, 보관 및 재 착용 등은 금지
한다. 또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병원성 미생물,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할 경우 고글, 보안면 등을 사용한다.
10.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는 생물재해 표시
(Biohazard)를 붙인다.
가.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을 취급하는 생물안전작업대, 배양기
및 보관하는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재해(Biohazard)표시를 잘 보이
는 곳에 부착한다.
11.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 등을 이동할 때에는 2중 밀폐포장하고 견고한 운반
용기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한다.
가. 1차 용기는 뚜껑을 돌려 닫는 것으로 잘 깨지지 않는 재질로 밀폐능이
있어야 한다.
나. 2차 용기는 1차 용기를 담을 수 있는 크기로 재질은 1차 용기와 같
다. 내용물에 대해 표기하고, 2차 용기 표면을 소독하여 실험실 외부로
이동한다.
라. 외부로 이동 시, 뛰거나 던지는 등의 위험한 행위는 금한다.
12. 실험종사자는 팀장 및 책임자가 실험실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기타사항
들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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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실 설치 ․ 운영 기준 및 준수사항

1. 물리적 밀폐
감염성 병원체를 취급, 보존, 유지하는 실험실 환경에서 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확립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개념은 "밀폐"이다. 밀폐의
목적은 실험실 작업자, 기타 출입 접촉인, 그리고 실험실 외부 환경이 잠재적
위험성 인자에 폭로되는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함이다.
실험실 준수사항 및 안전 관련 기술
밀폐의 핵심요소

안전장치
안전시설

실험자 개인과 실험실 환경이 감염성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차적
밀폐(primary containment)에는 정확한 미생물학적 기술의 확립과 적절한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험실 외부환경이 감염성 병원체에 오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차적 밀폐(secondary containment)에는 안전시설의
설계와 운영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이 같은 밀폐의 세 요소는 상호 보완적
이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밀폐 수준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여
적용된다.
특히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을 물리적 밀폐라고 하며 설비 및 운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I. 생물안전 1등급 실험실 (생물안전밀폐1등급, Biosafety Level 1, BL1)
가. 제1위험군을 취급할 경우 요구되는 실험실
나. 일반 실험실 생물안전수칙 준수
II.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생물안전밀폐2등급, Biosafety Level 2, BL2)
가. 제2위험군을 취급할 경우 요구되는 실험실
나. 생물안전 1등급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다. 생물안전작업대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장갑, 실험복 등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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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생물안전밀폐3등급, Biosafety Level 3, BL3)
가. 제3위험군을 취급할 경우 요구되는 실험실
나.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전용 실험복을
사용하며 감염성 물질의 개봉은 반드시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수행
하여야 함
다. 실험실 접근에 대한 통제, 공기조절 및 음압 유지를 위한 별도의 공조
장치 설치가 요구됨
IV.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 (생물안전밀폐4등급, Biosafety Level 4, BL4)
가. 제4위험군을 취급할 경우 요구되는 실험실
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양압복 등을 착용
하고 퇴실 시 샤워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함
다. 해당시설은 별도로 분리된 유닛(unit)으로 견고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엄격한 실험실 접근 통제 및 공기조절을 위한 별도의 공조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
2. 등급별 실험실 준수 사항
생물안전연구 실험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부록 1,2 와 같으며 설치된 3등급
이상의 시설은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한다.
1. 생물안전 1등급(밀폐1등급) 실험실
생물안전 1등급 실험실은 건물 내 일반 환경과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특별히
사용되거나 요구되는 실험 장비나 장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시험․연구종사자
(이하실험종사자)는 실험실 생물안전 교육을 받으며 실험 내용에 따라 주의
사항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시험․연구책임자 (이하 실험책임자) 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생물안전 1등급 실험실은 실험실 여건 및 목적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일반적 준수 사항
가. 실험책임자는 모든 실험종사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
으로 교육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실험종사자는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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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실 출입문은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바. 실험이 종료되었을 경우, 또는 실험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사.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 정해진 절차
에 따라 폐기한다.
자. 실험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차. 실험종사자는 실험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장비 (1차적 밀폐)
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용기나 생물안전작업대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나. 실험복, 가운 같은 실험실 전용 복장을 권장한다.
다. 피부상처나 발진이 있다면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라. 미생물이 튀는 작업이나 위험 물질을 다룰 경우 눈 보호 용구를 착용한다.
3) 시설 및 설비 (2차적 밀폐)
가. 실험실과 사무실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손을 씻는 장치를 갖춘다.
다. 실험실은 청소가 쉽게 설계되어야한다. 카펫트 등은 적절치 않다.
라. 작업대 위는 방수성, 내열성, 내화학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실험용 가구는 적정 하중에 견디어야하며 작업대 사이, 장비 사이는 청소가
용이할 정도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바. 실험실 창문이 열리는 것일 경우 방충망을 설치한다.
2. 생물안전 2등급 (밀폐2등급) 실험실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은 개인과 환경에게 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병원체
를 다루는데 적합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면에서 1등급 시설과 차이가 있다.
1) 실험종사자는 병원체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고 숙달된 전문가의 지도
를 받는다. 2) 실험이 진행 중일 때는 실험실 출입을 제한한다. 3) 오염된
날카로운 물질에 대한주의가 필요하다. 4) 감염성 에어로졸의 발생이나 파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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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나 물리적 밀폐공간에서 작업 하도록
한다. 생물안전 2등급 시설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일반적 준수 사항
가. 실험책임자는 모든 실험종사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하며, 또한 실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실험종사자는 계획된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다. 취급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위험도를 고려한 안전 등급에 따라 지정된 구역
에서 해당 실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실험실 출입문은 잘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사.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대를 소독하도록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하도록 한다.
아.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실험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자.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를 금한다.
차.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고 보존하는 장소(예: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재해(Biohazard)" 표시를 붙이도록 한다.
카. 병원성 미생물 실험에 관련되어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한다.
타. 처리되기 이전에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하여야한다.
파. 실험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하. 필요시 실험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또는 추가 혈청을 채취, 보관하도록
한다.
갸. 실험종사자는 실험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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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준수사항
가. 실험책임자는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은 실험실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 저하 또는 억제자와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실험실이나 동물실의 출입을 금지한다. 실험책임자는
실험실이나 동물실 종사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출입에 대한 판단
을 한다.
나. 실험책임자는 백신접종 같은 특별한 출입 요건이 요구되는지 또한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특별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병인물질이 사용되고 있을 때는 실험실 입구에 병인물질, 밀폐수준, 면역
의 필요성, 실험자 이름, 연락처, 보호복의 착용 등, 실험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들이 표기된 생물위험 표시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실험종사자는 취급하는 병원체에 대한 검사나 면역접종을
받는다.
마. 실험종사자는 취급하는 병원체를 고려하여 기본 혈청을 채취, 보관해야
하며 취급 병원체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보관할 수 있다.
바. 실험실 운영에 대한 표준 지침이나 책임자에 의해 준비된 운영지침에는
생물안전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사. 실험책임자는 실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실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 바늘, 주사기 등 오염된 날카로운 물건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하다.
1) 침이나 주사기 등 날카로운 것들은 실험실 용도로 제한해야하며 가급적
플라스틱 제품으로 교체한다.
2) 일회용 주사기나 일체형 주사기 등은 감염물질의 채취나 주사에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손상성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아 폐기한다. 일회용이 아닌
날카로운 물질은 단단한 용기에 놓아 멸균 등의 처리를 거쳐 운반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깨진 유리 용구는 직접 손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솔이나 쓰레받기, 핀셋
등을 이용한다. 오염된 침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들어있는 용기는 각각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자.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 액상의 잠재적 감염성 폐기물은 액상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는다.
차. 실험장비와 작업대 표면은 실험이 끝난 후 항상 소독제로 처리한다.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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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수리나 유지관리, 운송 전에는 특히 각각의 지침에 따라 오염을
제거한다.
카. 명백하게 오염에 노출된 경우 실험실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의학적
판단과 진단, 조사 및 이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록하여
보존한다.
타. 실험에 소요되는 동물이외에는 실험실 반입을 금한다.
3) 안전장비 (1차적 밀폐)
가. 아래와 같은 작업에 대하여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생물안전작업, 또는
기타 개인 보호장비, 물리적 밀폐 장비가 사용된다.
1) 원심분리, 마쇄, 교반, 혼합, 초음파 파쇄 등 잠재적 감염물이 포함된 에어
로졸이 발생하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다른
밀폐용기의 개봉, 동물 접종의 경우
2) 고농도 또는 다량의 감염물질을 사용할 때, 원심을 돌릴 경우 자체 뚜껑
이나 로터를 밀봉하여 원심분리하면 개방된 실험실에서도 가능하다. 만일
뚜껑이없는 경우 등에는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작업한다.
나. 생물안전 작업대 외부에서 미생물을 다룰 경우 고글이나 마스크 같은 안면
보호장비를 사용한다.
다. 실험실 내부에서는 가운, 작업복 등 이에 맞는 복장을 사용하며 실험구역을
벗어날 경우 이를 벗는다.
라. 감염물질의 취급, 오염된 표면이나 장비의 취급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일회용
장갑은 재사용 또는 컴퓨터 작업, 전화 등 일반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

으며 실험실 밖으로 나갈 때는 벗는다. 파우더처리가 된 장갑의 사용도
가능하나 장갑을 벗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4) 시설 및 설비 (2차적 밀폐)
가. 실험실을 설치할 때는 공공구역과는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권장한다.
나. 실험실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 실험실은 청소가 쉬워야하며 카펫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실험대 상단은 방수, 열, 산, 알칼리 등 유기용매, 소독제 등에 중등도의
내성이 있어야 한다.
마. 실험 가구는 적정 하중에 견뎌야하며 생물안전작업대 등 장비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어느 정도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직물류가 포함된
가구나 의자의 사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염제거가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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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사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생물안전작업대는 입구나 개폐식 창문과 떨어진 곳, 이동이 많은 지역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의 공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 운영에 혼란을
일으킬 만한 것과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 조명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반사 및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아. 특별한 환기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장비 도입 등을 계획할 경우에는
재순환되지 않는 공기 유입 등, 기계적 환기시스템을 고려해야한다.
개방되는 창문이 있는 실험실에는 곤충의 유입을 막는 스크린이 필요하다.
3. 생물안전 3등급 (밀폐3등급) 실험실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란 공기 전염에 의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을 일
으키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실험에 적합한 수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실험종사자는 취급 병원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숙련된 실험자에
의해 감독 받는다. 병원체를 다루는 모든 과정은 생물안전작업대나 기타 물리적
밀폐 장치, 또는 개인보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에서 2등급
시설과 구별된다.
▪ 실험실로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문밖으로 배출
▪ 실험실 환기는 유입되는 공기와 섞이지 않으며 급, 배기 균형 유지
▪ 실험실 출입 통제 및 감시 등 별도의 규정 준수
1) 일반적 준수 사항
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모든 실험종사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 하여야 하며, 또한 실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실험종사자는 계획된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다. 취급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위험도를 고려한 안전 등급에 따라 지정된 구역
에서 해당 실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실험실 출입문은 잘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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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대를 소독하도록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하도록 한다.
아.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실험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자.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를 금한다.
차.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고 보존하는 장소(예: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재해(Biohazard)" 표시를 붙이도록 한다.
카. 병원성 미생물 실험에 관련되어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안전하게 처리한다.
타. 처리되기 이전에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파. 실험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하. 모든 실험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을 보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혈청을 정기적으로 채취, 보관하도록 한다.
갸. 실험종사자는 실험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특별 준수사항
가. 실험책임자는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은 실험실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 저하 또는 억제자와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실험실이나 동물실의 출입을 금지한다. 실험책임자는
실험실이나 동물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
나. 실험책임자는 백신접종 같은 특별한 출입 조건이 필요한지 또한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특별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감염물질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실험실 입구에 병인물질,
밀폐수준, 면역의 필요성, 실험자 이름, 연락처, 보호 복의 착용 등 실험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들이 표기된 생물위험 표시를 한다.
라. 실험종사자는 취급하거나 실험실에 있을 수 있는 병원체에 대한 검사나
면역접종(B형간염, 결핵 등)을 받는다.
마. 모든 실험종사자와 기타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에 대한 혈청을 채취하고
보관 해야하며 추가 혈청은 취급 병원체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채취
하여 보관 할 수 있다.
바. 실험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적용한다. 이 규정에는 생물안전의 주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험종사자는 특별한 실험에 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실험에 있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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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험종사자는 실험에 관계되는 폭로, 예방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받으며 정기 교육은 매년 실시한다.
아. 실험책임자는 해당 병원체를 다루는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확인 하며
모든 실험종사자는 일반 미생물 실험 등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 취급
등에 대하여 능숙해야 한다.
자. 바늘, 주사기 등 오염된 날카로운 물건에 대하여는 고도의 주의가 필요
하다.
1) 침이나 주사기 등 날카로운 것들은 실험실 용도로 제한해야하며 가급적
플라스틱 제품으로 교체한다.
2) 일회용 주사기나 일체형 주사기 등은 감염물질의 채취나 주사에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아 폐기한다. 일회용이 아닌
날카로운 물질은 단단한 용기에 놓아 멸균 등의 처리를 거쳐 운반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깨진 유리 용구는 직접 손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솔이나 쓰레받기, 핀셋
등을 이용한다. 오염된 침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들어있는 용기는 각각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차.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의 개봉은 생물안전작업대나 기타 물리적 밀폐
장비에서 수행해야 한다.
카. 실험장비와 작업대 표면은 실험이 끝난 후, 특히 오염된 물질을 엎질렀
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소독제로 처리한다.
1) 쏟아진 감염물질은 숙련된 정규직 또는 교육받은 자에 의해 오염 제거,
수거 및 청소되어야 한다.
2) 오염된 장비는 수리나 유지보수, 수송을 위한 포장작업 전에 적절한 규정
과 절차에 의해 오염을 제거한다.
타.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 액상의 잠재적 감염성 폐기물은 액상폐기물
전용용기에 넣는다.
파. 실험실로부터 배출되는 장갑, 실험 복 등 잠재적 오염이 있는 폐기물은
폐기되거나 재사용 전에 오염을 제거한다.
하. 오염에 노출된 사고의 발생 시, 실험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의학적
판단과 진단,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리를 하고 기록은 보존한다.
갸. 실험에 소요되는 동물 이외에는 실험실 반입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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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장비 (1차적 밀폐)
가. 실험종사자는 보호기능이 있는 실험복을 착용하며 외부로 나갈 때는 벗
는다. 재사용할 경우 세탁이전에 오염을 제거한다. 오염된 경우 폐기한다.
나. 감염물질 및 감염동물의 취급 및 오염된 장비를 다룰 경우 장갑을 착용
한다.
다. 손소독기(hand washer)를 사용하여 소독 후 장갑을 교환한다. 일회용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라. 감염물질, 감염동물의 부검, 감염동물의 조직, 체액의 채취 등은 class II
또는 I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수행한다.
마. 작업이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개인보호구 및 물리적
밀폐용기(뚜껑이 있는 원심분리관등)를 사용한다.
바. 실험실에 감염동물이 있을 경우 감염으로부터 연구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구나 장비를 사용하여 실험한다.
4) 실험 장비 (2차적 밀폐)
가. 실험실은 건물 내 일반구역과 분리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복도로부터
내부로 들어갈 경우 2개의 문으로 이루어진 출입 구조가 필요하다.
나. 실험실은 출구 가까이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손소독기를 설치한다.
다. 벽, 바닥, 천정의 내장재는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며 접합부는 밀봉한다.
부드럽고 액체 침투성이 없어야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매나 소독제
를 견디어야 한다. 바닥은 단색이며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 표면은 물이 침투되지 않아야 하며 산, 알칼리, 소독제 등의 유기
용매를 견디는 재질을 사용한다.
마. 실험 가구는 적정 하중에 견디어야하며 생물안전작업대, 원심분리기 등
기타 장비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해야한다. 의자,
실험대, 선반 등 가구에 직물 또는 목재 등 오염물질의 침투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오염 제거가 쉬운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한다.
바. 모든 창문은 밀폐한다.
사. 모든 실험폐기물의 오염제거는 실험실 내에서 고압증기멸균이나 화학제
등을 사용한다. 만일 폐기물이 실험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밀봉하여 정
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 하도록 한다.
아. 생물안전작업대는 문이나 공기구멍,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과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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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덕트에 의한 배기 시스템이 있어야한다. 실험실 내의 공기흐름은 청정지역
에서 오염지역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도록 설계하고 재순환되어서는
안 된다. 배기는 반드시 헤파 필터로 처리하며 실험실입구에는 실험실
내부 공기 흐름을 알 수 있는 장치를 한다. 양압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공조 조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시스템 이상을 인지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차. Class II 생물안전작업대의 헤파 필터 처리된 배기는 이 장치의 안전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통하여 안전이 입증된다면 실내로 재순환이 가능하다.
생물안전작업대의 배기가 외부로 연결될 경우 실험실 전체공조를 방해
해서는 안 된다. 생물안전작업대가 급배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면
양압을 방지하는 시스템이필요하다.
카. 원심분리기 또는 에어로졸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는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를 갖추어야 하며 이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러한 장비의
배기는 실험구역이나 공기 유입구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배기
된다.
타. 진공 라인은 중간의 액체 소독제에 의한 트랩 (trap)과 헤파 필터로 보완
한다.
파. 실험구역에 눈 세척기를 설치한다.
하. 조도는 모든 활동에 적합해야 하며 반사는 없어야 한다.
갸. 시설 운영 등은 모두 문서화 한다. 시설은 정기적인 종합 평가 및 일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냐. 부가적인 환경 보호 (개인샤워, 배기의 헤파 필터 처리 등)도 고려한다.
4. 생물안전 4등급 (밀폐4등급) 실험실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은 에어로졸 감염에 의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병원체를 취급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위험군 4에 해당하는 병원체 및
취급 병원체의 항원구조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병원체는 이보다
낮은 수준 또는 이 수준에서 취급할 수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시설에서 실험한다. 실험 종사자는 위험 병원체 취급 및 실험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실험실 구조, 장비, 밀폐 구역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실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이들 병원체를
취급하고 교육받았던 사람들의 감독을 받는다. 실험실의 엄격한 출입통제는
책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설은 별도의 건물이나 건물 내에서 독립되고
통제가 가능한 구역에 설치하며 운영은 마련된 메뉴얼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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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설에서의 실험은 class III급 또는 생명 유지장치에 의해 공기가 공급되는
양압복을 입은 자가 class II급 생물안전실험대에서 이루어진다. 4등급 실험실은
주변 환경으로 미생물의 확산을 막는 특별한 공학적 구조를 갖는다.
[1] 일반적 준수 사항
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모든 실험종사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또한 실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관리한다.
나. 실험종사자는 계획된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다.
다. 취급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위험도를 고려한 안전 등급에 따라 지정된 구역
에서 해당 실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실험실 출입문은 잘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사.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대를 소독하도록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하도록 한다.
아.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실험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자.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를 금한다.
차.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고 보존하는 장소(예: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
에는 "생물재해 (Biohazard)" 표시를 붙이도록 한다.
카. 병원성 미생물 실험에 관련되어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안전하게 처리한다.
타. 처리되기 이전에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하

여야 한다.

파. 실험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하. 모든 실험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을 보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혈청을 정기적으로 채취, 보관하도록 한다.
갸. 실험종사자는 실험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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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 준수사항
가. 허가된 실험실 종사자에 대하여만 출입을 허가하도록 한다.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감염위험이 높으므로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등은 실험실 출입을 금한다. 실험책임자는 실험실 출
입자에 대한 출입여부를 결정한다. 시설 출입구는 보안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출입구 접근은 생물안전 관리책임자 또는 실험책임자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한다. 출입자는 필요시 취급병원체 등 안전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한다. 출입자는 시설을 출입할 때 시간, 목적, 성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나. 실험실내에 감염물질이나 동물이 있을 때 이를 표시하는 위험표시를 입구에
명시한다. 이 표시에는 병원체, 실험자 및 관리자, 기타 특별히 필요한
사항(면역 등)을 명기한다.
다. 실험책임자는 BL4 실험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시설 내 장비 등에
대한 취급 및 실험에 대해 실험종사자가 능숙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책임자 등 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험 전 병원체 취급요령 및 세포배양기술,
일반적 실험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라. 실험종사자는 가능하다면 실험실내 존재하는 병원체 및 취급 병원체에
대하여 면역을 받는다.
마. 기초혈청은 채취, 보관해야 하며 추가 혈청은 취급병원체 및 실험실의
기능에 따라 주기적으로 채취한다. 혈청검사는 관련 병원체의 항체 평가
방법의 가능성에 따라 결정한다.
바. 별도의 생물안전지침을 작성하고 적용하며 생물안전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지침을 숙지한다.
사. 허가된 실험종사자 및 보조 근무자는 업무에 포함된 잠재적 위험 및 폭로를
방지하는 법, 폭로에 대한 평가 중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
아. 실험종사자는 샤워실이나 탈의실을 거쳐 출입한다. 실험실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샤워로 오염을 제거한다.
자. 외부에서 입는 옷은 탈의실에 벗어 놓는다. 출입 시 실내에서 입는 모든
옷은 사전에 비치되어야 한다. 실험실을 떠나기 전 내부 갱의실에서 실험복
을 벗는다.
차. 시설에 필요한 물품은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등을 통하여 멸균 후 공급
한다.
카. 침, 주사기 등 날카로운 물건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침이나 주사기 등 날카로운 것들은 실험실 용도로 제한하며 가급적 플라
스틱 제품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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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회용 주사기나 일체형 주사기 등은 감염물질의 채취나 주사에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아 폐기한다. 일회용이 아닌 날
카로운 물질은 단단한 용기에 놓아 멸균 등의 처리를 거쳐 운반이 가능
하도록 한다.
3) 깨진 유리 용구는 직접 손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솔이나 쓰레받기, 핀셋
등 을 이용한다. 오염된 침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들어있는 용기는 각각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타. BL4 실험실에서 나온 생물학적 물질들은 파손되지 않는 1차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다시 2차 용기에 넣어 밀봉 후 운반, 처리한다.
파. 반출되는 모든 물건은 오염을 제거한다.
하. 감염물질을 취급한 후 사용 장비는 오염을 제거해야한다. 또 수리 전에
오염을 제거한다.
갸. 실험실 사고나 고용자의 노출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고 및 보관한다.
냐.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건들은 반입을 금한다.
[3] 안전 장비 (1차적 밀폐) 시설 내 모든 작업은 class III 생물안전작업대나
양압복을 입은 상태로 class II 작업대에서 이루어진다.
[4] 시설 및 설비 (2차적 밀폐) BL4 실험실은 두 가지 형이 있다. 첫 번째는
cabinet형 실험실로 class III급 생물 안전작업대에서 모든 병원체의 취급이
이루어지는 형이고, 두번째는 suit 형 실험 실로 실험자가 별도의 개인
보호복을 입고 실험할 수 있는 형이다.
BL4 실험실은 두 모델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두 모델을 병용할 수 있다.
만일 병용형태라면 각 형태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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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험실 안전사고 대응 및 응급조치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던 중 실험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 등의 사고, 병원체를 접종한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물질이
유출되는 등의 생물안전사고는 이러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발생가능하다. 생물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험종사자는 응급조치 후 실장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절차 등이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실험종사자에 대한 조치
가. 감염성물질 등이 안면부에 접촉되었을 때
1) 눈에 물질이 튀거나 들어간 경우, 즉시 Eye washer 또는 흐르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15분 이상 세척한다.
2) 필요한 경우 샤워실을 이용하여 전신을 세척한다.
3) 발생 사고에 대해 실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3) 실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담당자(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취급하였던 감염성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 등을 취한다.
나. 감염성물질 등이 안면부를 제외한 신체에 접촉되었을 때
1) 장갑 또는 실험복 등 착용하고 있던 개인보호구를 벗는다.
2) 즉시 흐르는 물로 세척 또는 샤워한다.
3) 오염 부위를 소독한다.
4) 발생 사고에 대해 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5) 실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담당자(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취급하였던 감염성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 등을 취한다.
다. 감염성물질 등을 섭취한 경우
1) 즉시 실험복을 벗고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
담당자(의료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조치에 따르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2) 섭취한 물질과 사고 사항을 즉시 기록하여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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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물질 또는 실험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1)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실장 및 산업안전보건담당자(의료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2) 실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담당자(의료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취급하였던 감염성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의학적 조치 등을 취한다.

2. 사고 상황에 대한 조치
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각각의 실험실에는 생물학적
유출 처리 키트(Biological Spill kit) 등을 비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출사고에
대비하도록 한다. 키트는 유출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물품으로 소독제, 멸균용 봉투, 종이타월, 소독제, 멸균용
봉투, 종이타월, 개인보호구(일회용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 및 깨진 유리조각을
집을 수 있는 핀셋, 빗자루 등 의 도구도 필요하다. 또한 화학 유출 처리 키트
(Chemical Spill kit) 또는 범용 유출 처리 키트(Universal Spill kit) 등을
함께 구비할 수 있다.
가. 실험구역 내에서 감염성물질 등이 유출된 경우
1) 종이타월이나 소독제가 포함된 흡수물질 등으로 유출물을 천천히 덮어
에어로졸 발생 및 유출 부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유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려 실험종사자들이 즉시
사고구역을 벗어나게 하고 팀장 및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사고 시 발생한 에어로졸이 가라앉도록 20~30분간 방치한 후,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고 지역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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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갑을 낀 손으로 핀셋을 사용하여 깨진 유리조각 등을 집고, 소형의 날카로운
기기 (주사바늘 등)는 손상성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넣는다.
5) 유출된 모든 구역에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독제를
첨가하고 20분 이상 그대로 둔다.
6) 종이타월 및 흡수물질 등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넣는다.
7) 소독제를 사용하여 유출된 모든 구역을 닦는다.
8) 청소가 끝난 후 처리작업에 사용했던 기구 등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처리하거나 재사용할 경우 소독 및 세척한다.
9) 장갑, 작업복 등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처리
하고, 노출된 신체부위를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필요한 경우
소독 및 샤워 등으로 오염을 제거한다.
나.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감염성물질 등이 유출된 경우
1) 생물안전작업대의 팬을 가동 시킨 후 유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팀장 및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장갑, 호흡보호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70% 에탄올 등의 효과적인
소독제를 사용하여 작업대 벽면, 작업 표면 및 이용한 장비들에 뿌리고
적정 시간 동안 방치해 둔다.
3) 종이타월을 사용하여 소독제와 유출 물질을 치우고 모든 실험대 표면을
닦아낸다.
4) 생물안전작업대에서 모든 물체들을 제거하기 전에 벽면에 묻어 있는 모든
물질을 살균처리 하고 UV램프를 작동시킨다.
5) 청소작업이 끝난 후 처리작업에 사용했던 기구 등은 감염성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어 처리하거나 재사용할 경우 소독 및 세척한다.
6) 장갑, 작업복 등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
하고, 노출된 신체부위를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세척하며 필요한 경우
소독 및 샤워 등으로 오염을 제거한다.
7) 만일 유출된 감염성물질이 생물안전작업대 안으로 들어간 경우, 생물안전
관리자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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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처리 절차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감염사고 등은 응급조치 후 반드시 팀장 또는 팀 생물
안전관리자 등에 보고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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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소독과 멸균

1. 소독제 특성과 사용방법
가. 소독제 종류별 특성
소독제

알코올
(Alcohol)

석탄산 화합물

장점
낮은 독성
없음,

단점

부식성이 증발 속도가 빨라 접촉
시간 단축,
피부소독 작업대 표면

잔류물 적고 반응속도 가연성 고무 플라스틱
가 빠름
손상가능

유기물에 비교적 안정적

(Phenolics)

염소계 화합물8)
(Chlorine compounds)

요오드
(Iodine)

제4 급 암모늄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QACs)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글루타알데히드
(Glutaraldehyde)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실험실사용범위

Cean bench

소독

실험장비 및 기구소독
자극성 냄새 부식성이
실험실 바닥, 기타
있음
표면 등

피부 금속에 부식성,
넓은 소독범위 저렴한 빛 열에 약함,
폐수처리 표면 기기
가격, 저온에서도 살균
소독, 비상유출사고
유기물에 의해 불활성화 발생시 등
효과가 있음
됨
포자에 대한 가변적인
넓은 소독범위 pH 활 소독효과,
표면소독 기기 소독 등
성 범위가 넓음
유기물에 의해 소독력 감소
계면활성제와 함께 소독 포자에 효과가 없음
효과를 나타내고 비교적
바이러스에 제한적 효과
안정적임

효과적인 침투력

가연성
암 유발 가능성

표면소독벽, 바닥소독 등

생물안전작업대
HEPA filter

밀폐공간에 대한 소독 등

넓은 소독범위 유기물에 온도에 영향을 받음,
표면소독기기 장비,
안정적 금속 부식성이 pH 가격이 비싸고 자극
유리제품 소독 등
없음
성냄새
넓은 소독범위 열 또는 가연성
돌연변이성,
가스멸균
습기가 필요하지 않음 잠재적 암유발 가능성
빠른 반응속도 잔류물이
폭발
가능성(고농도) 표면소독
없음,
일부 금속에 부식 유발 기기 및 장비소독 등
독성이 낮고 친환경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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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독제 종류별 사용방법
소독 효과: ++++ (High effective) > +++ > ++ > + > - (Ineffective)
소독제
알코올
(Alcohol)

석탄산 화합물
(Phenolics)

염소계 화합물
(Chlorine compounds)

요오드
(Iodine)

제4급 암모늄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QACS)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글루타알데히드
(Glutaraldehyde)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상용농도

반응시간

70~95%

10~30min

세균

바이러스

영양세균 결핵균 아포 바이러스

비고
Ethanol: 70~80%

+++

++++

-

++

Isopropanol:
60~95%

3~8%

10~30min

+++

++

+

++

아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임

4~5%

10~60min

+++

++

++

++

유기물에 의해
중화되어효과
감소

75~100ppm 10~30min

+++

++

- / +

+

아포에 효과가
없거나 약함

+++

-

-

+

경수에의해효과
감소, 10~30분
반응

+++

++++

+++

++

1:752
0.5~1.5%

3~8%

10~30min

1~3hr
(gas상)

2%

++++

+++

++++

++

반응속도가 느림,
발암물질
반응속도가
느림(침부속도),
부식성이 없음

50~1200mg/l

3~30%

가스멸균 시 사용

1~12hr

++++

(gas상)

10~60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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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인체접촉:화학적
화상 유발
6%, 30분

처리
포자사멸사능

:

2. 멸균
멸균이란 모든 형태의 생물 특히 미생물을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물리적, 화학적
행위 또는 처리 과정으로 습식멸균 건열멸균 플라스마 및 가스, 멸균 등이
있다 건열멸균은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시간 동안 처리, 160℃에서 2~4
시간 하는 것이고 습식멸균법은 고압증기 멸균기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12
1℃, 15분 간 처리하는 것으로 많은 실험실 및 연구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
가. 멸균지표인자 (Indicator)
① 화학적 지표인자 (Chemical Indicators)
화학적 색깔변화지표인자는 일반적으로 고압증기멸균기가 작동하기 시작
하여 121℃ (250℉)의 적정온도에서 수 분간 노출이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된다. 이는 멸균기 내의 열 침투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시각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게 하며 일반적으로 멸균 대상물의 중앙부위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학적 지표인자는 멸균기의 온도가
121℃에 이르렀느냐를 확인시켜 줄 뿐 멸균시간에 대한 측정 기능은 없다.
따라서 화학적 지표인자는 병원체들이 실제로 멸균시간 동안에 사멸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② 테이프 지표인자 (Tape Indicator)
테이프 지표인자는 열 감지능이 있는 화학적 지표인자가 종이테이프에
부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각선 줄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멸균용 테이프) 그리고 “Sterile” 이라는 글씨에 들어있는 것도 있다.
이것은 테이프가 고압증기멸균기 내에서 멸균하기 위해 설정한 온도에
수분간 노출이 되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테이프 지표인자는 멸균기의
온도가 121℃에 이르렀느냐를 확인시켜 줄 뿐 병원체들이 실제로 멸균
시간 동안에 사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테이프 지표인자는
비오염화를 시키는 모든 물건에 사용할 수 있다 3~4개 정도의 줄이 있는
멸균테이프를 고압증기멸균용 통 봉투 또는 개별 용기 등의 외부표면에 부착
하여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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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물학적 지표인자 (Biological Indicator)
생물학적 지표인자는 고압증기멸균기가 미생물을 사멸시키는데 적당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대부분의 생물학적 지표인자는 살아있는
Spore strip 이나 포자가 들어 있는 배지와 지표 염색약이 들어 있는 작은
유리앰풀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지표인자는 고압증기멸균을 한
뒤에 멸균물품으로부터 수거하여 56℃의 배양기에 넣고 3일간 배양하거나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라 배양한다. 그리고 멸균하지 않은 살아있는 대조군을
배양후에 혼탁도 또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비교 측정하면 된다. 성공적으로
멸균이 된 경우 시험용 vial에서는 포자의 증식 없이 깨끗한 상태로 보일 것
이고 염색약의 색깔 변화가 없을 것이고 혼탁하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고압
증기멸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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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생물안전 기본수칙

1. 실험실 책임자는 모든 실험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하여야
하며, 또한 실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실험자는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실험자는 취급 병원체의 위험도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해당 실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4. 실험실 출입문은 잘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실험실에 출입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피펫은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7.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대를 소독하도록 하며 실험 중 오염이 생겼을 경우
에는 즉시 소독하도록 한다.
8.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실험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9. 지정된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흡연, 화장 행위를 금한다.
10. 병원체를 취급하고 보존하는 장소 (예: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재해(Biohazard)" 표시를 붙이도록 한다.
11. 실험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실험자에 대한 정상 혈청을 보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혈청 을
채취, 보관하도록 한다.
13. 실험자는 실험실 책임자가 기타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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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생물안전실험실의 등급별 설치 ․ 운영 기준
1. 설치 기준
안전관리등급

준 수 사 항
실험실
위치
및
접근
실험
구역

공기
조절

GLSP 1

실험자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안전
보호 오염 실험복 탈의 구역과 인접하여 비상 샤워시설 설치
고압멸균기 설치
생물안전작업대 설치(3등급 연구시설은 클래스

Ⅱ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실험
장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누출방지 설계, 닫힘 상태에서 멸균 조작이
가능한 배양장치 설치. 배양장치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밀폐도 검사
실시
배양장치의 배기가스관에 제균용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
를 갖는 제균용 기기를 부착하여 배기가스 처리하고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성능검사 실시
밀폐 상태에 관계된 부분을 개조 및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장치 및
기기의 밀폐도와 성능검사 수행
배양장치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기기 등에 대한 밀폐도 감지장치 설치

폐기물
처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

권장 권장 필수

-

권장 필수 필수

-

-

필수 필수

-

-

필수 필수

-

권장 필수 필수

-

권장 필수 필수

-

권장 필수 필수

-

-

권장 필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설치

설비

3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및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4등급 연구시설은 2단의 헤파 필터 처리)

기타

2

대량배양 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권장 권장 필수
통제구역의 출입구는 에어락, 전실, 탈의실, 또는 이중문을
필수
사용하여 다른 구역과 분리
실험실 출입 전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권장 권장 권장 필수
실험복 전용구역과 개인의류 보관 장소 별도 설치 및 이를 통한 출입
필수
시설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필수
실험구역 내의 이음새: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청결을 위한 코팅
권장 권장 필수
실험구역 내의 이음새: 시설의 완전 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 사용
필수
실험실 내부 공기: 음압유지 및 재순환 방지
필수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 -24.5Pa 이상 유지(±30% 변동허용)
필수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3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
권장 필수 필수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 설치
필수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필수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필수 필수
예비용 배기필터박스 설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은 에어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등 이상의 댐퍼 설치
필수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 최소
필수
1,000Pa 이상 압력 견딤(±10%)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배기 헤파 필터 박스의

-

필수 필수

-

-

권장 필수

-

-

-

필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설치

-

-

-

필수

정전대비 필수전원 공급 설비 설치

-

-

-

필수

DOP

노즐 설치

-

권장 권장 권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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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기준
안전관리등급

준 수 사 항

실험
구역
출입

GLSP 1

구역
내
활동

-

권장 필수 필수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권장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비치 및 사용

-

-

생물안전표지(병원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

-

-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필수 필수 필수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필수 필수 필수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배양실험 진행 중일 경우, 매일 1회 이상 배양용기의 밀폐도 확인

-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독)

-

-

필수 필수

생물안전작업대 및 기타 장치의 제균용 필터 등은 교환직전 및
정기검사 시 멸균

-

-

필수 필수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생물

3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실험 종료 후 또는 대량배양 실험구역을 나올 때 손 씻기

실험

2

필수 필수 필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실 내에서 대량배양 실험복을 착용, 퇴실 시 탈의 및 샤워로
오염제거

-

병원성 유전자변형미생물 보관 장소: “생물재해(Biohazard)" 표시
부착

-

필수 필수 필수

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착

-

필수 필수 필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권장 필수 필수

생물안전 교육 실시 및 이수

-

권장 권장 필수

-

-

필수

안전

연구시설 설치․운영 관련 기록 관리 및 유지

확보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필수 필수

모든 설비 및 기기에는 검사 기록, 작동 기록 및 일련의 식별 번호 부여

-

-

권장 필수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3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규정
별도 마련)

-

-

필수 필수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권장 필수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처리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권장 필수 필수 필수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수 필수 필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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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병원체별 생물안전정보
헤르페스 B바이러스 (Cercopithecine herpesvirus1, Herpes B virus)
명칭

1.병원체

일반적 특성

헤르페스

직경 100~110nm의
둘러싸여 있음

B바이러스

2.인체에
대한
위해도

20면체로

기타사항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높은 병원성을
나타내므로 치명적임

피막으로
병원성

원숭이의 70% 정도가 혈청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일정도로 널리 퍼져 있으며 원숭이에게는
증상이 경미한 반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높은 병원성을 나타내므로
치명적임
감염 초기에는 독감과 유사한 발열,두통,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남

3.실험실
진단

4.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및
병원소

진단 방법
원인 바이러스 분리, 특이유전자 검출, 혈청학적 검사로 항체가 확인
감염량
감염경로
감염된 원숭이에게 물리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타액, 조직, 조직
분비액 또는 세포 배양액에 손상된 피부나 점막이 노출되는 경우
아직 알려지지 않음
감염됨,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낮으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사례가 1건 보고된 바 있음
숙주
병원소
사람,원숭이,토끼,기니아 피그,생쥐 등

주로 짧은 꼬리 원숭이

생물안전 필요 등급

6.생물안전
밀폐등급

7.권장

주의사항

BL-2
BL-3

BL-4

밀폐시설: 기본적으로 임상검체 등 검체를 다루는 실험을 하는 경우
밀폐시설: 배양액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고농도의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경우
밀폐시설: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모든 실험 작업을 하는 경우 권고됨

개인 보호 장비
해당 연구시설 및 실험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 (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es)
명칭

1.병원체
2.인체에
대한
위해도

3.실험실
진단

4.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

6.생물안전
밀폐등급

7.권장
주의사항

기타사항

단일
가닥의 선형(+)RNA 바이러스로
직경은 20~80nm 정도이며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음

발생지역과 바이러스 항원 차이점에 따라
Louping질환, Omsk 출혈열, Kyasanur
숲열, Powassan 뇌염을 유발하는 진드기
매개 뇌염 복합제 바이러스로 명명됨

병원성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와 비슷한 두통이나 발열 증상을 보이며 수일 이내에 혈소판감소증상을 확연히
보이다
가 감염자의 약 30%가 심각한 뇌수막염 및 뇌염 증상으로 발전하여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신경질환의 후유증, 부분적인 마비 증상과 심한 경우 인지, 균형 등에 문제가 생김. 환자의
치사율이 5~20%정도임
진단 방법
바이러스 분리 및 동정, 혈청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에 효소면역측정법, 간접형광시험법,
중화항체시험법을 이용)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상승을 확인
감염량
아직 알려지지 않음

및

병원소

일반적 특성
Flaviviridae과 Flavivirus속,

감염경로
감염된 진드기 (Ixodes ricinus)에 물리는 경우 감염된 소, 염소, 양 등의
우유를 가공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감염되기도 함
숙주

병원소

진드기, 작은 설치류, 사람 등

진드기, 작은 설치류 등
생물안전 필요 등급

BL-3

밀폐시설: 바이러스 배양 등 감염이 우려되는 모든 실험

개인 보호 장비
실험실에서 실험동물이나 검체를 다루는 등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갑과
실험복을 착용하여야함
바이러스 배양 등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실험의 경우 전신보호복 및 호흡보호장비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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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창 바이러스 (Variola virus)
명칭

1.병원체

일반적 특성

기타사항

Poxviridae과 Orthopoxvirus속,

이중가닥의
두창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로써 400×230nm 정도 크기
이며 피막을 가짐

1980년 WHO는

공식적인
두창박멸을 선언함

병원성

2.인체에
대한
위해도

초기 갑작스런 중등도의 발열, 사지 허탈, 심한 두통, 가슴 또는 복부의 부위가 불명확한
심한통증 및 극심한 불안을 보이며 발열 후 극심한 홍역이나 풍진과 닮은 부스럼이 있는 작은
표재성의 발진이 얼굴에 나타난 후 손, 가슴 등으로 확산되며 심한 일광화상을 입은 것 같이
쓰리고 압통이 있음
일부 돌발성의 경우 감염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돌발성 예에서는
4일에서 5일째 환자가 사망함,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은 약 30%임

3.실험실
진단

바이러스분리 및 동정, 혈청학적 검사 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감염량

감염량

병원소

숙주

병원소

사람

사람, 소 등

6.생물안전
밀폐등급

상승을 확인

호흡기를 통한 공기 전파, 직접 접촉, 수포액,
타액, 호흡기 분비물, 의류, 기타 물질 등이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가능함

역학적으로 소수의 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되는것으로 추정됨

및

4배

감염경로

및

감염경로

5.숙주

진단 방법

생물안전 필요 등급
BL-4

밀폐시설: 임상검체 처리 및 바이러스 배양 등 위해가능성이 있는 모든 실험

7.권장

개인 보호 장비

주의사항

BL-4

밀폐시설에 적합한 전신보호복 및 호흡보호장치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소두창 바이러스 (Variola minor virus)
명칭

1.병원체

소두창
바이러스

일반적 특성

기타사항

두창 바이러스보다 병원성이 약하여
Poxviridae과 Orthopoxvirus속, 이중가닥
낮으며 두창의 약 80%정
의 DNA 바이러스로써 400×230nm정도 치사율이
도가 소두창 바이러스 (variola
크기이며 피막을 가짐
minor)에 속함

2.인체에

병원성
감염되는 경우 발열, 피곤, 두통이나 요통, 전신 무기력증 등을 일으키며 광과민성 피부병변이
나타나기도 하나 경미한 피부병변의 경우 두흔을 거의 남기지 않음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
은 감염자의 경우 치사율이 1% 정도임

대한
위해도

3.실험실

진단 방법

진단

부화란의 장뇨막에 접종하여 특이병변확인, 특이적인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및 혈청학적 검사

4.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감염량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수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됨

및

병원소

6.생물안전
밀폐등급

7.권장
주의사항

감염경로
감염자의 피부와 접촉하거나 감염자의 분비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감염되며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
되기도 함

숙주

병원소

사람

소, 사람 등
생물안전 필요 등급

밀폐시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동물 등의 검체를 취급하거나 바이러스 배양 등 감염
이 우려되는 실험
BL-3

개인 보호 장비
실험실에서 실험동물이나 검체를 다루는 등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갑과 실험복을 착용하여야함.
바이러스 배양 등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실험의 경우 전신보호복 및 호흡보호장비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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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명칭

1.병원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2.인체에
대한

일반적 특성

기타사항

1997년 홍콩에서 A/H5N1형에 의해
단일가닥의 (-)RNA 18명이 감염되어 그 중 6명이 사망한 후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 인체감염사례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8월까지 발생한 환자 중 약 50%가 사망
으로 피막을 가짐
하였음
Orthomyxoviridae속,

병원성
병원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비병원성, 저병원성. 고병원성으로 분류됨

→

일반적으로 3단계의 임상증상을 보임 (1단계: 무증상, 발열, 경증 호흡기 증상
폐렴, 신장 및 간 기능 이상
3단계: 급성호흡부전증 등을 보이며 사망 )

위해도

→

2단

계: 심한

3.실험실

진단 방법

진단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중화항체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4.숙주

숙주

병원소

철새, 닭, 오리 등의 조류 및 사람

철새, 닭, 오리, 사람 등

및

병원소

5.생물안전
밀폐등급

생물안전 필요 등급
밀폐시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배양, 증식 등 직접 취급하는 모든 실험, 에어로졸이 발생
하는 실험을 하는 경우
BL-3

개인 보호 장비

6.권장
주의사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검체 등 오염된 물건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갑, 실험 복
및 호흡보호 장비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 (Bovine spongigorm encephalopathy agent)

1.병원체

명칭

일반적 특성

우해면양 뇌병증

프리온(Prion)으로 특성은 잘 알려지지 않으나 프리온
환자에서 단백질 분해효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27kDa의 프리온 단백이 관찰됨

병원체

기타사항
제

3

위험군

병원성

2.인체에
대한

산발성 CJD는 대부분 60~70세에 주로 발생하며 신체 무력감, 체중감소, 기억력감퇴와 시각장애,
균형장애 등을 보이다가 점진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인 진행성 치며, 근육경련 등의 증세를 보이다
6개월 후 1년이내 사망함

위해도

변종 CJD는 주로 20~30세에서 발병하며, 우울증, 공격성향, 불안감을 보이고 팔, 다리의 감각이상
이나 통증을 나타내다가 운동실조증과 이상운동증세로 발전하며 점진적으로 인지기능장애, 소변
장애, 무언증이 발현되고 임상증세 발현 후 평균 14~16개월 사이 사망 함

3.실험실

진단 방법

진단

4.감염량

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표준 신경병리학적 방법으로 진단, 면역조직화학검사나 웨스턴 블롯 시험으로
PrP 확인, 프리온 유전자 검출

6.생물안전
밀폐등급

7.권장
주의사항

내성

감염경로

아직 정확한 감염량이 알려지지 않음 (소의 경우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으나 주로 광우병에 걸린
에는 오염된 뇌조직 1g으로(음식물 섭취에 의 소의 뇌, 척수, 내장이나 부산물 등을 섭취하여
해) 감염된다는 보고가 있음)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됨
숙주

병원소

소, 양, 염소, 돼지, 쥐, 원숭이, 사람 등

소, 양, 사람 등

및

병원소

proteinase

생물안전 필요 등급
BL-2
BL-3

밀폐시설: 인체나 동물의 조직이나 검체 등을 취급하는 실험의 경우
밀폐시설: BSE 프리온 및 위해성이 높아 인체 감염이 우려되는 물질를 직접 취급하는 모
든 실험
개인 보호 장비

장신구를 제거하고 딱 맞는 소매의 의복을 착용하며 장갑, 실험복 등과 같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면보호대와 호흡보호장비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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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Bacillus anthracis)

1.병원체
2.인체에
대한
위해도

3.실험실

명칭
탄저균

일반적 특성

병원성
감염경로에 따라 피부탄저, 호흡기탄저, 위장관탄저로 구분
피부탄저: 가장 흔하며 피부구진이 발생되고 수포형성, 피부병변조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부종이 생김.
호흡기 탄저: 초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임. 호흡곤란, 청색증, 객혈, 뇌염, 쇼크 등을 보임.
위장관탄저: 비교적 발병이 드물고 집단발생을 제외하고 인지가 어려움, 복통, 토혈 등 증상을
보이며 병이 악화되면 뇌염, 독혈증, 쇼크증상이 나타나 사망

진단 방법

진단

병원체 분리 및 생화학검사,

4.감염량

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및

병원소

6.생물안전
밀폐등급

7.권장

기타사항

호기성 그람 양성 간균으로 운동성이 없으며 협막을 가 제 3 위험군, 생물테러전염병
짐. 환경조 건이 나빠지면 환경 저항력이 강한 포자를 형성 병원체

PCR동정,

혈청학적 검사

(ELISA,

웨스턴블롯 등) 로

IgG, IgM

검출

감염경로

10,00~20,000개(포자를

흡입할 경우), 원숭이에 감염된 동물의 조직에 직접적으로 피부가 노출,
대한 흡입 실험 결과 약 4,000~8,000개를 흡입 오염된 지역의 토양이나 오염된 털이나 울에서
할 경우
포자의 흡입, 오염된 식품섭취를 통해 감염됨

숙주
병원소
사람, 소, 양, 염소, 말, 돼지 등
소, 양, 돼지, 염소 등과 같은 가축
생물안전 필요 등급
BL-2밀폐시설:

임상검체를 취급하거나 혈청학적 검사 등 위해가 낮은 실험을 하는 경우
고농도의 균배양물을 이용하거나 감염지역이 환경 검체나 (특히 가루)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모든 동물실험의 경우 ABL-2 밀폐시설 이용
BL-3밀폐시설:

개인 보호 장비

주의사항

감염물질이 피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면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장갑과 실험복 착용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호흡보호장비를 착용

양 브루셀라균/돼지 브루셀라

1.병원체

명칭
일반적 특성
양
호기성 그람 음성 간구균으로 포자를 형성하지 않으며
브루셀라균/돼지 운동성이 없음. 항원 변이와 숙주 특이성에 의해 브루
셀라 속을 구분
브루셀라균

기타사항
제

3

위험군

병원성

2.인체에
대한
위해도

구강, 비강을 통해 침입한 균은 점막 외피세포를 통해 대식세포나 국부 림프절로 이동하여 비장,
간, 골수, 유선, 생식기관, 림프절로 퍼져 증식함
간혈열, 두통, 쇠약, 오한, 관절통, 권태, 전신 근육통 등이 일반적이며 화농성감염이나 무증상
감염도 빈번이 일어남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재발되는 열, 관절통, 피로감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질환이 됨

3.실험실
진단

4.감염량

PCR동정,

혈청학적 검사

(STA, ELISA, 2-mercaptoethanol

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진단 방법
병원체 분리 및

숙주

병원소

일반적으로 양, 소, 돼지, 염소, 순록, 개, 코요태 등

숙주와 유사하며 소나 양이 대표적임

생물안전 필요 등급

6.생물안전

BL-2밀폐시설:

밀폐등급

BL-3밀폐시설:

7.권장
주의사항

감염경로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이 상처가 난 피부나 점막에
흡입감염의 경우 10~100개의 적은 양으로도 접촉, 오염된 음식물이나 감염된 동물의 가공하지
감염 가능
않은 우유나 치즈 등을 섭취하였을 경우 감염됨

및

병원소

등)로 항체가 상승확인

사람이나 동물의 임상검체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PCR동정 등을 하는 경우
병원성이 있거나 균에 오염된 모든 물질을 다루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BL-3밀폐시설 또는 ABL-3 밀폐시설 이용
개인 보호 장비
노출되었을 때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장갑, 실험복 등을 반드시 착용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호흡보호장비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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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저균 (Burkholderia mallei)
명칭

1.병원체
2.인체에
대한
위해도

일반적 특성
그람 음성 간균으로 운동성이 없으며 포자를 형성하지 않음.

비저균

보통 한천배지에서 발육하고 혈액이나 글리세린이 함유된 배지
에서는 발육이 촉진됨

5.숙주

PCR

동정, 형광염색, 생화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로 항체가 상승 확인

감염량

감염경로

아직 알려지지 않음

말의 비강, 구강 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였을 경우, 상처가 난 피부나
점막이 균에 노출되었을 경우, 오염된 공기의 흡입으로 인하여 감염됨
숙주

및

병원소

위험군

진단 방법

및

감염경로

3

주로 만성적인 폐질환,마비저,급성 패혈증의 세 가지 형태를 보임
만성적인 폐질환은 감기증상과 나타나며 점막고름이 분비됨
마비저는 손, 발 등 몸의 피부에서 피부질환형태로, 피하조직과 림프절에 다양한 종기가 생김
급성 패혈증은 발열과 소한 증상을 보이며,7~10일 이내 쇠약하여 죽음에 이름
병원체 분리 및

4.감염량

제

병원성

3.실험실
진단

기타사항

병원소

말과의 동물이 대표적인 숙주이며 사람이 숙주가 되기도 함

오염된 토양이나 물 등

생물안전 필요 등급

6.생물안전

BL-2

밀폐등급

BL-3

밀폐시설:환자에서 분리된 검체를 이용한 실험(염색,혈청학적 검사)을 하는 경우
밀폐시설:감염된 동물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나 균주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중 에어
로졸이나 비말이 생성될 경우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ABL-3 밀폐시설 이용
개인 보호 장비

7.권장
주의사항

노출되었을 때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장갑, 실험복 등을 반드시 착용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호흡보호장비를 착용

장출혈성대장균 O157 (Escherichia coli O157)

1.병원체

명칭

일반적 특성

장출혈성대장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 그람 음성 간균으로 주모성 편모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운동성이 있음(편모가 없고 비운동성인
경우도있음)

O157

2.인체에
대한

기타사항
제

2

위험군

병원성
무증상 보균자,단순 설사,출혈성 장염,용혈성요독증후군(HUS) 등이 나타남

위해도

감염자의 5~10%정도가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혈변설사 후 1주경에 발현됨,
소아 급성 신부전의 원인으로 사망률이 높음. 복통과 물 설사 후 하부 위 장관 출혈과 유사한
혈변이 발생하며 발열
이 거의 없고 대변 내 백혈구 수 증가가 없음

3.실험실

진단 방법

진단

균을 분리하여 생화학적 실험 및

PCR (stx1, 2

유전자 검출) 동정 등으로 확인

감염량

4.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및

병원소

6.생물안전
밀폐등급

7.권장
주의사항

감염경로

감염동물의 배설물이나 분비물로 오염된 음식물
적은 개체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중 하나로 을 섭취하여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염자
20~700개로 알려져 있으며, 100개 이하의 개체로 와의 접촉으로 전염됨,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
에 노출되는 경우나 오염된 물건을 이용하는
감염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음
경우 감염될 수 있음
숙주

병원소

돼지,소,사람 등이 대표적임

사람,동물(양,염소,돼지,가금류,소 등)
생물안전 필요 등급

밀폐시설: 임상검체 취급 및 실험실 진단 실험을 하는 경우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 안전작업대에서 실시하여야 함
BL-2

개인 보호 장비
감염물질이 피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갑과 실험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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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과 그 독소
명칭

1.병원체

일반적 특성

보툴리눔균과
그 독소

2.인체에
대한
위해도

절대 혐기성 그람 양성 간균으로 난형의 포자를 형성
제3위험군,
하며 운동성을 지님, 혐기성조건이나 약산성 식품에서
생물테러전염병 병원체
치명적인 7가지 신경독소를 생산함

병원성
독소는 신경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하여 근육마비 및 신경장애를 유발함
식품매개 보툴리눔 독소증: 식품에 오염된 보툴리눔균이 생성한 보툴리눔 독소가 원인이 됨
상처 보툴리눔 독소증: 상처에 독소를 분비하는 세균이 감염되어 유발되며 잠복기가 4~14일로 긴 편임
유아 보툴리눔 독소증: 감수성이 있는 유아가 보툴리눔균이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 발생함

3.실험실
진단

MPB법을

이용한 독성 및 독소 중화시험

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진단 방법
그람염색, 균 분리 및 동정시험,

4.감염량

기타사항

및

병원소

6.생물안전
밀폐등급

감염경로

사람의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전파되지 않으며 식품
독소는 0.05~0.1ug으로도 사람에게 사람과
매개 보툴리눔 독소증의 경우에는 독소가 들어있는 오염된
치명적일 수 있음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중독됨
숙주
병원소
독소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람, 어류를 포함한 동물이 숙주가 됨 토양, 물, 동물의 장, 오염된 음식물, 농산품 등이 있음
생물안전 필요 등급
BL-2 밀폐시설: 임상검체를 취급하거나 독소중화시험, 염색 등 위해가 적은 실험을 하는 경우
BL-3 밀폐시설: 고농도의 균배양물을 이용하거나 독소를 다루는 과정 중 에어로졸이나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모든 동물실험의 경우

ABL-2

7.권장
주의사항

밀폐시설 이용
개인 보호 장비

병원체를 다룰 때 장갑과 마스크,실험복 등과 같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큐열균(Coxiellaburnetii)

1.병원체

명칭

일반적 특성

기타사항

큐열군

그람 음성균으로 구형 또는 간상의 다양한 형태로 운동성이 없으며
염세포내에서 증식하는 경우 배지환경이 pH 4.5 이하로 떨어지면
포와 같은 형으로 변하며 아포는 63
정도의 열에 강하여 저온살
균에도 생존함

제3위험군

℃

2.인체에

병원성

대한

원숭이의 70% 정도가 혈청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일정도로 널리 퍼져 있으며 원숭이에게는 증상이
경미한 반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높은 병원성을 나타내므로 치명적임. 감
염 초기에는 독감과 유사한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남

위해도

3.실험실
진단

원인 바이러스 분리, 특이유전자 검출, 혈청학적 검사로 항체가 확인

4.감염량

감염량

감염경로

아직 알려지지 않음

감염된 원숭이에게 물리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타액, 조직, 조직 분비액
또는 세포 배양액에 손상된 피부나 점막이 노출되는 경우 감염됨, 에어
로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낮으며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사례가 1건
보고된 바 있음

및

감염경로

5.숙주

진단 방법

및

병원소

숙주

병원소

사람,원숭이,토끼,기니아 피그,생쥐 등

주로 짧은 꼬리 원숭이

생물안전 필요 등급

6.생물안전
밀폐등급

7.권장
주의사항

BL-3

밀폐시설: 기본적으로 임상검체 등 검체를 다루는 실험을 하는 경우
밀폐시설: 배양액이 튀거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고농도의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
을 하는 경우

BL-4

밀폐시설: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모든 실험 작업을 하는 경우 권고됨

BL-2

개인 보호 장비
해당 연구시설 및 실험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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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토균 (Francisella tularensis)
명칭

1.병원체
2.인체에
대한
위해도

일반적 특성
기타사항
편성 호기성 그람 음성 간구균으로 운동성이 없으며 포자를 형
성하지 않음 균 배양시 시스틴을 필요로하며 병원성에 따라 A
야토균
제3위험군
형과B형의 아종으로 나눔
병원성
인체 야토증은 감염부위에 무통종기를 야기하며 급성 통증과 발열, 구토,기침 등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발열은 일반적으로 3~6주 정도 지속됨
흡입으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 폐렴이나 전신성 질환이 발생함

3.실험실
진단

진단 방법
생화학적 확인 검사 및

PCR (OMP,16S)로

확인 동정, 표준실험관 응집시험법으로 항체가 상승 확인

감염량

4.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및

감염경로
감염된 동물을 다루는 동안 혈액이나 조직, 감
흡입의 경우 5~10개 정도,음식물로 섭취할 경우 염된 파리나 진드기, 다른 동물 등의 분비물이
100개 정도면 감염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피부에 접촉하였을 경우, 절지동물, 진드기 등에
75~80%의 환자들이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는
물렸을 경우,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거나 오염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된 먼지를 흡입하는 경우
숙주
병원소
야생 설치류,새,가축,사람 등

병원소

6.생물안전
밀폐등급

설치류,토끼,다양한 진드기,사슴벌레,새,모기,그 외 가축 등

생물안전 필요 등급
밀폐시설: 혈청학적 실험과 면역학적 염색, 약독성 균주를 이용하는 경우
BL-3 밀폐시설: 균 배양 및 정제 과정, 감염된 동물이나 그 조직을 이용한 실험, 비말이 발생하는 경우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ABL-3 밀폐시설 이용
BL-2

개인 보호 장비

7.권장
주의사항

실험실에서 실험동물이나 검체를 다루는 등 감염물질이 피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갑과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함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호흡보호장비를 착용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1.병원체
2.인체에
대한
위해도

3.실험실
진단

4.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및

명칭

일반적 특성
그람 음성 단간균으로 운동성이 없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으며
발진티푸스균 세포 밖에서는 매우 불안한 절대 세포내 기생성임
병원성

진단 방법
염색, 검체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PCR (막단백질)로 동정 면역형광항체법으로 혈청의
항체가 4배 이상 상승 확인
감염량
감염경로
감염된 이에 물리거나 감염성을 가진 배설물이나 분비물에 상처난 피부나 점막
10개 개체
이 노출되어 감염됨,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적인 전염은 없음, 감염된 환자의 혈
액의 흡혈로 몸이가 감염되면 리케치아는 이의 장관 상피세포에서 증식하여 흡
미만
혈, 약 3~8일 후에 분변으로 리케치아를 배설함
숙주
병원소
Glimenez

사람, 다람쥐 등

사람
생물안전 필요 등급

6.생물안전

BL-2

밀폐등급

BL-3

주의사항

제3위험군

중앙 및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산간지역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며 현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생
급성 오한,고열,두통,근육통을 동반하며 발열 5~6일 후 얼굴과 손바닥,혀를 제외한 전신에 뚜렷한
발진을 보임
출혈반으로 진행되면 고열과 출혈에 의해 의식장애,헛소리,환각 등 중추신경계 이상과 맥박증가
및 혈압강하 등 순환기 장애가 일어남
치사율이 10~70% 정도이며 특히 고연령층에서 치사율이 높음

병원소

7.권장

기타사항

밀폐시설: 임상검체를 다루거나 혈청학적 실험,면역항체실험을 하는 경우
밀폐시설: 감염된 동물이나 분리된 조직을 다루는 실험을 하거나 균배양액이나 병원체가
접종된 계란,세포 배양물을 다루는 경우

개인 보호 장비
실험실에서 실험동물이나 검체를 다루는 등 감염물질이 피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갑과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함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호흡보호 장비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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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1.병원체
2.인체에
대한
위해도

명칭

일반적 특성

기타사항

홍반열
리케치아균

다형성의 그람 음성 간균으로 운동성이 없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으며
절대 세포내 기생성 세균으로 절지동물의 장관에서 기생하며
DNA와 RNA 및 세포벽이 존재하며 이분법으로 분열함

제3위험군

병원성
록키산홍반열 (Rockey Mountain Spotted Fever),상파울로열(Sao Paulo fever) 등을 유발하는 원인
병원체임-임상적 주요 특징은 물린 자국,고열과 발진이며 오한을 동반한 고열이 2~3일 계속되며
동시에 특이적인 홍반이 손발,안면 등에 나타남
발열 1주 후부터 신경증상이 유발되어 혼수상태로 진행됨

3.실험실
진단

Giemsa

4.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진단 방법
염색,

PCR

동정, 면역형광항체법으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감염량
10개

이하의

개체

감염경로

숙주

병원소

사람, 개, 설치류, 다양한 작은 동물 등

6.생물안전
밀폐등급

이상 상승을 확인

일반적으로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거나 진드기의 배설물이나 으깨진 조직에 피부가
노출되는 경우에도 감염됨, 진드기(D.anderdoni)의 경우 수직감염으로 전파됨, 직
접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지 않음

및

병원소

4배

진드기,사람,개,설치류 등

생물안전 필요 등급
BL-2

밀폐시설: 임상검체를 다루거나 혈청학적 실험,면역항체실험을 하는 경우

BL-3

밀폐시설: 감염된 동물이나 분리된 조직을 다루는 실험을 하거나 균배양액이나 병원체가
접종된 계란, 세포 배양물을 다루는 경우
개인 보호 장비

7.권장
주의사항

실험실에서 실험동물이나 검체를 다루는 등 감염물질이 피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갑과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함
에어로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호흡보호장비를 착용

콕시디오이데스 이미티스균(Coccidiodes immitis)
명칭

1.병원체
2.인체에
대한

3.실험실
진단

4.감염량

및

감염경로

5.숙주

콕시디오이데스 이형진균(dimorphic fungus)으로 온도에 의해 형태가 달라지며
토양 내 사상균 형태로 분절포자(arthroconidia)를 형성하며 세포
이미티스균
내분열함

환자들에서 폐 후유증 장애나 합병증을 보이며,1% 미만의 경우 파종성 진균증으로 진전됨

아직 알려지지
않음

rRNA

먼지를 통해 토양 내 감염성이 있는 분절포자를 호흡기에 의한 흡입으로 감염,
감염된 동물의 구강 및 비강,상처 부위의 분비물에 점막 이 노출되어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고됨
숙주

병원소

6.생물안전

BL-2

밀폐등급

BL-3

7.권장

제3위험군

전신의 농양과 폐장기 손상을 가지는 치명적인 육아종 질병으로 발전함
진단 방법
검체를 calclfluor, H&E, GMS, PAS 염색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배양하여 형태를 관찰,
동정, 면역확산 시험법 및 라텍스 응집시험법
감염량
감염경로

및

주의사항

기타사항

병원성
감염된 사람의 약 60%는 무증상,40%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정신장애 등을 일으킴
5%

위해도

일반적 특성

병원소
환경적인 요소(토양과 물등)와
사람,양,염소,돼지,개,고양이 등
동물적요소(양,염소,말,돼지,원숭이,설치류 등)
생물안전 필요 등급
밀폐시설: 임상 검체를 취급하거나 면역확산시험 등 혈청학적 실험을 하는 경우

밀폐시설: 감염된 절지동물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토양이나 다른 환경적인
감염물질을 다루는 경우
개인 보호 장비
병원체를 대량 배양 등 증균하는 경우에는 밀폐용 실험복을 착용하여야 함
병원체를 취급하는 동안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실험복,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호흡보호 장비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며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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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균 (Vibrio cholerae O1·O139)

1.병원체

명칭

일반적 특성

기타사항

콜레라균

혐기성 조건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호기성 그람 음성균으로 단모성
편모를 가지며 운동성이 있으며 포자를 형성하지 않음

제2위험군

37

℃

, pH7.8~8.0범위에서

최적의 배양성을 보임
병원성

2.인체에
대한

19세기부터

인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행이 있었음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면 치사율을

3.실험실
진단
및

감염경로

5.숙주

이후

7차례의

세계적 대

감염초기 갑작스런 설사증을 보이며 쌀뜨물 같은 심한 물설사로 빈도가 잦음, 병증이 진전되면
구토,전신쇠약,근육경련,어지럼증,복통과 미열을 수반하며 계속적인 수분손실로 인해 탈수증 및
산독증 현상이 나타남

위해도

4.감염량

1917년

106~1011개

개체
(경구 섭취 경로시)

7.권장
주의사항

1%

이하로 낮출 수 있음

일반적으로 환자의 구토물이나 배설물로 오염된 물을 섭취하여 수인성
감염이 일어나거나 더러운 물, 배설물, 오염된 손이나 감염된 곤충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서 감염됨
숙주

병원소

밀폐등급

또는

진단 방법
선별배지에서 콜레라균 배양 및 분리,O항원에 대한 응집반응시험, 분리된 균주의 생화학검사,
독소 유전자의 PCR(ctx)로 동정, 혈청학적 시험
감염량
감염경로

및

6.생물안전

10~20%

병원소

사람

사람, 환경적인 요소
생물안전 필요 등급

BL-2

밀폐시설:배양액을 다루는 실험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임상 검체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실시하여야 함)

(병원체를

개인 보호 장비
감염물질이 피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갑과 실험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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