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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인

과 필터가 내장된 소모품을 이용하여, 생물안전작업대에서

류의 기원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 질병은 초자연적으

조심스럽게 수행하는 것으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로 발생하는 것으로 믿었으며 확산을 막기 위해 신에게 제

있다. 원심분리 자체는 보통 주사침사고, 엎지름 등보다 안

물을 바쳤다. Hippcrates는 질병의 발생에 초자연적이

전하기는 하지만, 검체 내의 감염원을 농축하게 되므로, 한

고 종교적인 기원이 아닌 유해증기(miasma)와 나쁜 공기

번의 사고로 여러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malaria)라는 2가지 요인이 기인한다고 믿었고, 1546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Q 열병 연구로 1947년

Fracastorius는 감염된 동물에서 발생한 살아있는 씨앗

47명, 1961년 60명이 동시감염된 사례가 있고, 브루셀라

이 다른 동물에서 동일한 질병을 일으켰다고 기술하였다.

증 연구로 1940년 94명이 감염된 바 있다[2].

1676년에 이르러 Leeuwenhoek이 세균을 처음 발견하였
다. 그리고, Louis Pasteur가 수행한 여러 연구로 인해 19
세기 중반에 이르러 학문으로의 세균학이 태동하였다[1].
세균학이 태동함에 따라 세균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활성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검사실 획득 감염
(Laboratory-Acquired Infection) 역시 발생하게 되었
다. 1898년 입 피펫팅(mouth/oral pipetting)으로 인한
디프테리아 감염이 첫 보고 사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헌마다 다르지만, 현재까지 5,000건 전후의 실험실 획득
감염이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실 획득 감염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로
원심분리, 피펫팅, 검체 엎지름 등을 통한 과다한 에어로졸
생성 또는 직접 접촉, 주사침 사고, 자상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중 상당수는 1950년대부터 각 국가에서 미생물검
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 임상검사실에서 입 피펫팅, 껌과
음료를 포함한 음식 섭취 및 흡연을 금지하면서 개선되었
다. 현재 입 피펫팅은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술기
이며, 배양체가 아닌 임상 검체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피펫

< Class II A형 생물안전작업대에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검체
접종 중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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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이러한 검사실 획득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생물안
전지침에서 항상 거론되는 장비 중 하나로 생물안전작업대

증가하고, 설치 및 운영 비용이 상당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
원 내 임상검사실은 국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Biological Safety Cabinet, BSC)가 있다. 생물안전작업

무균실험대(clean bench)라는 용어도 자주 접할 수 있

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검사자 보호, 다른

는데, 이는 작업대 안쪽에서 작업공간을 지나 작업자에게

하나는 검체간 오염 방지이다. 20세기 초에 Robert Koch

HEPA 필터로 걸러진 깨끗한 공기가 흐르는 형태의 작업

가 미생물이 공기에 부유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개발

대이다. 즉, 작업공간을 지난 공기가 작업자에게 도달하므

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고, 1909년 한 제약회사에서 검

로 유독성 화학물질이나 임상 검체, 미생물 등을 다루는 임

사실 획득 결핵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가 되는 후드

상검사실에는 적합하지 않고, 배지를 제조하거나, 조직을

(hood)를 설치한 것이 현재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이 후드

배양하는 경우 등 무균 조작에 적합하다.

는 진공펌프를 이용해 작업공간에 음압을 걸어 공기를 외

2020년 11월 21일 현재,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부로 배출하되, 공기 배출로에 순면 필터를 설치하고 배출

증-19 확진환자는 30,403명, 사망은 503명에 달한다. 검

되는 공기가 소독액을 담은 플라스크를 지나도록 설계하였

사 측면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 290만건의 RT-PCR을 수

다. 이후 여러 개선을 거쳐 전면 유리 패널, 배기 송풍 기능

행하였다[4]. K-방역의 3요소 중 검사/확진에 있어 유전자

및 유리섬유 필터를 장착하고 스테인레스 철을 사용한 제

증폭기반 진단기법이 대응 초기부터 조기 정착되면서 전국

품이 1948년에 등장하게 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을 지나

적으로 최대 일 3만여 건 수준의 RT-PCR 검사가 시행되

면서 방독면 필터를 응용해 High-Efficiency Particulate

고 있고, 병원 내 임상검사실 또는 전문검사기관에는 확진

Air (HEPA) 필터가 개발되면서 유리섬유 필터는 HEPA 필

자로부터 채취한 다양한 검체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미생

터로 대체되게 된다[3].

물검사와 분자진단검사를 포함한 검사항목 전반에 걸쳐 생

생물안전작업대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안전작업대를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물안전작

Class I, II, III로 구분한다. Class I은 화학물질을 다룰 때

업대의 보급 및 유지가 활성화된다면, 이번 유행 뿐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데, 상부에서 하부로 흐르는 층류(laminar

향후 발생할 신종 감염병 검체 취급 등에 있어 검사자의 안

flow) 기능 없이 배기기능에만 주력하여 작업 공간 내 검

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체간 오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분자진단검사실이
나 미생물검사실에는 적합하지 않고 유독성 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Class II는 깨끗
한 층류가 위에서 아래, 수직방향으로 흐르므로, 에어로졸
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바닥에 추락하게 되어, 검체 간 오염
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배기 공기를 HEPA필터로 거
른 후, 실내로 재순환하는 정도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세
분화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검체를 취급
함에 있어서는 A형으로 충분하여 보통 별도의 배기공사가
필요하지 않다. Class III는 전면이 막혀 있는 대신 팔 길이
의 고무재질 장갑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법정감염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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