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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요소들로는 병원체

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밀폐시설 및 장비의 구비, 취

급 실험실의 체계적인 위해도 평가능력 획득 및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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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전관리 운영 방안의 확립을 들 수 있다. 미생물

을 취급하는 실험실의 생물안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갖는 위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

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생물안전 시설 및 장비를 갖

추어야 한다[1,2].

  일반적으로 실험실의 생물안전 등급은 1등급에서 4

등급까지 4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이중, 생물안전 3등

급 실험실은 공기 전염에 의해 치명적 질환을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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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risk groups. Generally, biosafety level 3 means the facility that is appropriate for the experiments using 

pathogens which can cause serious diseases by aerosol transmission. The biosafety level assigned for the specific 

work to be done is driven by professional judgement based on a risk assessment, rather than by automatic 

assignment according to the particular risk group designation of the pathogenic agents to be used. In this paper, 

we introduced the biosafety level 3 facility operated in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It contains the 

overview of facility, microbiological experiment, animal experiment, decontamination and waste disposal. Biosafety 

level 3 laboratory in ADD has served the vital role in the research of biological agents and antidot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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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실험에 적합한 수준을 갖춘 시

설을 말한다.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실험종사자는 

취급 병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숙련된 실험자에 의해 감독 받아야 한다. 병원체를 다

루는 모든 과정은 생물안전작업대나 기타 물리적 밀

폐 장치를 이용하여야 하며 개인보호 장비를 사용하

여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3].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

설은 검증기술서에 의하여 시설의 적합여부가 주기적

으로 평가되며 실험자 및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4,5].

  본 논문에서는 2010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허가받

아 운영중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

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설의 개략적 개요,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2.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개요

2.1 실험실 구성 및 설비

2.1.1 구성 일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일반구역, 미생물 실험

구역 및 동물실험 구역으로 구분되며 미생물 실험구역

과 동물실험구역은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다. 시

험물품은 pass box 혹은 고압증기멸균기를 통하여 내

부로 반입되며 시험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기로 멸균한 

후, 외부로 유출하도록 되어 있다.

2.1.2 미생물 실험구역

  미생물 실험구역은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안전작업대, biosafety isolator 및 incubator를 비롯

한 실험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시료보관을 위한 별

도의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 구역에는 시료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 및 냉장고를 비치하고 있다.

2.1.3 동물 실험구역

  동물 실험구역은 isocage, cage changing station을 비

롯한 동물시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생물 실

험구역과 별도로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으나 패스박스

를 통하여 간단한 물품의 이동이 가능하다

2.2 실험실 및 출입문

  실험실은 별도의 실험 전용 공간으로서 일반구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문은 자동 폐쇄식으로 시

험실 외부방향으로 열리며 실내 차압을 확인하기 위

한 장치를 반영하였다. 갱의실, 샤워실을 제외한 모든 

문은 실험실 내부 관찰이 용이하도록 관찰창을 설치

하였다.

Fig. 1. The exterior of laboratory and door

2.3 실험실 내부

  실험실 바닥, 천장, 벽 및 내부의 이음부위는 완전 

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재로 마감하였다. 실험실 

바닥은 내부식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에폭시 라이닝을 

사용하였다. 실험대 및 가구는 흡수성이 없는 비섬유

의 견고한 재질로 세척 및 훈증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

였다.

Fig. 2. The interior of laboratory

2.4 작업자 및 동물 동선

  두 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도록 인터락으로 설치하였

으며 설치 및 비상시를 위한 수동조작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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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오염 실험복 탈의구역에 인접하여 샤워실을 

설치하였으며 작업자 입, 출입과 동물 반입 동선은 분

리하였다.

2.5 원료 및 폐기물 동선

  기자재 반입용 패스박스는 헤파필터를 부착한 

3-WAY 타입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하였다. 고압 증기

멸균기를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하고 고압 증기멸균기

의 응축수 드레인은 폐수처리 시스템에 연결하였다.

2.6 실험실 환경조건 확인

  적절한 실험환경 제공을 위하여 온습도를 모니터링

하고 관리한다. 온도는 20 ~ 26 ℃(설정온도 : 23 ℃)

로 습도는 40 ~ 60 %(설정습도 : 50 %)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Fig. 3. Temperature and humidity monitoring

2.7 보안 확인

  실험실 내부를 외부에서 관찰 및 관리할 수 있는 

CCTV 장치를 통제실에 설치하였다. 폐수탱크에는 경

보장치를 설치하여 만수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였다. 

실험실은 허가된 인원만이 출입 가능한 출입제한 시

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Fig. 4. Security confirmation

A. CCTV, B. Real time monitoring/recording system, 

C. Waste tank alarm, D. Entrance control system

2.8 안전 시스템

  정전에 대비하여 중요 시스템(급·배기 시스템, BSC 

등)에 대한 예비전원 공급설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실험실 및 복도에는 비상 탈출을 대비한 비상 유도등 

및 소방법에 적합한 화재경보 감지기를 설치하였다.

Fig. 5. Safety system

A. UPS, B. Exit light, C. Fir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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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HVAC & exhaust system

  고장시 역류방지를 위한 역류방지 댐퍼 설치 및 예

비팬을 반영하였다. 실험실 배기는 건물 내부의 재순

환 방지를 위해 EFFU를 통한 전배기를 실시하였다. 

배기필터 교체를 위한 적절한 오염 제거법 및 장치를 

마련하였다.

Fig. 6. HVAC & exhaust system

           A. Backdraft prevention valve,

           B. EFFU, C. Backup fan,

           D. Bag-In Bag-Out,

           E. Port for decontamination

3.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출입

  실험실의 출입시에는 출입대장에 기록한 후, 카드키

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탈의실로 이동한다. 

탈의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지정된 장소에 정리한 후, 

착의실로 이동하여 준비된 속옷을 입는다. 멸균복, 장

갑 및 고글을 착용한 후, 장화를 신고 실험실에 들어

간다. 3등급 실험실 내부에서는 작성된 표준작업지침

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한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는 갱

의실로 나와 착용했던 보호장구를 벗어 지정된 폐기

물 통에 넣는다. 오염탈의실에서 개인용 보호장구와 

실험복을 벗은 후 샤워실로 이동하여 샤워를 실시한

다. 샤워 후에는 탈의실에 벗어놓았던 옷을 입고 외부

로 나온 후, 출입대장에 실험종료시간을 기록한다.

  동물 반입구는 실험에 필요한 동물 및 관련 물품

들을 반입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적절한 보호장

구를 착용한 실험자가 시설 외부에서 동물을 동물반

입구 전실로 이동시킨다. 동물반입구 전실에서는 실

험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검역, 소독 및 순화과정을 

진행한다.

Fig. 7. Entrance of laboratory

            A.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B. Entrance of laboratory

4.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에서의 미생물 시험

4.1 시설 개요

  미생물 시험을 위한 구역은 총 3개의 실험실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실험실은 복도를 공유한다. 시험자

는 각 실험실의 목적에 맞게 미생물을 이용한 시험을 

수행한다.

4.2 시험 수행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미생물 구역에는 안전

한 시험을 위한 생물안전작업대가 갖추어져 있다. 개

인보호장구를 갖춘 시험자는 생물안전작업대에서 표

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시험조작을 수행한다. 미생물 실

험실의 하나의 방에는 Class III형 생물안전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시험

조작이 가능한 장비로 고위험성 작용제로부터 환경 

혹은 실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생

물의 배양 및 시험을 위한 일반배양기, 교반배양기 및 

혐기성 배양기가 설치되어 있다. 시료보관을 위하여 

냉장, 냉동 및 초저온 냉동고가 갖추어져 있으며 시료

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이 된다. 시료보관고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료의 보관 및 분출은 

관리자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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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icrobiological experiment using BL-3 facility

 A, B. Experiment using biological safety cabinet,

 C. Incubator,

 D. Shaking incubator,

 E. Culture of bacteria,

 F. Sample storage

5.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에서의 동물시험

5.1 ABL-3 구역의 시험장비 소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은 동물실험이 가능한 ABL-3 

(Animal biosafety level-3) 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ABL-3 

구역에는 생물안전작업대, isocage 및 cage changing 

station 등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생물안전작업대는 실

험동물에 투여될 작용제에 대한 준비 및 처리를 위하

여 설치하였다. Isocage는 실험동물 케이지에 일정한 

차압을 형성하고 실험동물을 사육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으며 시험물질 및 오염동물로부터 실험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다. Cage changing station은 케이

지를 비우거나 바꾸고 실험동물을 이동하기 위한 장

비이다. 시험장비는 실험실 환경과 분리되어 작용제를 

이용한 시험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생물안전작업대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Fig. 9. Equipment for animal experiment

       A. Isocage,

       B. Cage changing station

5.2 ABL-3 구역에서의 동물시험

  ABL-3 구역을 이용한 동물시험은 생물안전작엄대를 

이용한 시료준비, 실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조작, isocage

를 이용한 실험동물 수용 및 관찰로 진행된다. Cage 

changing station은 필요시 실험동물에 대한 추가조작 

및 깔집 교환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Fig. 10. Animal experiments in ABL-3 laboratory

 A, B. Animal holding in isocage,

 C, D. Bedding change using cage chang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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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오염제거 및 멸균/

제독

6.1 증기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훈증소독

  시험장비는 과산화수소 증기 발생기(CLARUS C, 

Serial # 2011011071)를 이용한다.

Fig. 11. Hydrogen peroxide vaporizer

  증기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오염제거를 위하여 오염

제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계를 실험실 내부에 

배치한다. 멸균공간 내의 기존 장비 등은 공기 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재배치한다. 발생된 과산화수소 

증기의 확산을 고려하여 증기 과산화수소 발생장치 및 

선풍기를 배치한다. 실험실 내부의 멸균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멸균공간 밖에 원격 제어장치를 배치한

다. 장비의 연결 상태와 온도, 습도 등을 최종 점검한 

후, 멸균 cycle을 시작한다. 실험실 내부에 대한 준비작

업이 끝난 후, 테이프로 밀폐하고 안전표시를 부착한

다. 멸균 사이클이 시작되면 과산화수소 센서를 이용

하여 과산화수소 증기의 누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에 추가적인 밀폐조치를 취한다. 멸균 cycle이 

종료된 후에는 밀폐한 테이프를 제거한 후, 과산화수

소 센서를 이용하여 내부의 과산화수소 농도가 1 ppm 

이하가 된 것을 확인한다. 오염제거 장소 내부로 이동

하여 지표계를 수거한다. 화학적 지표계는 색깔변화를 

통하여 증기의 노출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고 생물학

적 지표계는 배지에 수거하여 55 ℃에서 7일간 배지

를 배양한 후, 지표균의 성장여부를 확인한다.

  Fig. 12. Decontamination of facility with hydrogen 

peroxide vapor

  A. Placement of indicators,

  B. Preparation of decontamination,

  C. Closure of laboratory, D. Process monitoring,

  E. Culture of indicator, F. Result confirmation

6.2 고압증기멸균기를 이용한 고압멸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는 미생물 실험구역에 1

대, 동물실험구역에 1대의 양문형 고압멸균기(PSS8, 

PRIMUS, USA)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실험실에는 실

시간 멸균이 가능한 소형 고압 멸균기(SX-700, 

TOMY, JAPAN)가 설치되어 있다. 양문형 고압멸균기

의 작동을 위하여 지하 기계실에 의뢰하여 스팀을 넣

은 후, 장비의 전원을 켠다. 이후, 멸균테이프를 멸균

물품에 붙이거나 생물학적 지표계를 고압증기멸균기 

내부에 배치한다. 멸균할 물품은 고압증기 멸균기의 

문을 열고 내부에 배치한 후, 멸균기의 문을 닫고 멸

균을 진행한다. 멸균이 종료되면 멸균기의 문을 열고 

멸균된 물품을 꺼낸 후, 내부반입 혹은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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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3. Sterilization using high pressure steam 

sterilizer

A. Small steam sterilizer, B. 2-door steam sterilizer,

C. Confirmation of sterilization using indicator tape,

D. Conformation of sterilization using biological 

indicators

7.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폐기물 처리

7.1 의료폐기물의 개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

물은 의료폐기물로 취급한다. 폐기물은 적절한 멸균 

및 제독절차를 거친 후, 계약된 폐기물 업체를 통하여 

수거 및 배출한다. 의료폐기물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 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및 일반의료 폐기

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의료 폐기물은 시설 내에 

15일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7.2 폐기물의 처리절차

  적절한 멸균 및 제독절차를 거친 폐기물 및 폐기용

액은 폐기용 전용용기에 담는다. 일차적으로 생물안전 

표시가 된 전용봉투에 폐기물을 담고 골판지로 만들

어진 이차 용기에 넣어 밀봉한다. 폐기용액은 폐기용

액용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다. 전용용기의 표면에는 

폐기물 종류, 배출자 및 수거일 등 필요사항을 기재한

다. 밀봉된 폐기물은 폐기물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

적으로 수거 및 배출한다.

Fig. 14. Waste disposal

     A. Waste container, B. First packing,

     C. Second packing,

     D. Waste disposal by contracted company

8. 결 론

  국방과학연구소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2010년

도에 허가된 이후, 다양한 작용제 시험을 진행하였다. 

허가된 시험시설은 상주하는 인원에 의하여 지속적으

로 관리되며 자격을 갖춘 업체를 통하여 매년 시설에 

대한 재검증 과정을 진행하여 필요사항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안전하게 운영

중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생물학 작용제를 이

용한 연구 및 해독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Fig. 15. Certificate of BL-3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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