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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선별진료소, 이동식 음압병동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다양한 종류의 감염성 물질
취급시설이 증가하고 이동식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 대한 수요가 예측됨에 따라 이동식 생물안전 시설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설치·운영기준 등이
필요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식 실험실 시장 조사 및 논문, 특허 등의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하여 이동식 생물안전 3등급 시설(Biosafety
Level 3, BL3)의 국내·외 개발 및 설치기준 동향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국내의 경우 이동식 생물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 분석을 통해
이동식 생물안전시설이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의 연구시설 및 감염병예방법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 기준
항목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국외의 경우도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동식 실험실의 분류와 설치·운영 등에 대한 연구 활동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이동식 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생물안전 지침을
근거로 제작되고 있으나, 이동식 실험실의 특성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제작·운영 지침과 절차가 공개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동식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안전한 운영 및 연구원들의 생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BL3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는 별도의 이동식 생물안전
시설을 운용 특성을 반영한 국가 기준 및 지침이 필요하며, 이 기준 및 지침은 이동식 생물안전 위험 유형과 등급에 맞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검색어 :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이동식 실험실, 생물안전, 설치·운영 기준

들어가는 말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백신·치료제 개발 역량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진단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유출을

중국에서 2020년 12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 첫 감염자 발생을

차단하는 생물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한 이래로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있다. 생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위해를 이해하고

감염증-19(코로나19) 사망자는 2021년 11월 6일 09:00 기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5,024,231명을 넘어서고 있다[1]. 이는 중국, 홍콩 등 11개 국가에서

생물위해를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위해란 취급하 는

774명이 숨진 2003년 사스(SARS: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병독성이 실험 과정 중 발생할 수

2012년 이후 27개 나라에서 866명이 사망한 메르스(MERS: 중동

있는 노출 가능성과 결합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정도라 정의

호흡기증후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1918년 5,000만 명이

내릴 수 있다. 취급하는 미생물은 그 병독성과 전염성 등에 따라

목숨을 잃은 스페인 독감 이후 최대의 인명 피해와 경제적 충격을

4개 위험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미생물을 취급하는 과정 중

주고 있다[2].

발생하는 노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비적·환경적 대책인

이러한 신·변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의 생물안전 등급이 결정된다. 이렇듯 연구자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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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지역사회 유출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생물안전 시설은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로, Bacillus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총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anthracis, Brucella abortus, Yersinia pestis, SARS virus, Yellow

등급별로 생물안전 지침, 장비, 밀폐시설 등의 적합한 생물안전

fever virus도 여기에 해당된다[3]. 제3위험군 미생물을 안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의 시설 기준을 살펴볼

초래한 코로나-19 감염증의 병원체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Severe

것이며, 이러한 기준들을 이동식 실험실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식으로 안전을 보장할지 여부에 대하여

그 중 제3위험군 병원체에 해당된다. 제3위험군은 사람에게

분석하였다.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의 공조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볼

배기

배기

급기

BL3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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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횟수 : 12회
C/R 풍량 : 3500 CMH

공기조화기

BL3 실험실 공조 덕트 계통도

그림 1. 일반적인 BL3 실험실 공조계통도

표 1. 이동식 실험실 관련 설치·운영항목 적용 가능성 분석
위해성
이동식 실험실 설치·운영기준 상 현행 생물안전 시설 기준 적용 검토 항목
위해요소

병원체 취급과정
병원체 유출
폐기물/폐수 발생

병원체

감염성 에어로졸 발생

모바일 실험실 내부에 비상샤워 설치 어려움
양문형 고압 증기 멸균기 설치 불가 및 폐수처리 시스템 설치 불가
폐기물의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기 어려움
밀폐구역 내부 공기를 상시 음압 유지 및 재순환 방지와 사용되는 현장마다 검증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모바일 실험실을 위한 맞춤형 생물안전 교육 어려움

생물안전 규정/지침 및 비상 대응

현장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생물안전 조직(IBC,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 생물안전 관리규정,
생물안전 지침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과 적용이 어려움

병원체 및 폐기물 보관

생물보안 유지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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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바와 같이 전외기(全外氣) 방식이다. 즉, 급기용 공조기와

없었지만, 2020년 ㈜비에스써포트에서 수행한 질병관리청 정책연구

배기용 공조기가 각각 따로 있어 급기용 공조기는 100% 신선한

용역사업의 “생물안전시설 위해관리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 연구를

외부 공기로 실내를 급기하고 배기용 공조기는 헤파필터를 통과한

통해 이동식 BL3 실험실에 대한 국외 기준, 적용 사례, 다양한

정화된 공기상태로 실외로 배기한다. 이는 BL3 시설 내 존재할 수

설치·운영적 요소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이동식 생물안전

있는 감염성에어로졸 등 위해물질이 밀폐구역 내부의 다른 구역으로

시설에서는 일부 세부항목에서 기존의 생물안전 시설 기준을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실내 공기를 재순환이 없이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6](표 1).

배기하는 공조방식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아 시설 운영

2. 국외 동향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BL3 시설은 2021년 11월 현재까지 약 80개소가
허가되어 운영되고 있지만[4],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이동식 생물안전 실험실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연구시설인

및 시설들을 보편적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BL3 시설에 대한 사용 요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5].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회사로는 미국의 Gemfree, Orlando system, Certek,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워킹 스루(Walking thru) 등의 검체

독일의 Fraunhofer, 중국의 Firstbio, 터키의 Berkito사 등이 있다.

채취시설, 이동식 선별진료소, 이동형 음압병실 등 감염병 확산을

이들 회사의 제품들은 BL2, BL2+, BL3급 생물학적 등급에

예방하기 위한 생물안전개념이 적용된 다양한 이동형 시설들이

따라 여러 유형의 장비로 제작,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사용되고 있으나, 이동식 생물안전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체계적인 분류, 사용 및 지침 등은 유럽을 제외하고는 마련되어 있지

기준이 아직 없어 자체적인 설계를 통해 제작·운영되고 있다. 특히

않은 실정이다.

이동식 생물안전 시설은 근로자 보호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다른 어떤 시설보다 엄격한 설치·운영이 요구되는 시설로, 생물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설비와 안전한 운영 대책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기준 개발은 생물안전 시설 외 다양한 시설의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유럽 동향
유럽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유럽연합(EU)의
자금지원으로 8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에볼라바이러스 퇴치와
지원에 관한 MIRACLE (Mobile laboratory Capacity for the Rapid

이 연구는 이동식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 대한 국내·외
개발 동향 을 파악 하여 향후 국내 이동 식 생물안전 시설의
설계·제작·설치·운영 등의 기준 마련에 활용하고자 한다.

Assessment of CBRN Threats Located within and outside the
EU)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동식 생물안전 실험실에 대한 개념과
체계를 수립하였다[7,8]. 2019년 10월에 WHO는 글로벌 질병경보
및 대응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GOARN)와 함께 이동식 실험실 분류 지침을 마련하고 기술표준에

몸말

중 점을 둔 이동 식 실험실에 대한 범유럽 공 동 작 업그룹 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1년 신속대응 이동식 실험실(Rapid

1. 국내 동향

Response Mobile Laboratory, RRML)지침서 초판을 발행하였다[9].
발행된 지침서는 WHO 유럽지역에서의 RRML에 대한 비전과

국내의 경우 기존의 생물안전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전략을 수립하고 고위험 병원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생물학적

고려하여 이동식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을 개발, 제작한 사례는

위험에 대한 RRML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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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은 10여 년에 걸친 체계적인 연구로 생물학 분야는 물론

미국의 경우 이동식 생물안전 실험실은 BMBL 6th [11]을

화생방(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CBRN)

포함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

분야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된 개념을 바탕으로 지침서를

Prevention, CDC)의 지침들을 기반으로 광범위하게 보급, 운영되고

제작하였으며, 현재는 기능과 모듈에 대한 상세 표준화 프로세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침서 상에서는 이동식 실험시설에 대한

진행 중에 있다.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인 생물안전 시설의 설치·운영적
기준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2) 미국 동향

관련 호흡기, 혈액 및 소변 검체와 같은 환자 검체를 취급하는 임상

그림 2. RRML 유형 및 예상 모듈 용량의 권장 절차[9]

그림 3. 이동식 생물안전 3등급 배포 및 사용을 위한 물류 계획 및 위해성 분석 구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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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동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실 배치도(Germfree)
출처: https://www.germfree.com/biocontainment/modular-laboratories/biogo-40-bsl-3-iso-container/

실험실, RNA와 관련된 모든 작업들은 BL2 실험실 시설 내에서

인도의 경우 2020년 4월 WHO의 실험실생물안전매뉴얼(Laboratory

수행되어야 하고, 바이러스 분리, 배양 등과 같은 고농도의 코로나19

Biosafety Maual, LBM) 및 ICMR(Indian Council of Medical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절차는 BL3 이상의 시설에서 실행되어야

Research)의 생물안전 표준에 따라 하루 최대 2,000개의 바이러스

한다는 것이다.

샘플을 처리할 수 있는 2개의 컨테이너를 연결한 모바일 실험실을

하지만, 실험, 보관, 운송, 오염 제거 및 사고 대응 등 다양한

최초로 개발한 자료가 있다[14].

업무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식 생물안전시설의 특성상
기존의 설치·운영 기준들을 광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운영상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생물학적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되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2].

맺는 말
이동식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국내·외 개발현황 및

앞에서 언급한 이동식 실험실의 대표적인 회사에서는 BL2,
BL2+, BL3급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설치기준 관련 조사·분석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제작 및 설계 지침은 BMBL에
따른다고만 언급되어 있다.

( 1 ) 국 내의 경우 기존의 생물안전 시설 관련 기준 을 고려한
이동식 생물안전시설 개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동식

3) 기타지역 동향

생물안전시설에 대한 기존의 생물안전 시설 기준 적용 분석

중국의 경우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EVD) 진단 지원을

결과, 현행 생물안전 3등급 설치·운영 관련 일부 세부기준

위하여 이동식 BL3 등급 시설(MBSL-3)을 서아프리카에 지원하여
1,635건의 EVD 의심 검체를 진단하였으며, 홍콩과 중국 내 다수의
회사에서 BL2, BL3급 이동식 실험실을 제작하고 있다[13]. 특히
Hunan Runmei사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항목들은 적용이 불가하였다.
(2) 유럽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동식 실험실의 분류와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연구활동이 진행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대부분의 이동식 실험실이 일반적인 생물안전 지침인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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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생물안전매뉴얼(LBM)과 미국 CDC의 지침자료들을 근거로
제작되고 있으나, 이동식 실험실의 특성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제작·운영 지침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4) 이동식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통해 연구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BL3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국가 기준 및 지침이 필요하며,
이 기준 은 이동 식 생물안전 위험 요인과 등 급에 맞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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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in mobile biosafety level 3 laboratory development
Kyungjong Sim, Minwoo Park, Haengseop Shin
Division of Biosafety Evaluation and Control, Bureau of Healthcare Safety and lmmunization,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KDCA)
Yousin Jun
Woosem co. ltd.
Sungjae Lee
Energy & Environment Coop.

Mobile biomedical facilities are high security, state of the art facilities which enable scientists to safely handle infectious
materials. When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became a global pandemic various forms of mobile biomedical
facilities were developed with specific purposes such as screening stations, and mobile negative pressure isolation rooms.
Biosafety addresses the safe handling and containment of hazardous biological materials and infectious microorganisms.
There are four levels. This article examined biosafety level 3 (BSL3). Due to mounting demand, mobile biomedical facilities
such as BSL3 labs, biomedical facilities used to study infectious agents or toxins that may be transmitted through the air and
cause potentially lethal infection, were expected to rise. To ensure the safety of worker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t is critical to establish guidelines and national standards specific to mobile biomedical facilities. Through
in-depth analysis of the available data regarding current mobile biosafety facilities including relevant patents and research
articles, this article explored recent trends in standards and requirements related to BSL3 labs.
According to studies conducted domestically, mobile facilities do not meet the operational and facility standards of BSL3
labs based on relevant laws such as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and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rough the search of open sources regarding global BSL3 labs, this article found no available research data that indicated
the existence of operational and facility standards for mobile biomedical facilities except for those in Europe. Findings
indicated that most mobile biomedical facilities operating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were built based upon reputable
biosafety guidelines such as the Laboratory Biosafety Manual (WHO), and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CDC). There were no specific guidelines or procedures which indicated the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mobile biomedical facilities. This article recommended that guidelines and standards be established to reduce the risk
factors in biosafety.
Keywords: Biosafety Level 3, Mobile laboratory facility, Biosafety, Operational and faci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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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existing air conditioning systems for biosafety level 3 (BL3) laboratory

Table 1. Hazards and challenges i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mobile biomedical facilities
Risk
Hazard

Process
Environmental release
Biowaste and effluent

Generation of infectious aerosol
Pathogen

Comparing the standards for mobile laboratory with those for biosafety laboratory
Difficult to install emergency shower systems in mobile labs
Unable to install double door autoclave and effluent decontamination systems in mobile labs
Difficult to inactivate infectious biowaste
Difficult to maintain negative pressure in containment zones
Difficult to install air handling units without recirculation
Difficult to validate all built-in systems and equipment relevant biosafety on site
Difficult to establish biosafety training programs which are site-specific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for
biosafety, emergency response

Repository of pathogen and
biowaste

Difficult to establish oper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s,
and biosafety officers
Difficult to establish institutional policies and standard procedures which are directly applied
on site
Difficult to maintain biosecurity 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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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mmary of procedures recommended by Rapid Response Mobile Laboratory (RRML) type and estimated modular
capacity [9]

Figure 3. Logistics planning and risk analysis framework for mobile biosafety level 3 (MBL3) deployment and us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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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bile biosafety level 3 (MBL3) laboratory (Germfree)
Source: https://www.germfree.com/biocontainment/modular-laboratories/biogo-40-bsl-3-iso-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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