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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spread of novel and highly variant pathogenic viruses, including the coronavirus
(SARS-CoV-2),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diagnostic testing for rapid confirmation. This has
resulted in investigating the functional capability of each space, and preparing facility guidelines to
secure the safety of medical technologists. During viral evaluations, there is a requirement of
negative pressure facilities along with thread separation, during pre-treatment of samples and
before nucleic acid amplification. Space composition therefore needs to be planned by considering
unidirectional air flow. This classification of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is designated as biosafety
level 2,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is placed accordingly. In case of handling dangerous
materials, they need to be carried out of the biosafety cabinet, and sterilizers are required for suitable
disposal of infectious agents. A common feature of domestic laboratories is maintenance of the
sample pre-treatment space at a negative pressure of −2.5 Pa or less, and arranging separate
pre-treatment and reagent preparation spaces during the test process. We believe that the data
generated in this study is meaningful, and offers an efficient direction and detailed flow for
separation of the inspection process and space functions. Moreover, this study introduces
construction of the laboratory by applying th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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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ARS-CoV-2에 의한 감염증은 2020년 2월 11일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로 명명되었으며, 발열,

2019년 후반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최초로

마른기침, 호흡곤란, 호흡기 질환 및 폐렴으로 인한 심각한 급성

보고된 이후, 2020년 1월 하기도 검체를 통해 관찰된 폐렴 원인

호흡기 증후군을 생성하고 호흡부전 및 사망을 초래한다[2].

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인 severe acute respiratory

SARS-CoV-2의 감염경로는 기침, 재채기, 대화, 노래 또는 심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로 확인되었다[1].

호흡을 할 때 작은 비말입자가 입이나, 코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3]. 이를 진단하는 분자유전검사실은 시대의 변화 추세에 맞추
어 진단검사 방법을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부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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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진단검사 방법 및 체외진단
용 의료기기의 신규 개발과 도입 상황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정
확한 진단검사 결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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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의료기관의 성장과 진단검사실의 첨단화에 따라 신규

대한 흐름도를 제시하였다[9]. 진단검사 과정 및 절차 측면의 경

진단검사 장비의 도입, 검사실의 신설ㆍ확장ㆍ이전 등이 이루어

우,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우수검사실 기준에 부합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자의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전

1,000병상급 진단검사 수요를 가지고 있는 S 종합병원을 기준

용 검사실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으로 분석하였다.

분자유전검사실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임상검체에는 바이
러스, 세균, 진균 등 수많은 인체 감염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 진단검사 공간 구성 측면

임상검체를 취급하는 검사자들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

관련 분야의 전문 참고문헌에 따라 기구축 되어있는 진단검

관 종사자들에 비해 감염원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

사 공간의 도면 분석을 통해 진단검사 절차 및 기능별 구성비와

이다[4]. 또한 진단검사 장비의 소음, 분진 및 진단검사에 사용

기능에 따른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진단검사 공간 구성 측면

되는 여러 화학물질에 노출됨에 따라 검사자의 안전을 위협할

은 미국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수 있으며, 다양한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체외

https://clsi.org)에서 발행한 검사실 설계(CLSI QMS-04-ED3

진단검사의 특성상 환자가 방문하지 않는 환자 접점지역이 아니

Laboratory design, 2016)와 분자유전검사실 환경 구축(CLSI

기 때문에 국내 유전자검사기관 관련 단체의 검사실 진단지침에

MM19-A3 Establishing molecular testing in clinical

서도 포괄적인 검체 처리 및 검사방법과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

laboratory environments, 2011)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한 적용 지침만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5, 6]. 또한 진단검사실

SARS-CoV-2를 포함한 고병원성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위한

공간 구축에 대한 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자유전검사실 공간 설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국내의 연구 및 관련 지침이 미흡하고 진단검사의 절차 흐름에
따른 진단검사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설비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며[7],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단검사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8].

3. 안전관리 측면
생물학적 안전등급을 기준으로 진단검사 시설을 분류하고 그
에 따른 물리적 봉쇄 장치, 개인 보호구 착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SARS-CoV-2를 포함한 신종 및

진단검사 시설 구축 기준을 파악하였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생

변종 고병원성 바이러스(highly pathogenic virus)의 확산과

물안전등급 기준은 국내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물안

함께 이를 확진하기 위한 진단검사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요

전관리 지침과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생물

구되는 분자유전검사실의 신규 구축, 확장 및 임시 진단검사 시

학적 안전등급을 분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기준을 확인하였다

설 구축에 필요한 검사 절차에 따른 공간별 기능을 조사하고 임

[10, 11].

상병리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물학적 안전관리와 진단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분자유전검사실 구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표준화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4. 병원별 구축 사례
진단검사 과정 및 절차, 진단검사 공간 구성, 안전관리 또는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세 가지 측면의 연구 방향을 기준으로 현
재 고병원성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800병상 이상

재료 및 방법

의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질의응답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사례 의료기관의 병상 수, 설립연도, 세부도면과 소요면적

본 연구는 진단검사 과정 및 절차, 진단검사 공간 구성, 안전

및 공간 분리 현황을 확인하고, 고병원성 바이러스 진단검사 시

관리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행하였으며, 질의응답 방식

행 건수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던 검사의

의 설문조사 방법으로 800병상 이상의 5개 병원의 구축사례를

평균값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간배

비교하였다.

치 및 정보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1. 진단검사 과정 및 절차 측면
분자유전검사(분자진단검사), 감염관리, 생물학적 안전관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분자유전검사실(분자진단검사실) 내 진
단검사 공간별 구성과 개념을 분석하고 진단검사 절차와 기능에

www.kjcls.org

Korean J Clin Lab Sci. Vol. 53, No. 2, June 2021 145

결 과

reaction, PCR)을 이용하는 분자진단 검사의 경우, 검체의 전
처리나 핵산 추출 과정에서의 완결성 정도가 곧 검사자의 안전

1. 검사과정 측면

및 결과의 신뢰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검사실 환경의 오염 가능

현재 SARS-CoV-2 감염 진단을 위한 real-time RT-PCR

성을 최소화하는 공간 설계가 중요하다[12]. 가장 중요한 세 가

은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토콜마다 검출하

지 요소는 첫째, 핵산 증폭 전 공간(pre-amplification)과 증폭

는 유전자 부위에 차이가 있다. 다양한 프로토콜 가운데, 두 개의

후 공간(post-amplification)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유전자를 검사하는 프로토콜은 한 개의 유전자를 선별 검사, 나

두 번째, 환기 및 공조 시스템으로 공기 흐름이 한 방향으로 흐르

머지 한 개의 유전자를 확인 검사로 사용하는 2단계 해석 알고리

도록 환기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업무

즘을 기준으로 검사과정 단계별 공간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고

흐름을 고려하여 검사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공간을 구성하

그에 따른 업무흐름을 확인하였다. 유전자 검사과정의 단계별

고 작업 라인을 배치하여야 한다[12]. 이를 기준으로 검사실은

순서로 시약 준비, 검체 전처리, 핵산증폭, 증폭산물 분석단계를

최소한 두 개의 공간이 필요하며, 이상적으로는 완벽하게 독립

통해 임상에 검사결과를 전달하게 된다[12].

된 세 개의 공간이 필요하다. 각각의 공간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

진단검사의 첫 번째 과정은 검사에 사용될 시약의 분주 및 혼

과 같다.

합과정으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양압이 적용된 공간에서 실시한다. 두 번째 과정은 검체 전처리

1) 시약 준비실(reagent preparation room)

를 위해 감염이 의심된 검체가 의뢰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접

시약 준비를 위한 전용공간이어야 하며, 시약보관, 시약준비,

수를 하고 검체를 전처리 공간으로 이동 후 포장을 제거하는 과

Master 혼합 시약을 제조하는 곳으로 공기유입을 방지하기 위

정에서부터 핵산 추출까지를 말하며, 음압검사실 내부 생물학

하여 양압(positive air pressure)을 유지해야 하며, 이 공간에

적 안전 실험대(biological safety cabinet, BSC)에서 진행하

서만 착용하는 전용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ve equip-

여야 한다. 세 번째는 추출된 핵산을 장비에 장착하여 증폭하는

ment, PPE)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간으로 오염방지를 위해 음압시설 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핵산 증폭된 산물의 분석 및 결과 정리를 위한 공간으

2) 검체 준비실(sample preparation room)

로 공조 시설과 관계가 없는 공간에서 정해진 결과형식에 맞춰

검체를 개봉해서 전처리하여 핵산을 추출하고, 정도관리는

결과보고 과정을 진행한다(Figure 1).

시행하는 공간으로 음압(negative air pressure)을 유지하여
야 한다. 음압 공간에서 양압 공간으로 이동시 PPE를 교체하고

2. 공간구성 측면

이동하여야 한다.

핵산을 증폭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Figure 1. Flow chart for SARS-CoV-2 diagnost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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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폭 후실(post-amplification room)

각 실별 사용하는 검사 기구(PPE, 파이펫 등) 및 재료는 각방에

핵산 증폭 및 결과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으로 이 공간에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실간 이동시 장갑은 교체해야 하며, 냉

서 엠플리콘(amplicon) 증폭 조작 후 과정이 진행되므로 오염

장고, 냉동고나 시약 등은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분석 과정 중 시험

핵산 증폭산물 보관은 시약과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면 안 된다

관을 개봉하는 조작 또는 시약 추가하는 작업은 잠재적인 오염

[13].

과정 중 하나이다. 증폭 후실 공간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
압을 유지하여야 한다(Figure 2).

이상적인 분자유전검사실은 시약 준비실, 검체 준비실, 증폭
후실을 각각 독립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각실 이동은 순

각 실별 이동은 최대한 제한해야 하며, 실간 출입문은 인터락

방향으로 진행하고, 역방향으로 가는 동선을 만들지 않는 단방

장치를 통해 양문이 같이 열리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향 검사흐름(unidirectional work flow)을 고려해서 만들어

Figure 2. Laboratory design with emphasis on barrier containment and unidirectional workflow.

Figure 3. Establishing molecular testing
in clinical laboratory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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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12]. 전실은 음압을 유지하고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여닫

평가(risk assessment)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선 특정상황에서

히지 않게 해야 하며, PPE 보관장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

위험도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1) 감염원의 병원성,

하여야 한다. 전실은 오염된 공기가 다른 구역으로 흘러 들어가

2) 전파경로 및 감염량, 3) 환경에서의 병원체의 안정성, 4) 검사

는 것을 줄여 각기 다른 공기압의 두 영역 사이의 공기 잠금 또는

실에서 배양 또는 사용되는 감염원의 농도 및 양, 5) 병원체의 숙

전환 공간 역할을 하여 나머지 독립된 작업 공간의 양압 또는 음

주범위 및 감수성 변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는 취급 대상

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각 공간으로 출입

의 병원성 미생물의 위해도에 따라 취급시설, 장비 및 운영에 따

할 때에는 이러한 전실을 경유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검체 준

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구분하는

비실은 검체 취급 및 준비, PCR 준비를 하는 공간으로 시약 준비

생물학적 안전등급(biosafety level, BSL) 기준을 따른다[11].
먼저 고위험 바이러스 검체를 취급하는 병원시설에서는 바이

실과 전실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Figure 3).

러스가 가지고 있는 위해도 정도에 따라 BSL을 정하고 위험군별
3. 안전관리 측면

구분된 병원체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면 위해도 평가 내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검사실에서 생물학적 위험이 의심되는

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위해도에 따른 BSL 단계별 시설 요

임상 검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이 감염특성

구사항은 Table 1과 같으며, 미생물 관련 검체를 취급하는 모든

이나 경로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사

검사실에 대해서는 생물안전 2등급 이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2].

다[11].

고위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검사실 계획단계에서 위해도

Table 1. Biosafety level and safety equipment according to each risk group
Risk
group

BSL

Safety equipment
(primary barriers)

Practices

1
2

Basic – BSL 1
Basic – BSL 2

Standard microbiological practices
BSL-1 practice plus
- Limited access
- Sharp precautions

3

Containment
– BSL 3

BSL-2 practice plus
- Controlled access
- Decontamination of all waste

4

Maximum
containment
– BSL 4

BSL-2 practice plus
- Clothing change before entering
- Shower on exit
- All material deontaminated
on exit from facility

Facilities
(secondary barriers)

No primary barriers required
Primary barriers
- BSC used for all manipulations
of agents of infectious materials
- PPE: gown, gloves, face shield
Primary barriers
- BSC used for all open
manipulations
- PPE: Protective laboratory
clothing, gloves, face, mask

Laboratory bench and sink required
BSL-1 plus
- Autoclave available

BSL-2 plus
- Physical separation from
access corridors
- Self-closing, double-door access
- Exhausted air not recirculated
- Negative airflow into laboratory
- Entry through airlock or anteroom
- Hand washing sink near laboratory
exit
BSL-3 plus
- Separate building or isolated zone
- Dedicated supply and
exhaust, vacuum, and
decontamination systems

Abbreviations: BSC, biological safety cabinet; BSL, biosafety level; NP, negative pressure;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able 2. Information of the hospitals surveyed in genetic testing
Medical center

Beds

Opening

HPVTS per month

Lab. area (m2)

A
B
C
D
E

2,155
1,751
1,996
1,500
813

1962
1978
1994
1982
1999

20,000
18,000
15,000
2,800
2,100

53.20
24.25
51.15
26.95
25.52

Separation of work place
3
2
4
2
1

(Renovation)
(Temporary)
(Temporary)
(Temporary)
(Renovation)

Strength of NP (Pascal)
−2.5
−2.8
−3.5
−4.5
−2.5

Abbreviations: HPVTS, highly pathogenic virus testing specimen; NP, negativ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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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병원 사례
4. 의료기관별 구축 사례

임시로 설치한 검사실로 전체면적 24.00 m2이고, 월평균

설문조사에 참여한 5개 의료기관의 병상수, 설립연도, 검사

18,000건 이상 검사를 진행하고, 공간구분은 전실, 고위험검사

실 면적과 공간분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도면과 해당하는

실로 구분되어 있다(Figure 4B). 음압을 유지하는 실은 고위험

공간의 음압수준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6개

검사실로 −2.8 Pa을 외부음압장치를 사용하여 유지하고 있으

월간 진행했던 검사건수의 평균값을 정리하였다(Table 2). 각

면, 전실은 −0.5 Pa를 유지시켜 음압검사실과의 차이를 유지

의료기관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켜 감염원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검사자 안전관리를 위해
BSC가 2대 설치되어 있다. 시약준비 공간과 증폭 전, 후 공간이

1) A병원 사례

분리되지 않으며, 면적대비 많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시로 미생물 결핵검사실의 기능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검사
실로 전체면적 53.20 m2이고, 월평균 20,000건 이상 검사를 진

3) C병원 사례

행하고, 공간구분은 시약 준비실(전실 공용), 검체 전처리실, 핵

기존 분자검사실의 위험도 평가기준 사용불가 판정으로 임시

산 증폭후실로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다(Figure 4A). 음

구축한 고병원성 바이러스검사실로 전체면적 51.15 m 이고,

압을 유지하는 실은 검체 전처리실, 고위험검사실로 두실에 대

월평균 15,000건 이상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구분은 전

해서 −2.5 Pa을 외부음압장치를 사용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실, 검체 전처리실, 시약준비실과 분석실로 구분되어 있다

전실을 보호구 착용, 시약분주 공간 병행해서 사용하고 −0.5

(Figure 4C). 음압을 유지하는 실은 전처리실과 전실로 전처리

Pa을 유지시켜 음압검사실과의 차이를 유지시켜 감염원을 외부

실에 −3.5 Pa를 내부음압장치를 사용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전처리실과, 증폭후실에 BSC를 설치하

전실은 −0.5 Pa를 유지시켜 음압검사실과의 차이를 둬서 검사

여 검사자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가 되어있다. 분리된 각 실의 세

중 감염원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검사자 안전관리를 위해

면대의 위치가 안쪽에 위치되어 오염요인이 될 수 있다[11].

유리한 공간배치를 하고 있다. 핵산 추출실에서는 시약 증폭 전

2

단계 과정의 시약 조재를 진행하고, 핵산이 증폭된 후 조작과정
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에서 진행할 수 있게 구분함으로써 효율

Figure 4. Cases of building laboratory
for diagnostic SARS-CoV-2 tests.

www.kjcls.org

Korean J Clin Lab Sci. Vol. 53, No. 2, June 2021 149

적인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처리 실에는 BSC를 배치

한 생물학적 안전등급의 현황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

하여 생물안전을 위한 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임시시설로 인

시하는 연구[18], 미국, 영국, 독일 중심으로 검사실 공간구조와

한 음압유지 장치가 내부에 배치됨을 알 수 있다. 시약준비실은

설비기준에 대한 시설관련 법적 기준을 제시한 연구[19] 등을 통

청결구역으로 양압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시설을 감안하여

해 국내 진단검사의학부 시설의 표준화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Clean bench를 사용하여 양압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

있었다. 진단검사의학회에서 배포하는 고위험 바이러스 검사실
진단 지침으로 MERS, COVID-19의 표준지침은 검사실 생물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구, 검사과정 중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

4) D병원 사례
2

신축한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사실로 전체면적 26.95 m 이
고, 월평균 2,800건 이상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구분은

수칙을 언급하고 있지만 공간구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
다[5, 20].

전실, 고위험검사실(전처리, 시약준비, 증폭)로 2가지 구분된

본 연구는 고위험 바이러스검사를 위한 신설, 이전 및 임시시

다. 음압을 유지하는 실은 고위험검사실과 전실로 고위험검사

설 구축에 따른 검사흐름과 표준화를 위해 CLSI 기준으로 공간

실에 −4.5 Pa를 외부음압장치를 사용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별 기능을 확인과 함께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전실은 −0.5 Pa를 유지시켜 음압검사실과의 차이를 둬서 검사

biomedical laboratories (BMBL)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적

중 감염원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검사자 안전관리를 위해

용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국내 검사실 사례를 조사하여 다음과

유리한 공간배치를 하고 있다(Figure 4D). 전처리, 시약준비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사례 조사를

증폭과정이 한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검체에 대한 안전관

진행했던 병원의 검체 접수, 보관방법이나 폐기 절차에 따른 구

리를 위해 BSC가 설치되어 있었다. 실험대의 거리 및 물품을 보

분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핵산증폭검사의 오염율 및 검사인원

관할 수 있는 공간의 배정은 업무상 효율이 좋아 보이나, 시약준

수에 따른 필요한 면적 산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 공간과 증폭 전, 후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다.

점이다. 검사과정의 세부흐름과 공간별 기능을 분리하고 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한 검사실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일시적
으로 적용 가능한 임시시설과 결핵검사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5) E병원 사례
2

임시로 설치한 검사실로 전체면적 25.00 m 이고, 월평균
2,100건 이상 검사를 진행하고, 공간은 고위험 바이러스검사 1실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
료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로 구성된다. 고위험검사실은 −2.8 Pa을 외부음압장치를 사용
하여 유지하고 있으면, 전실은 별도로 배치하고 있지 않으며 외

요 약

부에서 보호구 착용 후 검사를 진행하며, 전처리 과정은 실 내부
BSC에서 진행하며, 시약분주 공간은 좌측공간에서 진행하게

최근 SARS-CoV-2를 포함한 신종 및 변종 고병원성 바이러

된다. 핵산증폭과 핵산 증폭 후 과정은 파티션이 설치된 안쪽공

스의 확산과 이를 확진하기 위한 진단검사의 수요가 증가함에

간으로 이동해서 진행한다. 시약분주 공간의 오염위험에 대한

따라 분자유전검사실 구축 시 필요한 공간별 기능을 조사하고

대책이 필요하며, 핵산증폭 전후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오염될

임상병리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

가능성이 높다. 세면대의 위치는 출입구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

다. 검사과정 중 검체 전처리 및 핵산 증폭 전실 및 후실 분리와

다(Figure 4E).

함께 음압설비가 필요하며, 핵산 증폭 전 공간을 분리해 단방향
작업 흐름을 고려해 공간 구성을 하여야 한다. 검사 진행과정 중

고 찰

검체 전처리, 핵산 증폭 전 단계에서 실 분리와 함께 음압시설이
필요하며, 공간구성은 핵산증폭 전실 및 후실 공간을 분리하고

고위험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검사실의 공간별 특성에

검사진행 방향을 단방향 검사흐름(unidirectional work flow)

따른 시설 관련 연구에서는 생물학적안전 2등급에 준하는 시설

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시설은 생물학적 안전

을 권장하고 있다[11]. 특히 핵산추출과정에서의 안전등급 준수

기준 2등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보호구를 배치하고, 위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13]. 임시시설 구축을 위한 필요장비의

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생물학적 안전상자 내부에서 진행해야 하

유용성을 연구하거나[16] 신규 시설을 구축하는 노력이나 과정

며, 전염성 오염물의 폐기를 위한 멸균기가 필요하다. 국내 분자

을 기술하고 있었다[17]. 또한 대만 논문의 경우 검사진행을 위

유전검사실 사례의 공통점은 검체 전처리공간을 −2.5 P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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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압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과정상 전처리와 시약준비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검
사과정의 세부흐름과 공간별 기능을 분리하고 안전관리 기준 적
용한 검사실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고, 임시시설과 결핵검사실
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방향
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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