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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국제사회는 1975년부터 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을 제정하여 인류에게 치명적인 생물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노
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2001년 9월 미국에서의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생물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고
조되었다. 또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거나, 환경 등에 유출 시
심각한 공중보건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들의 병인성
기작 연구와 진단법, 예방용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
하면서 해당 병원체들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생물안전과 생물보안 관리체계
마련․운영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거나 공중 보건학 상 위해성이 높
은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로 지정하고 국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5년에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고위험병원체 32종 리스트를 제시하
였다. 2010년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
정되면서 고위험병원체는 35종 리스트로 수정되어 ｢동법률｣에 반영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신고, 반입허가 절차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보존․안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함으로서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과 생물보안 관리에 대한 국내
이행체계를 확립하였다.
본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정보집”에서는 35종의 고위험병원체별로 생물
학적 위해등급, 병원체 특성, 감염정보, 생물안전정보 및 진단/예방 치료정
보 등을 제시함으로서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자 또는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병원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국가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

❖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에 지정된 병원체

❖ 고위험병원체로서의 관리 대상
▪ 지정된 고위험병원체는 독소 생성, 병원성, 일부 유전자 결손
여부 등과 상관없이 고위험병원체로서 국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 지정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백신주, 약독화주, 유전자재조합체
등 역시 국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 다만, 의약품으로 제품화된 백신에 포함된 병원체는 국가 안전
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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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주 (국내 ․ 외 병원체 관리 범주 용어 정의)
1. 미생물 위험군
구분
제 1위험군
제 2위험군
제 3위험군
제 4위험군

미생물 위험군 (Risk group) 분류 기준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생물체
사람에게 발병한 경우, 증세가 경미하고 예방 및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나 예방 및 치료가 가
능한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고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체

2. 고위험병원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물테러
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국가 안전관리가 필요한 병원체

3. 생물작용제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
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枯死), 질병, 일시
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물질”

4. 전략물자통제병원체 :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5. Select Agents and Toxins (미국) : "42 CFR Part 73, Possession, Use
and Transfer of Select Agents and Toxins"에 의거하여 공중보건과 동식물
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61종의 생물작용제와 독소를 “Select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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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xins”으로 지정하고, 이 중 취급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성
병원체 및 독소 13종을 "Tier 1"으로 분류하여 관리

6.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s (호주) : “National Health Security
Act”에 의거하여 생물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biological agents (병원체 및
독소)를 "Tier 1"과 "Tier 2"로 지정하여 보안 관리
- Tier 1 Agents (12종): 생물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보안
위해가 우려되는 병원체 및 독소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
- Tier 2 Agents (10종): 생물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높은 보안 위해가 우려
되는 병원체로 엄격하게 관리

7. 특정병원체등 (일본) :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병원체 등에 의한 감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4 그룹의 “특정병원체등”을 지정하여 관리
- 1종 병원체등 (5종):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병원체 등으로 후생노동대신이 허가한 자 이외에는 소지, 수입,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함
- 2종 병원체등 (6종):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병
원체 등으로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제한된 사람(허가된 소지자 등)에게만
양도 및 양수를 제한함
- 3종 병원체등 (3종):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체 등
으로 소지 및 수입 신고가 필요함
- 4종 병원체등 (10종): 병원성이 있고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원
체 등으로 취급시설, 보관, 사용, 운반 등 국가에서 정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8. Human Pathogens and Toxins (캐나다) : "Human pathogens and
Toxin Act"에 의거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인체감염 병원체와 독소를
Schedule 1~5로 지정하여 관리
- 1군 (Schedule 1):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생성한 물질 또는
미생물에서 유래된 물질

5

고위험병원체 생물안전 정보집

- 2군 (Schedule 2):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고 효과적인 치료와 예
방법이 있어 공중보건에 위해도가 낮은 Risk group 2에 속하는 미생물, 핵
산 또는 단백질
- 3군 Schedule 3):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고 공중보건에 위
해도가 낮은 Risk group 3에 속하는 미생물, 핵산 또는 단백질
- 4군 Schedule 4):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고 효과적인 치료
와 예방법이 없어 공중보건에 위해도가 높은 Risk group 4에 속하는 미생
물, 핵산 또는 단백질
- 5군 Schedule 5): 보유 및 취급이 금지된 독소 및 병원체(두창)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싱가폴) :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에 의거하여 병원체와 독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5 그룹으로 분류하여
보유, 수입, 대량배양, 수송 등에 대해 관리
- 1군 (First Schedule Biological Agents): 수입, 보유 및 대량 생산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며, 우편이나 대중교통으로 수송이 금지된 병원체
- 2군 (Second Schedule Biological Agents): 취급을 위해서 특별허가가 필
요하며, 수입 및 보유를 위해 허가가 필요하며, 대량 생산 및 우편이나 대
중교통으로 수송이 금지된 병원체
- 3군 (Third Schedule Biological Agents): 대량 생산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
며, 우편이나 대중교통으로 수송이 금지된 병원체
- 4군 (Fourth Schedule Biological Agents): 수입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며,
우편이나 대중교통으로 수송이 금지된 병원체
- 5군 (Fifth Schedule Toxins): 수입 및 보유를 위해 허가가 필요하며, 우편
이나 대중교통으로 수송이 금지된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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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균 및 진균

페스트균 (Yersinia pestis )
과 (Family)

페
스
트
균

Enterobacteriaceae

속 (Genus)
종 (Species)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 위험군

제

▷ 국내 범주

험군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 미국
▷ 호주

▷ 일본

특정병원체

▷ 캐나다

종

▷ 싱가폴

군

병원체 정보

• 페스트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이 처음으로 발견함

당시

년 홍콩에서 페스트가 발생했을

• 호기성 그람음성 막대균으로 운동성이 없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음

• 크기는

∼

㎛

• 혈액 한천배지에서

∼

℃

점조성을 띤 집락을 형성함

생존능력 혈액 검체에서

㎛ 정도이며 배양 최적
∼

∼

시간 배양할 경우 회색이나 회백색의 약간

일 사람의 조직 등에서

일 까지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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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페
스
트
균

3.1. 역학정보
• 북중미, 중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쥐벼룩이 유행하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 보고됨
• 전세계 발생의 98.7%가 알제리, 콩고공화국, 마다카스카르, 모잠비크 및 우간
다에서 발생함
•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야생설치류와 쥐벼룩을 통한 감염사례가 산발적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에는 발생된 기록이 없음

3.2. 임상증상
• 폐 페스트 (pneumonic plague)
- 애완동물이나 사람으로부터 에어로졸을 통하여 흡입한 병원균이 폐에 감염
되어 발생함
- 폐렴, 고열, 두통 증세를 보이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은 90%임
• 림프절 페스트 (bubonic plague)
- 사람 감염의 80~90%를 차지하며, 벼룩에 물린 자리나 물린 부위의 림프절
이 붓고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함
- 일반적으로 3~4일 후 패혈증을 일으키고 2~3일 후 사망함
- 감염 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은 75%임
• 패혈증 페스트 (septicemic plague)
- 림프절 페스트에서 진행되거나 상처가 난 피부를 통하여 감염되어 혈행성으
로 퍼져 발병함
- 발열, 급격한 쇼크 증상이나 혼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2~3일 이내에 전신이 흑색이 되어 사망함
※ 페스트는 항생제 사용 이전 (1900~1941)에 사망률은 66% 이었으나, 항생제
사용 이후 (1990~2010)의 사망률은 11%로 감소함

3.3. 감염경로
• 동물 간 감염환을 형성하다가 설치류 또는 벼룩에 의해 사람 주거지로 침입
하여 감염됨
• 사람 감염의 경우 감염된 설치류 및 벼룩에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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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벼룩은 애완동물에 의해 매개되기도 함
• 폐 페스트의 경우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비말을 흡입하는 경우 감염됨
• 사람 벼룩에 의하여도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함

페
스
트
균

3.4. 감염량
• 흡입 감염의 경우 100~500개의 균으로 발병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 감염된 벼룩에 물렸을 경우 약 25,000~100,000개의 페스트균이 피부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짐

3.5. 잠복기: 잠복기간은 보통 1~3일이지만, 최단 12~15시간, 최대 10일 이내임
3.6. 숙주: 사람과 200종 이상의 포유류
3.7. 병원소: 야생 설치류, 토끼목 (토끼, 집토끼), 고양이 등
3.8. 매개체: 야생 설치류의 벼룩인 Xeropsylla cheopis가 대표적이며, 사람벼
룩인 Pulex irritans에 의하여도 전파가 가능함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혈액, 종창된 림프절액 (bubo fluid), 객담, 뇌척수액, 소변, 대변, 림프절의 흡
인액, 농양, 감염된 동물의 조직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에서 분리된 균 배양액
• 감염된 조직에 직접적인 접촉
• 페스트균 배양 등 감염성물질 조작과정 중 발생한 에어로졸
• 실험동물 취급 시 감염된 벼룩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59년: 미국에서 실험자가 실험과정 중 페스트균을 흡입하여 감염됨
• 2009년: 미국 시카고의 약독화된 페스트균 (KIM D27 strain)을 취급하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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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가 실험실에서 감염되어 사망함. 이 사례의 경우 안전사고는 없었으나 취
급자의 기저질환 (장기에 철분 과다 축적이 되는 유전성 혈색소침착증)으로

페
스
트
균

인해 약독화된 KIM D27의 독성이 증대되어 감염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BL3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ABL3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설치류로부터 채집한 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2% glutaraldehyd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 ℃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160~170 ℃에
서 1 시간 이상 건열 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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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Wayson 염색, Wright-Giemsa 염색: 양극단의 특징적인 보라색 염색상 확인
• 생화학적 동정
• 형광항체법: F1 특이항체의 페스트균 반응 (황록형광색 확인)
• 혈구응집 시험법: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확인
• 효소면역측정법 (ELISA):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확인
• 웨스턴 블롯 시험: 페스트 F1 항원에 대한 항체 검출 확인
• 분자생물학적 검사: 특이 유전자 caf1, inv, pla을 이용한 PCR 확인

5.2. 응급처치 및 치료
• 페스트가 의심되면 처음 48시간은 격리 수용 (격리자의 호흡기 비말 주의)
• streptomycin을 IM/IV로 투여하며, 증상이 호전되면 경구로 전환하여 총
10~14 일간 투여
• 페스트 접촉자는 doxycycline 또는 ciprofloxacin으로 7 일간 화학예방 치료
•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지만 발병 초기에 치료할 경우 효
과가 높음

5.3. 약제 감수성: streptomycin, tetracycline, chloramphenicol (페스트성 수
막염의 경우), gentamycin (신생아의 경우)

5.4. 약제 저항성: 일반적으로 약제 저항성에 대한 우려가 적으나, 1995년 전
달성 plasmid에 의한 다제내성 (streptomycin 등) 균주가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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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백신
• 1896년 이후로 formalin을 처리한 사균 백신이 이용되어 왔으나, 부작용 및

페
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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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백신 접종의 불편함으로 1999년에 생산이 중단됨
• 구소련 위성국가 및 중국, 동남아 일부국가에서는 약독화 균주인 EV76을 이
용한 생백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가능한 백신이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1346년 타타르족이 페스트로 사망한 시체를 이용하여 흑해연안 크리미안 포
트에 생물테러를 감행함
• 2차 대전 중 일본군이 만주지역에서 페스트균을 생물학전에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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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Bacillus anthracis )
동물 백신주로 사용되는

경우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

원체에 해당되나 의약품으로 제품화된 탄저 동물백신 및 생백신은 국가 안전
관리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지 않음

과

탄
저
균

속
종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 위험군

▷ 국내 범주

제

험군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전략물자통제병원체

▷ 미국

▷ 호주

▷ 일본

▷ 캐나다
▷ 싱가폴

특정병원체

종
군

병원체 정보

• 탄저병의 원인균으로

에 의해 처음 발견됨

• 호기성 그람양성 막대균으로 운동성이 없으며 포자를 형성하고 협막을 가짐

• 탄저균은 살아있는 숙주에서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지만 열악한 환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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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체 중앙이나 가장자리에 포자를 형성함
• 탄저균의 크기는 1∼1.5 ㎛ X 3∼5 ㎛ 정도이며, 포자의 크기는 1 X 1.5 ㎛
정도임

2.2. 생존능력: 포자는 토양, 피부에서 생존가능하며, 감염된 동물, 오염된 공
기 및 양털에서 수 십년, 우유에서 10년, 건조한 filter paper에서 41년, 명
주실에서 71년, 연못물에서 2년간 생존이 가능함

3. 감염 정보
탄
저
균

3.1. 역학정보
• 주로 초식동물에서 발생하며 사람의 경우 남아메리카,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
카 등지의 농업지역에서 발생함
• 대부분의 산업도시에서는 드물게 산발적으로 발생함
• 가죽, 털, 양모, 뼈를 사용한 제품 취급자, 농부, 감염된 동물을 다루는 수의
사, 실험실 종사자 등이 위험직업군에 해당함

3.2. 임상증상
• 폐 탄저:
- 오염된 공기의 흡입을 통해 감염되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 심한
호흡곤란, 청색증과 객혈, 쇼크, 뇌염 등을 일으킴
- 초기증상 후 1~5일 후 호흡곤란, 고열, 빈맥, 마른기침 등이 동반되고 패혈
성 쇼크로 급속히 진행되어 24~36시간 내 사망함
- 항생제 치료 시 치사율 75%,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97%에 이름
• 피부탄저:
- 탄저 중 가장 흔히 발생하며, 감염피부에 구진이 발진되고 수포가 형성된
후 병변이 전신으로 퍼짐
- 피부병변조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부종이 생기며 이로 인한 저혈압이 일어
날 수 있음
- 1~2주가 지나면 병변이 건조되어 가피는 떨어지고 흉터가 남으며, 전신증상
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이 동반될 수 있음
- 항생제 치료 시 치사율 1%,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20%에 이름
• 장탄저:
-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감염되고 비교적 발병이 드물며, 심한 복통이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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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병이 악화되어 뇌염, 독혈증, 쇼크증상이 나타나면
사망하게 됨
- 항생제 치료 시 치사율은 불확실하나,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25~60%
에 이름

3.3. 감염경로
• 감염된 동물 조직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털, 양모, 가죽이나 이를 이용해 만들
어진 제품에 의해 감염됨
• 오염된 지역의 토양에서 포자의 흡입, 건조 및 가공 처리된 오염된 동물의 가
죽, 감염된 동물을 통한 포자 또는 균의 흡입으로 감염됨
• 조리되지 않은 감염된 고기를 섭취하는 경우 감염됨
• 드물게 탄저유행 중, 흡혈 파리에 의해 감염 동물과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3.4. 감염량
• 섭취 감염의 경우 100~500개 정도로 추정
• 포자 흡입 감염의 경우 약 10,000~20,000개가 치사량으로 알려짐
• 원숭이 포자 흡입 실험의 경우, 약 4,000~8,000개 정도의 포자를 흡입 시 병
증을 보임

3.5. 잠복기: 보통 2~5일이며, 7일 이내 발병함
• 피부탄저: 1~7일
• 폐 탄저: 1~6일
• 장탄저: 2~5일

3.6. 숙주: 사람, 소, 양, 염소, 말, 돼지 등
3.7. 병원소: 소, 양, 돼지, 염소 등과 같은 가축, 설치류, 토끼, 사람 등
3.8. 매개체: 매우 드물지만 흡혈 파리 (biting fly) 매개로 전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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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환자의 혈액, 혈청, 혈장, 피부병변부위의 분비물, 소변, 대변, 늑막액, 기관
지액, 뇌척수액, 감염된 동물의 조직, 가죽, 털, 양모, 뼈, 뼈로 만든 생산품 등

4.1.2. 감염위해요소
• 오염된 실험실 및 감염조직과 피부의 직접적, 간접적인 접촉
• 탄저균 배양 등 감염성물질 조작과정 중 발생한 에어로졸

탄
저
균

• 실험동물 취급 시 감염될 위험성이 있음

4.1.3. 실험실 감염사례
• 2002년: 미국 텍사스의 한 실험실에서 탄저균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원이 탄
저균 취급 연구원을 돕기 위해 맨손으로 보존 용기를 냉동고에 넣은 후 손을
세척하였으나 피부탄저에 감염됨
•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탄저균을 이용한 동물실험 중, 에어로졸로 인한
실험실 오염사고로 직접 동물실험을 한 3명의 실험자를 포함하여 12명의 실
험실 종사자가 감염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BL3

• 고농도 및 대량의 균배양액과 독소를 이용할 경우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ABL3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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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2% glutaraldehyde, formaldehyde, 5% formalin (16시간 이상
노출), 유효염소농도가 5,000 ppm인 염소용액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건조, 가열, 햇빛에 저항성이 강하므로 121°C에서
최소 30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추정동정: 혈액, 병변, 배설물에서 분리된 병원체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
• 확인동정: 협막 염색 (M'Fadyean methylene blue, DFA; direct fluorescent
antibody), penicillin G 감수성 시험, 감마-파지 타이핑 시험, 16S rRNA
gene sequence analysis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측정법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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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생물학적 검사: 웨스턴블롯 등으로 IgG, IgM 검출, 특이유전자 pagA,

capC, sspE를 이용한 PCR 등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생물테러로 인한 탄저포자 노출 시 ciprofloxacin이나 doxycycline을 60일간
복용
• 생물테러가 아닌 피부탄저 환자인 경우 초기 ciprofloxacin이나 doxycycline
을 7-10일간 복용하고, rifampin, vancomycin, penicillin, ampicillin 등의 항
생제를 단독 또는 두 개를 병용 사용
• 피부오염의 경우 유효염소농도가 5,000 ppm인 염소용액에 1분간 담근 후 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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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로 세척

5.3. 약제 감수성: penicillin, ciprofloxacin, doxycycline, levofloxacine,
tetracycline, erythromycin, chloramphenicol

5.4. 약제 저항성: penicillin과 quinolone 내성주
5.5. 백신
• 현재 미국에서 개발된 AVA (anthrax vaccine absorbed), 영국에서 개발된
AVP (anthrax vaccine precipitated), 러시아에서 개발된 LAAV (live anthrax
attenuated vaccine) 3종류의 탄저백신이 사용되고 있음
• 국내 백신: 현재 개발 중임

6. 생물테러발생사례
• 1995년 일본에서 탄저균 살포
• 2001년 미국에서 탄저포자가 포함된 편지를 발송하여 22명이 감염되고 5명
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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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균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
과 (Family)

Brucellaceae

속 (Genus)

Brucella

 종 (Species)

melitensis /sui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1
2
3
4 
고위험병원체 , 생물작용제 , 전략물자통제병원체

1.2. 국외
▷ 미국
▷ 호주
▷ 일본
▷ 캐나다
▷ 싱가폴

Select Agent (Tier 1)5 
7
특정병원체 (3종)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브
루
셀
라
균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브루셀라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1887년 Bruce에 의해 Brucella melitensis
가 처음 분리되어 동정됨
• 호기성 그람음성 막대알균으로 운동성이 없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음
• 브루셀라 속은 항원 변이와 숙주 특이성에 의해  B. melitensis (양, 염소), B. 
suis  (돼지),  B.  abortus  (소),  B.  ovis  (양),  B.  canis  (개),  B.  neotomae 
(wood rat), B. maris (해양생물)로 구분됨
• 브루셀라증은 주로 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 양, 염
소를 자연 숙주로 하는  B. melitensis  및 돼지를 자연 숙주로 하는  B. suis가 
소에 감염되어 발병하기도 함

2.2.  생존능력:  사체와  장기에서는  135일,  종이에서  32일,  토양에서  125일, 
4°
C 혈액에서 180일까지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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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보통 순록을 날것으로 먹는 지중해 유럽
국가, 중앙, 동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멕시코, 중앙-남아메리카 등 동물
관리가 미비한 지역에서 발생 보고가 많음
• 사람 감염의 경우 동물과 접촉이 많은 농부, 목축 종사자, 수의사나 실험실
종사자, 식육검사관 등에게 특히 많이 발생함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 일반적으로 간헐열, 급성, 두통, 무력증, 식은땀, 오한, 관절염과 같은 세균성
전신 질환이 나타남
- 화농성감염이나 무증상 감염도 빈번히 발생함
- 회복기가 길며 감염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발되어 고열, 관

브
루
셀
라
균

절통, 피로감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질환이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심내
막염을 일으킬 수 있음

3.3. 감염경로
• 사람의 감염은 대부분 멸균처리 되지 않은 우유 및 유제품에 의함
• 도살장이나 실험실에서 오염된 비말 흡입을 통해 감염됨
• 상처가 난 피부나 점막 등이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 또는 조직에 노출되는 경
우 감염됨
•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된 바 없음

3.4. 감염량: 10~100개의 적은 균수로도 감염될 수 있음
3.5. 잠복기: 보통 5~60일이나 경우에 따라 수개월도 가능함
3.6. 숙주: 사람, 소, 양, 돼지, 염소, 순록, 엘크, 개, 코요테 등
3.7. 병원소: 소와 양이 대표적이며 사람, 돼지, 염소, 순록, 엘크, 개, 코요테 등
3.8. 매개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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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혈액, 조직, 태반, 태아, 소변, 출산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브루셀라 균 배양 등 감염성 물질 조작과정 중 발생한 에어로졸
• 감염조직에 직접적인 접촉
• 실험 시 입으로 피펫팅 조작
• 입, 코, 눈 등에 우발적인 흡착으로 인한 감염

4.1.3. 실험실 감염사례
• 2004년: 실험자가 임상검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이 브루셀라 임상검체를
취급하면서 vortexing 등의 실험을 open bench에서 수행하여 B. melitensis
에 감염되었고, 실험실 동료에게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실험실 동료 26명의
잠재적 감염이 의심되었음
• 2006년: 미국 미네소타와 인디애나 임상미생물실험실에서 2건의 감염이 보고
됨 (인디애나의 임상검사실에서 한 실험자가 open bench에서 동정이 되지
않은 분리주를 배양한 후 고열, 오한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이 실험
자의 혈액샘플을 취급한 미네소타의 임상 미생물실험실의 실험자가 감염증상
을 나타냄. 미동정 분리주는 브루셀라균이었으며, 취급한 두 실험자 모두 브
루셀라균에 감염됨)
• 2010년: 중국의 동북농업대학교에서 염소 해부실험에 참여한 교수 및 학생
28명이 B. melitensis에 감염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BL3

• 병원성이 있는 브루셀라균에 오염되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
• 균 배양 등 감염성 물질 조작과정 중 에어로졸 발생 실험

ABL3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 유전자재조합 병원체를 이용한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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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에어로졸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브
루
셀
라
균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iodine/alcohol solutions,
glutaraldehyde, formaldehyd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º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160~170ºC에
서 1시간 이상 건열 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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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병원체 배양: MacConkey agar, Martin Lewis agar에 조직을 도말하여 배양
• 브루셀라균 분리: 이중조성배지 (biphasic system) 배양법, 자동 혈액배양기
(BACTEC 시스템) 등을 이용
• 표준 시험관 응집법: 급성기 혈청의 항체가가 1:160 이상이면서 회복기 혈청
의 항체가 동일 항체가로 유지되거나 2배 이상 증가 확인
• 혈청학적 검사: southern blot analysis (SBA), 효소면역측정법 (ELISA) 등
• 독소 유전자 PCR 검사: 특이 유전자 bcsp31, opm36, 16s rRNA로 확인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일반적으로 tetracycline계 항생제가 효과적임
• WHO는 streptomycin (200 mg/일)과 doxycycline (1 g/일)의 병용 요법으로
6주간 치료하는 것을 권장함
• 치료 후 임상 징후를 보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6개월 동안 관리가 필요함

브
루
셀
라
균

5.3. 약제 감수성: tetracycline, streptomycin, doxycycline
5.4. 약제 저항성: penicillin, cephalosporin 내성주
5.5. 백신
• 가축을 위한 약독화 백신들을 이용하고 있으나, 가축백신이 기회 균으로 작용
할 수 있음
• 사람을 위한 브루셀라 백신이 개발되고 있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1999년 뉴햄프셔에서 일반적인 감염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여성 한명이 감염
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음
•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부터 생물테러무기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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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저균 (Burkholderia mallei )
과 (Family)

Burkholderiaceae

속 (Genus)

Burkholderia

 종 (Species)

mallei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1

2

고위험병원체 , 생물작용제

3

1.2. 국외
▷ 미국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 8

▷ 일본

▷ 싱가폴

비
저
균

Select Agent (Tier 1)5 

특정병원체 (3종)

7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 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비저 (Glanders)를 유발하는 원인 병원체 

• 그람음성 막대균으로 운동성이 없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음

• 크기는 1.5~3 ㎛ X 0.5~1 ㎛ 임

2.2. 생존능력: 실온의 물에서 30일까지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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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북미국과 서유럽에서 감염된 말이나 다른 동물의 강제도살이 법으로 금지되
어 근절되었으나 만성적으로 감염된 말은 자연 상태에서 병원소가 되어 드물
게 동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발생사례가 보고됨
• 인체 감염의 경우 실험실 작업자나 말과 접촉이 잦은 직업종사자인 경우 자
주 발생함
• 이란과 이라크의 경주말, 브라질의 노새에서 발병된 보고가 있었으나, 아직
국내 발생사례는 없음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감염된 경우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이며 주로 3가지
형태로 감염증상이 나타남
- 마비저 (farcy): 손, 발 등 몸의 피부에서 피부질환형태로 피하조직과 림프절
에 다양한 종기가 생기는 림프절병증 (generalized lymphadenopathy)과 다
발성 피부결절을 보임
- 만성적 폐질환 (chronic pulmonary form): 주로 감기증상과 함께 점막고름
이 분비됨
- 급성 패혈증 (acute septicemic form): 주로 노새와 당나귀에서 흔하게 발생
하고 고열, 간헐발열, 탈진, 발한증상이 나타나며 7~10일 후 사망함

3.3. 감염경로
• 말의 비강, 구강 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였을 경우 감염됨
• 상처가 난 피부나 점막이 균에 노출되었을 경우, 오염된 에어로졸 흡입에 의
하여 감염됨

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보통 1~14일
3.6. 숙주: 말, 노새가 대표적이며 사람이 숙주가 되기도 함
3.7. 병원소: 오염된 토양이나 물, 말, 노새, 당나귀
3.8. 매개체: 없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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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타액, 혈액, 분뇨, 상처부위의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배양작업, 배양된 병원체 또는 사람이나 동물의 감염된 조직과 직접적인 접촉
• 감염된 실험동물의 검체를 다루거나 실험실 균배양 취급과정

4.1.3. 실험실 감염사례
• 원심분리로 인한 감염 사고가 4건 발생하였으며, 그 중 1명이 사망함
• 입을 이용한 pipetting으로 6건의 감염사례가 발생함
• 2000년

3월:

미

육군

감염질병

의학

연구기관

(U.S.

Army

Medical

Research Institute for Infectous Diseases)의 33세 미생물학자가 라텍스장갑
을 착용하지 않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감염됨
• 2000년 5월: 미국에서 비저균 백신 연구자가 실험과정에서 감염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BL3
ABL3

비
저
균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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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2% glutaraldehyde를
이용하여 10~30분 처리

4.5.2. 물리적 불활성화: 55°C에서 10분간 가열, 121℃에서 15분 이상 고압
증기멸균, 160℃에서 1시간 이상 건열멸균, 자외선 조사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 시킨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 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
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비
저
균

5.1. 검사 및 동정
• 그람염색 및 집락 특성: 작고 곧거나 약간 굽어진 그람음성 세균이며 반투명
한 회색으로 색소나 특이적인 냄새는 없음
• 생화학 검사: catalase 시험, indole 시험, colistin, polymyxin B 내성 시험,
Microbact 24E strip, Vitek-1/2
• TSI (triple super iron) 혹은 KIA (Kligler's iron agar) 경사배양
• 분자생물학적 검사: 특이유전자 bimAma이용한 PCR 등

5.2. 응급처치 및 치료: TMP-SMX이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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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약제 감수성: ceftazidime, imipenem, doxycycline, minocycline,
ciprofloxacin, gentamycin

5.4. 약제 저항성: aminoglycosides, beta-lactams, polymyxins 내성주
5.5.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생물무기로 악용한 바 있음

비
저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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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오이도시스균 (Burkholderia pseudomallei )
과 (Family)

Burkholderiaceae

속 (Genus)

Burkholderia

 종 (Species)

pseudomallei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1

고위험병원체 2,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Tier 1)

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7

8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유비저 (melioidosis) 질병의 원인 병원체 

• 호기성 그람음성 막대균으로, 하나 이상의 편모를 가져 운동성이 있으며 포자
를 형성하지 않음

2.2. 생존능력: 토양과 물에서 수년간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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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지표수나 토양과 접촉이 빈번한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함
• 동남아시아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남아시아, 중미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
• 열대성 기후지역, 특히 풍토병이 있는 지역의 군인들에게서 흔히 분리되고
미국에서는 여행자와 이민자들 사이에서 매년 5건 이내 발생하였으며, 국내
에서도 동남아시아 여행객 두 명의 발생사례가 보고되었음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불현성 감염이 흔함
- 흡입 감염: 급성 폐 감염의 경우 가벼운 기관지염이 심각한 폐렴이 될 수
있으며 발병초기 고열 등 근육통증이 수반됨
- 피부 감염:
· 급성 국소적 감염의 경우 피부를 통해 세균이 침습하여 고름이 생기고,
통증을 동반하는 결절이 나타나며 폐, 간, 비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만성 화농 감염의 경우 몸 전체 기관을 포함하는 감염형태로서 관절, 내장,
림프절, 피부, 뇌, 간, 폐, 뼈, 비장에서 나타남
- 섭취 감염: 장벽에 화농성 궤양이 생김
- 급성 혈류 감염: 가장 중증으로 감염부위에 따라 다양하나 심각한 두통,
고열, 설사, 피부에 농이 찬 병변 및 근육 통증, 지각상실 등이 나타남

3.3. 감염경로
• 섭취 또는 흡입으로 인하여 감염됨
• 오염된 물과 토양에 피부점막 접촉 시 감염됨
• 사람 간 감염은 드물기는 하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함

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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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잠복기: 2일, 임상학적 질병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이 경과할 수 있음
3.6. 숙주: 사람, 양, 염소, 돼지, 개, 고양이 등
3.7. 병원소: 환경적인 요소 (토양과 물 등)와 동물적 요소 (양, 염소, 말, 돼지,
원숭이, 설치류 등) 등

3.8. 매개체: 없음
32

3. 세균 및 진균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타액, 혈액, 분뇨, 상처부위의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조직에 직접적인 접촉
• 오염된 에어로졸을 흡입하거나 음식물 섭취
• 풍토병 발생지역의 토양이나 물 등 취급
• 감염된 실험동물 취급

4.1.3. 실험실 감염사례
• 2003년 7월 26일 :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LACDHS)에서 감염 검체를 취급하던 중 실험실 종사자 17명의 실
험실 획득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으며, BSC 외부에서 감염 검체를 취급하거나
culture plate의 냄새를 맡아 보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감염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BL3
ABL3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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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glutaraldehyde,
formaldehyde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160~170°C에서
1시간 이상 건열 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그람염색 및 집락 특성: 작고 곧거나 약간 굽어진 그람음성 세균이며 반투명
한 회색으로 색소나 특이적인 냄새는 없음
• 생화학 검사: Catalase 시험, Oxidase 시험, Indole 시험, Microbact 2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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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 Vitek-1/2
• 혈청학적 검사: 항체 생성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효소면역측정법 (ELISA),
간접형광항체법, 웨스턴 블롯 분석 등을 이용하여 IgG 상승 차이 확인
• 분자생물학적 검사: 특이유전자를 이용한 PCR 등

5.2. 응급처치 및 치료: TMP-SMX가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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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약제 감수성: ceftazidime, imipenem, doxycycline, chloramphenicol,
tetracycline

5.4. 약제 저항성: penicillin G, ampicillin, carbenicillum, aminoglycoside,
cephalosporin, TMP-SMX 내성주

5.5.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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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균 (Clostridium botulinum )
보
툴
리
눔
균

  독소형(A~G형)과 상관없이 모두 국가 안전관리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함

과 (Family)

Clostridiaceae

속 (Genus)

Clostridium

 종 (Species)

botulinum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2위험군1

2

3

고위험병원체 , 생물작용제 ,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Tier 1)5   

▷ 호주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 (Tier 2)6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2군)8

▷ 일본

▷ 싱가폴

7

특정병원체 (2종)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포자를 형성하는 그람양성 막대균이며, 무산소성 세균임

• 7종류의 신경독소 (Type A~G)를 생성함

• 신경독소와 포자는 무산소 조건에서 생성이 되며, 독소 A, B, E, F형이 사람
에게 보툴리눔 독소증 (botulism)을 야기함

2.2. 생존능력: 토양, 물, 농산물에서 생존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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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보툴리눔 독소증의 발병은 지리적 특성보다는 주로 가족단위로 발생하며, 산
발적으로 발생함
• 보편적으로 보툴리눔균 또는 포자나 독소에 오염된 식품 섭취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함
• 국내에서는 2003년에 최초로 식중독에 의한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 발생사례
가 보고되었으며, 현재까지 10명의 보툴리눔 독소증 환자가 발생함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 포자를 형성하는 보툴리눔균이 생성하는 신경독소에 의해서 마비성 질환을
일으킴
-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하
여 근육마비 및 신경 장애를 유발하며 때때로 치명적인 호흡부전을 야기함
- 보툴리눔 독소증으로 인한 치사율은 5~10%임
• 흡입 감염:
- 흡입 보툴리눔 독소증 (inhalational botulism)은 자연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
으나 실험 시 발생한 에어로졸에 의해 또는 고의적 의도로 독소를 비말상태
로 배포한 경우 감염이 가능함
- 흡입 보툴리눔 독소증 감염 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며, 섭취증상과 비슷
하나 잠복기가 길지 않음
• 피부 감염:
- 외상성 보툴리눔 독소증 (wound botulism)은 피부 상처를 통하여 보툴리눔
독소를 생성하는 포자에 감염된 후 종기 (농양) 내 혐기성 조건에서 독소를
생성, 혈류를 통하여 독소가 퍼지면서 발병함
- 증상은 감염 2주 후 나타남
• 섭취 감염:
- 식품 매개 보툴리눔 독소증 (food-borne botulism)
· 보툴리눔 독소증의 전형적인 발병 유형으로 보툴리눔균에 오염된 식품을
통하여 보툴리눔 독소를 섭취함으로써 발병함
·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ptosis) 증상과 눈꺼풀이 처지고, 말
투가 어눌해지며 음식을 삼키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상체에서 하체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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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동하는 근력저하가 나타남
· 섭취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증상이 일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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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 장내 정착성 (유아) (Intestinal (Infant) botulism) 보툴리눔 독소증
· 대부분 보툴리눔균의 포자 섭취로 인해 발병함
· 섭취한 포자는 장내에서 증식하여 독소를 생성, 보툴리눔 독소증을 유발함
· 12개월 미만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며, 초기증상으로 변비가 생기며, 무기
력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부전으로 급
사를 일으킬 수 있는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음
· 적절한 집중 관리를 하면 감염된 유아의 100%가 회복할 수 있음
- 성인 보툴리눔 독소증 (adult infectious botulism)
·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발병하는 경우는 장내에 군체를 형성하고 독소를
생성하면서 보툴리눔증을 야기함
· 감염 환자는 대개 면역력 약화, 복부 수술, 장 질환, 최근 항생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사람들임
• 기타:
- 의인성 보툴리눔 독소증 (iatrogenic botulism)
· 치료 목적으로 정제 및 희석된 보툴리눔 독소를 근육 내에 주입하는 과정
에서 발병하며, 무기력증과 전신 근력약화가 나타남

3.3. 감염경로
• 보툴리눔 독소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지 않음
• 보툴리눔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발병함
• 상처나 경구를 통하여 포자에 감염되거나 보툴리눔 독소를 흡입할 경우 코의
점막에서 독소가 흡수되어 감염 또는 발병함
• 사람과 동물 간에는 전파되지 않음

3.4. 감염량
• 보툴리눔 독소는 아주 치명적이며, serotype A 보툴리눔 독소는 70 kg의 사
람에게 주입 (injection)시 0.15 ㎍로도 치명적이며, 흡입의 경우 0.70 ㎍, 섭
취의 경우 70 ㎍ 정도에 의해서 생명이 위험함

3.5. 잠복기:
• 식품매개 보툴리눔 독소증: 독소 섭취 후 12~72시간, 섭취량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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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성 보툴리눔 독소증: 평균 7일
• 흡입 보툴리눔 독소증: 식품매개 보툴리눔 독소증보다 잠복기가 길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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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시간으로 추정됨
• 유아 및 성인 보툴리눔 독소증: 잠복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3.6. 숙주: 사람, 어류를 포함한 동물 (가금류, 어류, 소, 개, 밍크 등)
3.7. 병원소: 토양, 물 속 침전물, 조류, 새, 동물의 장관, 꿀, 채소를 포함한 농산물
3.8. 매개체: 없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환자의 혈액, 상처조직, 대변, 위 흡인액, 구토액, 환경샘플 (토양, 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상처 난 피부, 눈, 점막, 기도 등에 독소가 노출되어 감염될 우려가 있음
• 보툴리눔 독소의 흡입에 의한 호흡계 점막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음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62년: 독일에서 실험실 종사자가 흡입에 의해 감염되었고, 식품매개 보툴리
눔 독소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BL3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고농도 및 대량의 균배양액과 독소를 이용할 경우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 유전자재조합 병원체를 이용하는 경우

ABL3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 실험동물을 이용한 독소 및 균 확인 실험
• 유전자재조합 병원체를 이용한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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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 필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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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영양생장상태 (vegetative state): 70% ethanol, 0.1% sodium hypochlorite,
0.1 N NaOH
• 독소: 3 ㎎/L free available chlorine (FAC)에 20분 처리 시 99.7%, 0.4 ㎎
/L FAC에 20분 처리 시 84%가 불활성화됨

4.5.2. 물리적 불활성화:
• 독소: 85℃ 이상 5분간 열처리, 햇빛에 1~3시간가량 노출하거나 공기 중 12
시간 내 해독됨
• 포자: 열과 건조한 환경에 잘 견디므로 160℃에서 2시간 건열 또는 121℃에
서 20분간 고압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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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검체에서 독소를 생성하는 보툴리눔 균 확인 또는 독소 검출
• 독소확인검사: Mouse protection bioassay (MPB법), 효소면역측정법
(ELISA), 웨스턴 블롯 분석
• 분자생물학적 검사: 특이 유전자 bontA, bontB, bontE, bontF를 이용한 PCR 등
• 환자의 혈청을 마우스 복강에 주사한 후 마비나 사망 확인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식품매개 보툴리눔 독소증: 의심식품 섭취 후 1시간 이내 위세척, 관장, 하제
(sorbitol)를 투여하고, AB 또는 ABE 보툴리눔 항독소 정맥투여가 필요한 경
우도 있으며, 치료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필요함
• 외상성 보툴리눔 독소증: 항독소, 감염 된 피부조직 제거, 항생제로 치료함
• 장내정착성 (유아) 보툴리눔 독소증: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항독소는 감작
및 과민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독소 대신 인체 유래 면역 글로불린 항체
Ⓡ
(BabyBIG )로 치료가 가능함
• 성인 보툴리눔 독소증: ABE 항독소를 반복적으로 투여함
• 치료제: penicillin G, doxycycline, ciprofloxacin 등

5.3. 약제 감수성: penicillin, metronidazole, clindamycin, cephalothin, cefoxitin,
cefotaxime, chloramphenicol, tetracycline, erythromycin, rifampin, vancomycin

5.4. 약제 저항성: aminoglycoside, cephalosporin, nalidixic acid, sulphamethoxazoletrimethoprim (SMX-TMP) 내성주

5.5. 백신
• 5가 (A형~E형) 변형독소를 0, 2, 12주에 3회 주사하고 1년 후 1회 추가 접종
시 90% 의 예방효과가 나타남
※ 예방주사는 보툴리눔 균 및 독소를 취급하는 위험 직업군 종사자에게만 권장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이라크에서는 군수품으로 10,000 L의 보툴리눔 독소를 보유했음을 국제연합
(UN)에 의해 밝혀진 바 있음
• 일본의 옴진리교가 동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 보툴리눔 독소를 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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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균 (Shigella dysenteriae Type1)
  Shigella dysenteriae 로 명명된 미생물 중 Type 1으로 분류된 이질균만 국가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며,  Shigella dysenteriae
 Type 1의 경우 시가 독소 생

성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함
과 (Family)

Enterobacteriaceae

속 (Genus)

Shigella

 종 (Species)

이
질
균

dysenteriae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2위험군1

고위험병원체 2,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2군)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4종)7 

8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4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통성혐기성 그람음성 세균으로 운동성이 없고 협막과 포자를 형성하지 않음 

• Shigella  속 중 병원성이 가장 강하며, shigatoxin으로 알려진 강한 세포독소
를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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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존능력: 물에서 2~6주, 우유나 버터에서 10~12일, 과일이나 야채에서
10일, 의복에서 1~3주, 습기가 있는 흙에서 수개월, 위액에서 2분, 60℃에
서 10분간 생존이 가능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이질균은 최근 중앙아메리카, 남아시아, 중부 남부 아프리카에서 유행성 전염
병을 일으켰으며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유행성으로 감염이 발생함
• 1969년에서 1973년 사이 중앙아메리카에서 50만명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그
중 2만명이 사망함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나, 오염식품
의 섭취로 인한 급성장관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함
- 감염 후 설사, 복통, 메스꺼움, 구토, 발열, 이급후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점
액이 섞인 혈변 증상이 나타남
- 증상이 더 악화되면 심각한 탈수증상, 장 천공, 독성거대결장, 균혈증, 독혈
증, 패혈증, 발작 및 S. dysenteriae가 생성하는 shigatoxin에 의하여 용혈
성 요독증 증후군이 나타나며 사망률은 20%임

3.3. 감염경로
• 이질균은 오염된 물로 세척된 식품 및 비위생적으로 손질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감염됨
• 오염된 물 섭취나 오염된 수영장에서 감염되는 등 분변-구강 경로를 통하여
전파됨

3.4. 감염량: 10~100개 섭취 시 감염됨
3.5. 잠복기: 보통 2~3일
3.6. 숙주: 사람, 고등 영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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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병원소: 사람, 영장류
3.8. 매개체: 파리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환자의 분변

이
질
균

※ 감염환자의 혈액검체에서는 균 확인이 어려움

4.1.2. 감염위해요소
• 상처난 피부 및 손상된 점막과 감염성물질의 직접적인 접촉
• 오염된 실험복 등 간접적인 접촉
• 우발적 비경구 투여
• 실험 중 감염성 에어로졸 및 비말 발생 시 잠재적 감염의 우려가 있음

4.1.3. 실험실 감염사례
• Shigella 속의 병원체는 병원성이 강하며, 적은 양으로도 감염이 되어 실험실
획득감염이 빈번히 보고됨
• 기니피그 및 다른 설치류를 이용한 실험동물 실험 중 실험자에게 감염된 사
례가 있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BL2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및 증식 등 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
• 유전자재조합 병원체를 이용하는 경우

BL3
AB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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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및 대량의 균배양액을 이용할 경우
• 고농도 및 대량의 독소 생산 및 정제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3. 세균 및 진균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

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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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자주 세척하는 것이 중요함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2% glutaraldehyde,
iodine, phenolic, formaldhyde

4.5.2. 물리적 불활성화: 100℃에서 1시간 고압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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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검체 (대변 등)에서 균 분리
• 혈청학적 응집시험
• 분자생물학적 검사: 특이 유전자 ipaH를 이용한 PCR

5.2. 응급처치 및 치료
• 탈수환자에게 구강 수분 보충염 (Oral rehydration salts)을 투여하거나 전해

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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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보충
• 증상이 심할 경우 항균제 (antimicrobials) 투여로 감염기간 및 환자의
carriage state, 사망률 (mortality)을 감소시킴

5.3. 약제 감수성: ampicillin,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nalidixic acid,
ofloxacin, chloramphenicol, fluoroquinolone, ciprofloxacin

5.4. 약제 저항성: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TMP-SMX), ampicillin,
chloramphenicol 등에 대한 다제내성 균주

5.5.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1996년 Dallas에 있는 texas hospital 임상실험실의 한 직원이 빵에 이질균을
오염시켜 동료직원들에게 나눠준 사례가 있음
• 1964-1966년 일본에서 연공서열제 (seniority system)로 인해 적대감을 가지
고 복수의 목적으로 스펀지 케익 및 다른 음식물에 이질균을 오염시켜 나누
어 줌. 이로 인하여 약 200~400명이 감염되었고 이중 4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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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미디아 프시타키 (Chlamydia psittaci )
  Chlamydia  psittaci 는  1999년도에 Chlamydia 속에서 Chlamydophila 속으로 
변경됨

과 (Family)

Chlamydiaceae

속 (Genus)

Chlamydophila

 종 (Species)

psittaci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2위험군1

2

고위험병원체 , 전략물자통제병원체

클
라
미
디
아
 
프
시
타
키

4 

1.2. 국외
▷ 미국

-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7

특정병원체 (4종)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앵무새병 (psittacosis, parrot disease, ornithosis)이라 불리는 감염병을 유발함
• 비운동성의 0.3 ㎛ 크기로 일반 세균보다 작고, 그람음성 세균과 유사한 세포
벽 구조를 가짐

• 세포 밖에서 생존이 가능하여 숙주세포 간 전파형태로 감염력을 지닌 감염형 

입자  (elementary  body)와  세포내에서  성장과  생식에  관여하는  증식형  입자 
(reticulate body)의 bip
hasic life cycle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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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존능력: 병원체는 감염된 새 분비물에서 수일, 새 모이에서 2개월, 유리
제품에서

15일,

짚더미에서

20일간

생존이

가능하며,

감염형

입자

(elementary body)는 환경에서 수개월동안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음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879년 스위스의 앵무새와 카나리아를 기르는 가정집에서 처음 분리되었으
며, 앵무새과의 새에 질병을 유발하는 균으로 알려짐
• 1929년에서 1930년 아르헨티나에서 아마존 앵무 (Amazon parrot)를 전 세계
로 운송하는 과정 중 앵무새과의 새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새에게도 전파되
었고, 이로 인하여 사람감염이 발생함
• 1929년에서 193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750~800명의 감염자가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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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애완 새를 기르는 가정집, 애완
동물가게 및 칠면조와 오리 농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함

3.2. 임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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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증상:
- 감염된 경우 흔하게는 기침을 유발하며, 심하면 만성적인 경향을 보이는 호
흡기 증상이 나타남
- 감염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폐렴증상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열, 오한,
두통,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남
- 요통, 복통, 근육통, 고열 증상을 동반하여 감기증상과 유사한 경증으로 나
타나기도 하나, 심할 경우 구토, 빈혈, 간기능 장애, 설사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 망상 증상이 나타나고
뇌막염, 뇌염으로 발전함
- 임산부의 경우 유산 및 조산을 유발하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음
- 나이가 많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염되기 쉬우나 어린이들의 감염은
드묾
- 치사율은 15~20%이며,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할 경우 치사율은 1% 임

3.3. 감염경로
• 주로 감염된 새의 배설물, 분비물, 깃털의 먼지를 통하여 공기매개로 전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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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동물 및 오염된 대변, 콧물, 체액 등의 직접적인 접촉 또는 감염된 동물
에 물리는 경우 감염됨
• 사람 간 전파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보통 5~14일이며, 최대 한 달
3.6. 숙주: 사람, 양, 소, 염소, 고양이, 조류가 숙주로 알려져 있으며, 조류의 경우
465종 이상의 숙주가 존재하며, 특히 앵무과 (cockatoo, parrot, parakeet)
와 비둘기 (pigeon)가 주된 숙주임

3.7. 병원소: 조류 특히, 앵무새와 비둘기
3.8. 매개체: 없음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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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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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취급검체
• 감염된 동물의 조직, 대변, 코 분비물, 태반, 체액, 혈액
• 감염된 사람의 타액, 조직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조직 및 감염된 새의 해부
• 감염된 새의 외부표면과 배설물 및 코 분비물의 에어로졸 노출

4.1.3. 실험실 감염사례
• 2011년까지: 116건의 클라미디아 프시타키로 인한 실험실획득감염 사례가 보
고되었으며, 이중 10명이 사망하였음
• 보고된 사례의 85% (사망 10명 포함)는 1955년 이전에 발생함
• 2009년: 동물실험을 하던 중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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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고농도 및 대량의 균배양액을 이용할 경우

BL3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을 할 경우
• 유전자재조합 병원체를 이용하는 경우

ABL3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 유전자재조합 병원체를 이용한 동물실험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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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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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
• 임산부의 경우 감염될 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제4암모늄 1000배 희석액, 70% isopropyl alcohol, 표백제 100배 희석액 등
※ 산과 알칼리에 저항성 있음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160~170℃에서
1시간 이상 건열 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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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미세면역형광법 (Microimmunofluorescence test), 효소면역측정법 (ELISA)

5.2. 응급처치 및 치료
• doxycycline, tetracycline hydrochloride 투여
• 어린이 및 임산부의 경우 macrolide계 항생제인 azithromycin 및 erythromycin
투여

5.3. 약제 감수성: tetracycline, erythromycin, macrolide
5.4. 약제 저항성: spectinomycin, rifampin 내성주
※ tetracyline과 macrolide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고 있음

5.5.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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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열균 (Coxiella burnetii )
과 (Family)

Coxiellaceae

속 (Genus)

Coxiella

 종 (Species)

burnetii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1

2

3

고위험병원체 , 생물작용제 ,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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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gent 5

특정병원체 (3종)

7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세포내 절대기생세균으로, 감염된 숙주 세포 내에서 증식함

• 크기는 0.2~0.4 ㎛ X 0.4~1.0 ㎛로, pH 4.5이하의 산성 환경의 배지에서 포
자의 형태로 바뀜

• 포자는 건조한 조건에서도 내성이 강하며, 열에 강하여 63℃의 저온살균에서
도 불활화 되지 않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존하고 감염력이 높음

• 자연환경에서  참진드기와  야생동물  사이에서  순환하며,  감염된  가축에  묻어 
있는 먼지나 분변유래 오염물과 함께 부유하여 바람을 따라 0.8 ㎞ 이상 날
아갈 수 있고 호흡기를 통하여 사람에 감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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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존능력: 큐열균은 극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고 15-20℃에서 10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으며, 냉장보관 시 1개월 이상, 실온의 탈지유에서는 40개월 이
상, 토양, 오염된 건축물, 음식, 감염 매개체에서는 1년 동안 생존이 가능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큐열균은 풀리지 않은 의문 (Query)의 열에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1935년 오
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의 도축장 종사자들에게서 처음 발견됨
• 현재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스라엘, 그리스, 캐나
다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공중보건에 중요한 병원체로 고려하고 있음
• 큐열은 전 세계적인 풍토병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음
• 뉴질랜드에서는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12개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2~289
명을 포함하는 18건의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으며, 2007년과 2009년에 네덜란
드에서는 사상 최대인 3,523건의 감염사례가 보고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10건 내외로 감염
병이 발생하고 있음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감염되면 약 50% 정도에서만 현성감염을 일으키고 급성환자의
1~11%가 만성으로 진행되며 감염경로, 감염환자의 성별, 나이, 발생 지역에
따라 감염 증상이 구분됨
• 급성 큐열:
- 일반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며, 이례적으로 폐렴과 간염 증
상이 나타나기도 함
-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심한 두통 (51%), 근육통 (37%), 기침 (34%),
관절통 (27%), 심막염 (1%), 그 외 오한, 불안감, 식은땀, 발진이 나타남
- 대부분은 면역반응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되며 치명적이지 않음
• 폐렴 (pneumonia):
- 에어로졸로 인한 호흡기 감염에 의하여 나타나며, 주로 캐나다, 스위스,
영국, 스페인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임
- 주요 증상으로 건성기침과 열이 나며, 환자의 27%가 흉부 엑스레이에서
흉부 이상소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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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은 10~90일간 지속되며 치사율은 0.5~1.5%임
• 간염 (Hepatitis):
- 호주, 프랑스, 스페인 남부지역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며, 주로 간비대증, 부증
상 간염, 육아종성 간염으로 나타남
- 주요증상은 열, 복통, 구토, 메스꺼움, 식욕부진, 설사가 나타나며 드물게 뇌
막염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과 심근염, 급성 비결석성 담낭염과 같은 심장질
환, 임파선염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함
• 만성 큐열:
-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에게 만성 감염이 발생하며 열, 간염, 체중감소, 심부
전증의 증상을 보이는 심내막염이 주요 증상임
- 급성 감염된 환자 중 심장판막 병변 증상이 있을 경우 심내막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그 외 비장 또는 폐의 의사종양, 만성 간염, 골수염, 맥관염, 폐의 아밀로이
드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높은 치사율을 보임

3.3. 감염경로
• 큐열균 감염은 감염된 동물의 태반, 양수 또는 농장 동물의 양모로부터 오염
된 에어로졸 흡입을 통해서 발생함
• 또한 감염된 동물 및 감염된 동물의 마른 배설물, 오염된 가죽, 밀집, 양모,
비료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사람의 세탁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
는 경우에 감염됨
• 일부의 경우 감염된 동물의 원유 (raw milk) 섭취에 의해 감염됨
• 동물사이에서는 진드기와 같은 절지동물을 통하여 감염되며, 진드기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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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서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음

3.4. 감염량: 1~10개의 균체로 감염될 수 있음
3.5. 잠복기:
• 호흡기 감염 : 13~28일
•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은 24~48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3.6. 숙주: 사람, 야생동물, 가금류 (소, 양, 염소, 고양이, 개)
3.7. 병원소: 농장의 동물 (소, 염소, 양), 애완동물 (고양이, 토끼, 개), 40종 이
상의 진드기, 야생동물 (코요테, 들쥐,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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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매개체: 진드기를 통하여 가축 간에 전파되나, 사람 감염에서는 매개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된 동물이나 인체 조직, 혈액, 소변, 대변, 우유, 난황 부유액
• 오염된 세탁물, 의류

4.1.2. 감염위해요소
• 큐열균은 실험실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체 중 하나로 감염성 에어로졸과
비말, 기타 비경구적 감염경로를 통해 실험자에게 감염될 수 있음
• 무증상 감염된 동물 및 감염된 동물에게서 태어난 새끼를 취급할 경우 감염
될수 있음
• 오염된 에어로졸을 통한 실험실 감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병
원체임

4.1.3. 실험실 감염사례
• 큐열균으로 인한 실험실 획득 감염 사례는 비교적 많은 편이며, 1976년까지
1명의 사망자와 278건의 실험실 획득감염사례가 보고됨
• 1938년: Nine Mile strain을 난황에 접종하여 배양하는 실험자가 감염됨
• 1982년: 임신한 양을 연구하는 대학 실험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하여 실험실
종사자 91명을 조사한 결과, 28명이 phase Ⅱ 항체가 생성되었고 그 중 14
명은 항체가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주로 병원체 관리 미흡, 실험 중 에어로졸
발생, 감염동물 취급 및 관리과정 중에 감염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 혈청학적 검사와 염색 실험
• 약독화 균 (Nine Mile 등)을 취급하는 실험

BL3

• 세포배양이나 부화계란을 이용한 접종, 배양 및 회수 실험
• 감염 동물의 조직을 이용한 실험
• 비말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실험
• 유전자재조합 병원체를 이용하는 경우

ABL3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 유전자재조합 병원체를 이용한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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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함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70% ethyl alcohol, 5% chloroform, 5% Enviro-Chem에 30분간 처리
• 밀폐된 작은 습식 배양기에서 formaldehyde 또는 ethylene gas에 16시간 이
상 처리
※ 0.5% sodium hypochlorite, 5% Lysol, 5% formalin, 2% Rocca에 24시
간 처리로는 불활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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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160℃에서 1시
간 이상 건열멸균, 감마선 조사 멸균
※ 삼투압 충격, 자외선 조사, 고온에서는 저항성이 있음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6

3. 세균 및 진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L929세포와 마우스에 접종하여 배양한 후 균 분리
• 혈청학적 검사: 면역형광법, 효소면역측정법 (ELISA), 보체결합검사 (complement
fixation test) 등
• 분자생물학적 검사: 특이유전자 corn-1 등을 이용한 PCR 등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초기 3일 이내에 항생제 요법이 효과적임
• 급성 큐열: doxycycline 또는 tetracycline을 14~21일 복용 (그 외 floroquinolones,
rifampin, pefloxacin, chloramphenicol, and co-trimoxazole를 치료제로 사용)
- 어린이: doxycycline 복용
- 임산부: trimethoprim or sulfamethoxazole 복용
• 만성 큐열: hydroxychloroquine과 doxycycline을 혼합하여 함께 복용하거나
ofloxacin와 doxycycline 혼합하여 함께 복용
- 만성 큐열 어린이: trimethoprim과 sulfamethoxazole을 혼합하여 함께 복용

5.3. 약제 감수성: chloroquine, doxycycline, pefloxacin
※ in vitro HEL 세포에서 cotrimoxazole, rifampin, doxycycline, minocycline,
tetracycline, clarithromycin, sparfloxacin, quinolone이 큐열균에 대해 정균
작용이 있음이 증명됨

5.4. 약제 저항성: doxycycline, tetracycline, fluoroquinolones, rifampin 내성주
5.5. 백신
•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험종사자나 항원에 대한 민감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Q-vax vaccine (포르말린 처
리된 사균백신)이 사용됨
• 백신은 5년 동안 효력이 있으며, 백신 접종 전에 반드시 사전 피부검사를 받
아야 함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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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토균 (Francisella tularensis )
과 (Family)

Francisellaceae

속 (Genus)

Francisella

 종 (Species)

tularensi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3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Tier 1)5

▷ 호주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 (Tier 2)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6

특정병원체 (2종)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야토병 (tularemia)의 원인균으로 1911년 미국 Tulare 카운티에서 다람쥐에서 
페스트와 유사한 질환을 보이는 균이 처음으로 분리됨

• 호기성  그람음성  막대알균으로  운동성이  없고  포자를  형성하지  않으며  크기
는 0.2~0.7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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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 배양 시 시스틴을 필요로 하고 Legionella 배지에서 잘 자라며 결핍혈액배
지 (Columbia base)에서는 천천히 자람 

• 고병원성 type A와 상대적으로 병증이 가벼운 type B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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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존능력: 자연계의 흙이나 물에 존재하며 사체나 장기에서 133일 이상, 곡
류가루나 빈대에서 136일간, 토끼고기에서 31일간, 밀짚에서 192일간, 물에
서 90일 이상, -15°C에 보관된 감염된 토끼고기에서 3년 이상 생존이 가능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북아메리카부터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세계적으
로 연간 500,000건의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연중 내내 감염이 발생하며, 그 중 토끼를 사냥하는 초겨울, 진드기와 파리가
많은 여름에 높게 발생함
•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환되나 여성보다 남성이 더 흔
하게 감염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의 경우 75~80%의 환자들이 진드기에 의해 피부로 감염되었고, 국내에서
는 1996년 죽은 야생토끼를 상처 난 손으로 요리하고 감염된 일례가 보고됨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 감염부에 무통궤양처럼 나타나고 국소적 림프절의 부종 (궤양성)과 갑작스런
통증, 열을 동반하며 치료받지 않을 경우 3주~6주간 발열이 지속됨
- 흡입으로 감염되는 경우 폐렴, 전신성 질환이 나타남
- 야토병의 type B 균주는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을 경우, 5-15% 치사율,
type A 균주는 대략 35% 치사율을 보임

3.3. 감염경로
• 감염된 동물의 취급 및 감염된 조직, 혈액을 통한 피부 접촉
• 감염된 절지동물 (진드기, 사슴파리, 모기)에 물리는 경우
• 피부의 상처 부위를 통한 감염
• 오염된 물 및 음식물의 섭취, 오염된 분진을 통한 흡입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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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염량
• 호흡기 감염의 경우 5~10개, 경구 및 소화기 감염의 경우 106~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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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잠복기: 일반적으로 3～5일이며 최대 14일 이내 (감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6. 숙주: 사람, 가축, 야생조류, 야생토끼, 일부 설치류 (다람쥐, 너구리) 등
3.7. 병원소: 가축 및 수백 종 이상의 야생동물들 중 특히 토끼, 산토끼, 사향
쥐, 비버, 가축으로부터 다양한 참 진드기, 사슴파리, 모기, 새, 스칸디나비아
와 러시아 모기 등을 매개체로 동물 간 또는 사람에게로 전염됨

3.8. 매개체: 진드기, 사슴파리, 벼룩, 러시아 모기 등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병변부위와 호흡기 분비물 (콧물, 타액)
• 혈액, 혈청, 소변, 감염 동물의 조직
• 감염된 절지동물 또는 감염된 절지동물의 체액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물질의 피부나 점막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
• 우발적인 비경구 감염
•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감염 분진의 공기 중 흡입으로 인한 감염
• 공기를 통한 전염은 에어로졸 상태의 타액 등이 튀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직접 공기 중으로 세균 자체만 전파되지는 않음

4.1.3. 실험실 감염사례
• 외국에서 1976~1978년 동안 225건의 실험실 획득감염 사례가 있었고 2명의
사망사례가 보고됨
• 2002년 임상 미생물실에서 정보를 모르고 검체를 다루던 중 12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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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획득감염은 주로 감염된 동물과 진드기 등에 의하여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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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BL3
ABL3

• 임상검체 시험검사 (생물학적 안전 기준 준수)
• 고농도 및 대량의 균배양액을 이용하거나 정제하는 경우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2% glutaraldehyde,
10% formaldehyde 로 30~60분간 소독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160-170°C에
서 1시간 이상 건열 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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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확인 동정: MTM, CHBA 등의 배지에 배양한 후 생화학적 확인 검사
• 혈청학적 검사: 표준시험관 응집시험법 등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서 항
체가 4배 이상 상승확인
• 분자생물학적 검사: 특이유전자 omp, 16s RNA를 이용한 PCR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심각한 감염의 경우 streptomycin, 경미한 감염의 경우 tetracycline로 치료
• 현재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는 ciprofloxacin임

5.3. 약제 감수성: aminoglycoside, streptomycin, gentamycin, tobramycin,
kanamycin, tetracycline,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levofloxacine

5.4. 약제 저항성: streptomycin 내성주
5.5. 백신
• 없음
•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을 대상으로 약독화 생백신 투여

6. 생물테러발생사례
야
토
균

•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에서 생물무기로 시도된 사례가 있음
• 1970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인구 5백만의 도시에 살포할 경우
50kg의 균을 비말 살포시, 약 25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이 중 19,000명이 사
망할 것으로 추정함

62

3. 세균 및 진균

발진티푸스균 (Rickettsia prowazekii )
과 (Family)

Rickettsiaceae 

속 (Genus)

Rickettsia

 종 (Species)

발
진
티
푸
스
균

prowazekii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1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7

8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Brill-Zinsser증, 발진티푸스의 원인병원체로 이 균을 연구하던 도중 감염되어 
사망한 폴란드 학자 von Prowaze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

• 세포 내 절대기생성, 운동성이 없는 다형성의 그람음성 막대균임

• 크기가 0.5~0.7 µm X 1.2~2.5 µm로 매우 작음

2.2. 생존능력:  이 (louse)의 배설물에서 100일까지 안정적으로 생존하며, 혈액
샘플을 -70℃에서 보관한다면 수 년 동안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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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발
진
티
푸
스
균

3.1. 역학정보
• 날씨가 추운 지역에서 노숙자, 빈민사이에서 발병하며 특히 기근, 전쟁, 자연
재해 시 큰 유행이 발생할 수 있음. 위생 상태가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된 이
가 확산되어 전파됨
• 지난 25년간 아프리카 (Ethiopia, Nigeria, Burundi),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
아메리카, 동유럽, 아프가니스탄, 북인도, 중국, 미국에서 발병이 보고됨
• 1,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수백만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일
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 직후 3만 여명의 환자와 3,30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함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 유행발진티푸스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고열 (40ºC)이 나타나기 전 1~3
일간 권태감을 가지는 것이 특징임
- 근육통, 관절통, 복통, 식욕부진, 간헐적 발열, 빈호흡, 설사, 심근염, 빈맥
등의 증상이 나타남
- 감염환자의 20~40% 경우, 겨드랑이 이의 비융합성 급성 발진을 시작으로
얼굴,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몸으로 퍼짐
- 감염환자의 80% 정도는 섬망, 간질, 혼수, 수막자극, 정신혼란, 기면, 청력
장애와 같은 중추신경계 복합증을 가지며, 38%~70% 가량 기침, 손가락과
발가락의 괴저, 괴사가 나타남
- 병은 2주간 지속되며, 완벽하게 회복되기까지 몇 달이 소요됨
-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 사망률은 4%임
- 60대 이상의 감염자는 사망률이 높음
- 감염 후 재발되는 Brill Zinsser disease는 유행성 발진티푸스를 경험한 환
자에게 발생하며 사망률은 1%임

3.3. 감염경로
• 감염된 몸이 (bodylouse)에 물리거나, 피부 상처, 눈 결막, 피부점막이 감염된
이 (louse)의 분변과 접촉할 때 감염됨
• 이 (louse)의 배설물에서 에어로졸에 의해 전파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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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염량: 10개체 미만
3.5. 잠복기: 10~14일
3.6. 숙주: 사람과 가축, 당나귀 및 날다람쥐 (Glaucomys volans)의 몸이 (body
louse) 및 머릿니 (head louse)

3.7. 병원소: 사람, 날다람쥐
3.8. 매개체: 몸이 (Pediculus humanis corporis), 머릿니 (Pediculus humanis capitis)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된 동물이나 조직 및 그 기생충
• 감염된 이와 그 배설물
• 날다람쥐, 환자혈청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동물 및 감염성 물질에 의해 발생한 에어로졸 노출
• 우발적인 비경구적 접종 (주사기에 찔림 등)

4.1.3. 실험실 감염사례
• 실험자가 작업대가 열린 상태로 감염물질을 취급하던 중 감염된 사례가 있으며,
실험 중 우발적인 비경구적 감염으로 실험실 획득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있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BL2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면역항체실험을 하는 경우

BL3
ABL3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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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발
진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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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균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4% formaldehyde, 2% glutaraldehyde,
70% ethanol, 2% peracetic acid, 3-6% hydrogen peroxide, 0.16% iodine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ºC에서 15분간 고압증기멸균, 170ºC에서 1시간
이상 건열 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 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
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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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조직염색: Gimenez staining
• 면역학적 검사: 효소면역측정법 (ELISA), immunoperoxidase, dot blot, 웨스
턴 블롯 분석, IFA assays, CF and latex agglutination tests
• 분자생물학적 검사: PCR로 동정

5.2. 응급처치 및 치료
• tetracycline, chloramphenicol 등의 항생제로 신속히 치료하여야 함
• 해열이 되더라도 최소 2~3일 동안 doxycycline으로 치료함
• 발진티푸스 유행 시 doxycycline 단일 구강 복용

5.3. 약제 감수성: tetracycline, chloramphenicol, doxycycline
5.4. 약제 저항성: 없음
5.5.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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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열 리케치아균 (Rickettsia rickettsii )

홍
반
열
 
리
케
치
아
균

과 (Family)

Rickettsiaceae  

속 (Genus)

Rickettsia

 종 (Species)

rickettsii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3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록키산홍반열  (Rocky  Mountain  Spotted Fever),  상파울로열 (Sao  Paulo 
fever) 등의 원인 병원체로 세포내 절대기생 세균임

• 크기가  0.2~0.3 µm로  작고  다형성의  그람음성  짧은  막대균으로  이분법으로 
증식하며, DNA와 RNA를 모두 가짐

2.2. 생존능력:  균은  진드기의  조직,  대변,  혈액  또는  혈액림프에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으며, 감염된 진드기에서 배설된 균 등 숙주를 벗

어난 건조 상태에서는 감염력을 손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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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홍반열은 미국, 캐나다 서부, 멕시코, 파나마,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브라
질, 콜롬비아, 볼리비아를 포함하는 아메리카에 제한적으로 발생임
• 진드기매개 질병으로 미국에서 연간 250~1,200건 발생 사례가 보고됨
•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 중 90~93%가 지방과 교외지역에서 4월과 10월에 발생함
• 5~9세 어린이, 코카시안 땃쥐 그리고 성인 남성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임
• 감염은 진드기가 몰려든 지역에서 일어남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 전형적으로 체온이 38.9℃ 이상으로 올라가고 권태감, 투통, 식욕부진, 구역
질, 구토, 복통, 눈부심, 설사, 경부경직을 유발함
- 특유의 반구진성 홍반은 손목과 발목을 시작으로 2~5일 동안 나타나며, 온
몸으로 번짐
- 어린이의 95%, 어른의 80%에서 홍반이 나타남
- 고연령층,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증상이 심각한 감염환자의 경우 홍반이 나
타나지 않음
- 숙주 내피세포의 감염 때문에 홍반이 생기며, 심한경우 괴사 병변, 괴저병변
이 다중 혈관염을 일으킬 수 있음
- 점막궤양, 과다색소 침착, 황달, 기침, 폐렴, 급성 신부전증, 림프절병증, 간
비대, 비장비대, 결막염, 말초신경, 입 주위, 눈 주위 원형 부종, 동맥폐색,
망막 정맥 출혈, 망막 출혈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음
- 피부감염 후 주로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에 영향을 미치며,
15% 이상의 사람은 아주 위험한 중추 신경계 합병증으로 발전함
- 환자의 40%는 수막증, 발작, 정신착란, 일시적 난청, 기억상실증, 기면증과
같은 신경계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남
-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치사율은 20~80%이며, 치료받은 경우는
5%임
- 고연령층에게 치명적임

3.3. 감염경로
• 보통 감염된 진드기에 물림으로써 전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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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테리아는 진드기에서 병원성 상태로 바뀜
• 진드기는 보통 인간에게 질병을 전파하기 위해 4~6시간 동안 부착되어야 함
• 진드기의 타액, 혈액, 체액, 대변에 노출되는 경우 전파가 가능함
• 사람 간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어로졸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

3.4. 감염량
• 정확한 감염량은 알 수 없지만, 소량으로도 감염이 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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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마리의 진드기에 물리는 경우에도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음
• 개의 경우 이 균에 감염된 3,000개의 vero 세포주를 접종 하거나 10개의 진
드기로 인하여 임상증상이 나타남

3.5. 잠복기: 감염된 진드기에 물린 후 2~14일
3.6. 숙주: 사람, 개, 설치류 등 작은 포유동물 및 진드기
3.7. 병원소: 진드기에서 난소전파 (transovarian transmission)를 통해서 후대
에 전달되며, 그 후 사람, 개, 설치류 등 포유류에 전파됨. 작은 포유동물에
서는 혈액 내에서 균을 증폭시키는 숙주 역할을 하며, 흡혈을 하는 진드기
를 통해 전파됨

3.8. 매개체: 여러 종의 진드기
- 미국: Dermacentor variabilis
- 캐나다: 록키산맥에서는 Demacentor andersoni
- 멕시코: Rhipicephalus sanguineus
- 중남부 아메리카: Amblyomma cajennense
- 브라질: Amblyomma aureolatum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된 동물이나 조직 및 그 기생곤충
• 혈청 및 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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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성 물질의 우발적 비경구 감염 접종
• 에어로졸 흡입
• 감염된 포유류와 절지류 취급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76년까지 캐나다에서 63건의 실험실 획득감염사례 중 11명의 사망자가 보
고되었으며, 11명의 사망자의 경우 감염된 난황, 조직배양, 진드기 그리고 호
흡기 경로, 코 점막 접촉 그리고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로 인하여
실험실획득감염이 발생하였음
• 감염된 에어로졸 발생사고로 인해 1개의 실험실에서 6년 동안 9건의 실험실
획득감염이 보고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BL2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면역항체실험

BL3
ABL2
ABL3

• 감염된 동물유래 조직을 취급하는 실험
• 세포 배양물 등 병원체를 직접 다루는 실험
• 감염된 포유동물을 단순 유지하는 경우
• 절지동물 (이, 벼룩 등) 기생충이 확인되거나 존재가 의심되는 경우
• 감염된 절지동물을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실험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모든 감염 가능성 물질을 다루는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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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4% formaldehyde, 2% glutaraldehyde,
70% ethanol, 2% peracetic acid, 3~6% hydrogen peroxide and 0.16%
i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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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에서 15분간 고압증기멸균, 170℃에서 1시간
이상 건열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면역형광조사법 (IFAs): 4배 이상의 항체가 상승 또는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1/64을 확인
• 효소면역측정법 (ELISA): 박테리아 항체를 확인할 수 있으나 IgG 항체는 질병
시작 후 최소 7일까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혈청전환 (seroconversion)을
확인하기 위해 증상 후 7일 이후에 혈청 테스트 실시
• 조직 염색: Giemsa, Gimenez staining,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발진
피부조직)
• 분자생물학적 검사: 특이유전자 gltA, ompA, ompB를 이용한 PCR 등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임상 증상을 보일 때 실험실 검사 확인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doxycycline

72

3. 세균 및 진균

항생제 치료
• 100 mg doxycycline 5~7일 동안 복용, 열이 없어도 최소 2~3일 동안 복용
• 45Kg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 2.2 mg/kg의 doxycycline을 이틀에 한번씩
5~7일 동안 복용

5.3. 약제 감수성: doxycycline, chloramphenicol, tetracycline
5.4. 약제 저항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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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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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시디오이데스균
(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
과 (Family)

Onygenaleae

속 (Genus)

Coccidioides

종 (Species)

immitis / posadasii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콕
시
디
오
이
데
스
균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 1

고위험병원체 2,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7: C. immitis 해당

8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전신성  진균감염증의  병원체로  coccidiodomycosis,  valley  fever,  desert 
fever를 일으키는 원인균임

• 온도에  의해  형태가  달라지는  두형태진균  (dimorphic  fungus)으로  토양에서 
사상균으로 성장하는 진균임

• 토양 내 사상균 형태로 5 μm의 감염성 분절포자 (arthroconidia)를 형성하며 
분열함

• 숙주에서는  분절포자가  이스트형으로  바뀌어  소구  (spherule)라는  독특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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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형성함
• 소구(spherule)는 120 μm의 크기로 200~300개의 내생포자를 포함하는 두꺼
운 벽을 가짐

2.2. 생존능력: 분절포자는 내성이 강하며 무생물 표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
존이 가능하며 토양, 먼지, 반 건조성 기후에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가
능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지리학적으로 반 건조성 기후의 알칼리성 토양, 열대, 건조한 여름, 낮은 연
강수량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함
• 주로 감염성 분진과 토양의 환경에 노출에 의해 발생함
• C. immitis와 C. posadasii는 주로 캘리포니아와 미국 남서부, 북 멕시코, 중
앙, 남아메리카에서 발생함
• 흑인, 아시아인, 필리핀인, 임신 후기의 임산부 여성, 그리고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사이에서 흔히 전파됨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 감염된 사람의 60%는 주로 무증상이고 40%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데 기침, 열, 관절통, 근육통, 피로를 나타내며 2~6주간 지속됨
- 심한 경우 어지럼증, 구토, 두통, 정신장애, 급성폐렴, 급격한 발열이 나타남
- 아주 드물게 급성폐렴은 만성 진행성 폐렴, 폐 결절을 일으킬 수 있음
- 급성증상으로는 폐 감염의 경우 기침, 흉통, 숨 가쁨, 열, 피로가 혼합된 증
상을 나타내며, 피부감염의 경우 작은 홍반 또는 이동결절 홍반을 나타내고
감염자의 5~25%는 만성 폐 감염으로 전환됨
- 심한 윤활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여러 간절로 통증과 열을 수반하며 인
체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감염된 사람 중 30~50% 및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감염자는 콕시디오이
데스 진균증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인 수막염이 나타나며, 정신상태에 영향
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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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염경로
• 토양에 존재하던 감염성이 있는 분절포자를 호흡기를 통한 흡입으로 감염됨
• 사람 간 전파는 비생체 접촉매개물 또는 장기이식으로 발생함

3.4. 감염량
• 정확한 양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분절포자 1~10개로 추정됨
• 동물실험 (쥐, 원숭이, 기니피그) 결과 50개 이하의 분절포자가 만성적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100~500개 이상이면 치명적인 감염을 유발할 수 있음

3.5. 잠복기: 1~3주
3.6. 숙주: 사람, 거의 모든 종의 포유류, 일부 종의 파충류
3.7. 병원소: 남서부 미국의 토양과 중앙, 남아메리카 일부의 토양
콕
시
디
오
이
데
스
균

3.8. 매개체: 없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조직, 뇌 척수액, 객담, 피부, 내장병변
• 감염된 지역으로부터의 토양시료 (분절포자의 경우)
• 사상균 배양체 등

4.1.2. 감염위해요소
• 취급 시 분사된 분절 포자 흡입의 위험이 있음
• 비경구적 접종, 점막의 접촉으로 감염될 위험이 있음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76년부터 1978년까지 93건의 실험실획득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5건이 무증상이었으며 피부검사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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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 임상검체 시험 검사

BL3

• 균 배양 등 병원체 및 감염조직을 직접 취급하는 실험

ABL3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및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10 비율로 희석한 표백제, ≥6% hydrogen peroxide, 8%
formaldehyde, 3% phenolic로 20분 이상 처리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0ºC에서 30분 동안 가열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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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조직염색: 객담, 삼출물, 조직 내에서 구상체 관찰, 10~20% KOH와 calclfluir
white, H&E, gomori methenamine silver (GMS), periodic-acid schiff (PAS)
염색
• 형광항체법: 콕시디오이데스 특이 형광항체를 이용하여 감염 조직 내 균 검출
• 혈청학적 검사: 항체를 면역확산시험과 라텍스 응집시험법으로 검사하여 IgM
항체를 검출하여 확인
• 분자생물학적 검사: DNA probe법으로 rRNA 유전자를 검출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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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응급처치 및 치료
•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감염자의 95%가 자연 치료됨
• 만성적인 감염인 경우 amphotericin B, ketoconazole, itraconazole이 효과가
있으며, 뇌막 감염의 경우 fluoconazole이 효과적임
• ketoconazole 또는 itraconazole에 nikkomycin의 첨가가 상승효과를 가짐

5.3. 약제 감수성: amphotericin B, azole group의 항진균제, itraconazole,
voriconazole

5.4. 약제 저항성: azole에 대한 저항성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풍토병 지역에
서는 반복된 투약이 원인임

5.5.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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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균 (Vibrio cholerae O1, O139)
  콜레라  독소  생성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콜레라를  일으키는  혈청형  O1형

과 O139형만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며, 다른 혈청형은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 되지 않음. 상기 혈청형은 독소 생성능 또는 
유전자 소실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함
과 (Family)

Vibrionaceae

속 (Genus)

Vibrio

종 (Species)

cholerae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2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

6

▷ 호주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 (Tier 2)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2군)8

▷ 일본

▷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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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병원체 (4종)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4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그람음성  막대균으로  단모성  편모를  가지고  있어  운동성이  있으며  통성혐기
성 세균

• 콜레라균의 혈청형 O1 O139은 콜레라 독소 (cholera toxin, CT)를 생성하며, 
이에 의하여 감염병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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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존능력: 물에서 6~9일간 (생물학적 변이형인 El Tor형은 14~24일), 식
품에서 1~14일간, 먼지에서 3~6일간, 배설물에서 50일까지, 유리에서 30일
까지, 금속동전에서 7일 정도, 손가락 끝에서 2시간 정도, 토양에서 16일 정
도, 침구에서 1~7일간 생존이 가능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9세기 인도 갠지스 강 유역에서 풍토병으로 유행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함
• 6번의 대유행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였고 현재에도 7번째 대유행이 지속되
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발병하고 있음
• 매년 300만~500만 명의 콜레라 감염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중 10만
명~12만 명이 사망함
• 국내에서는 1940년까지 29차례의 고전형 콜레라의 대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국내 발생 콜레라는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
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한 142명의 환자발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남아시
아 국가를 여행한 여행자들에 의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3.2. 임상증상
• 일반적 증상:
- 콜레라균에 오염된 물, 식품을 섭취 하였을 경우 급성 설사증이 나타남
- 콜레라균의 장 점막 부착력, 침입한 균의 수, 침입부위에서 균 증식력, 장독

콜
레
라
균

소 생성력 등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르나 성인, 아이 모두 수 시간 내 사망
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함
- 초기증상은 급성 설사증으로 심한 물 설사로 쌀뜨물 같은 설사를 보이며,
때때로 구토와 복통을 수반함
- 설사증으로 인하여 심한 탈수현상이 나타나며, 피부탄력 저하, 저혈압, 요골
동맥박수 감소, 빈호흡, 요량 감소증, 발작, 경련이 발생하여 심할 경우, 혼
수상태 및 사망에 이름
- 콜레라균에 감염된 사람의 75%는 무증상 또는 미비한 증상으로 다시 회복
되지만 7~14일 후 감염된 사람의 대변을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어 다른 사
람들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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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염경로
• 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과일, 채소, 어패류 섭취
• 환자의 배설물이나 구토물에 의한 경구 감염
• 무증상 보균자가 많으며, 이러한 무증상 보균자도 콜레라균을 배출하여 급속
히 전파시킬 수 있음

3.4. 감염량
• 환자의 위 산도 (gastric acidity)에 따라 감염량이 조금 다르나 섭취 시
106~1011개로 감염됨
※ 위산도가 낮을수록 비교적 적은 수의 개체로도 감염 가능함

3.5. 잠복기: 감염 후, 수 시간에서 최대 5일, 일반적으로 2~3일
3.6. 숙주: 사람, 물새, 조개류, 어류, 초식동물
3.7. 병원소: 사람, 새, 초식동물, 조류 (algae), 동물성 플랑크톤, 조개류, 곤충
3.8. 매개체: 없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감염환자의 대변, 혈액, 감염된 동물의 조직, 환경샘플 (물, 토
양 등), 오염 식품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성 물질 섭취, 비경구적 주입 (parenteral inoculation)을 통해 감염의 우
려가 있음
•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실
험을 할 경우 주의하여야 함
• 위 절제 또는 무산증 (achlorhydria)으로 인해 위산 분비가 비정상적인 사람들
은 감염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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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실험실 감염사례: 콜레라균은 많은 수의 개체가 감염되어야 발병하나,
실험실 획득감염의 사례가 많음
• 1979년: 콜레라 감염된 사망자의 검체 및 감염환자의 배설물 취급과정 중 감
염됨
• 1894년: 29세 남자 연구자가 입으로 피펫팅을 하는 도중 콜레라균을 삼켜 감
염됨
• 50세 여자 연구자가 배양액을 취급 하는 중 손에 배양액이 묻어 감염되었으
며, 감염된 연구자의 룸메이트도 감염자의 옷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감염됨
• 2008년: 호주의 한 실험실에서 실습 과정의 23살 학생이 배양기에 엎질러진
배양액을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제독 처리한 후 감염된 사례도 있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ABL2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실험동물을 이용한 모든 실험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착용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함
• 입을 이용한 피펫팅을 금지하고, 실험실내 사용 물품을 실험실 외부로 반출하
지 말아야 하며,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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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2~5% phenol, 1% sodium hypochlorite, 4% formaldehyde,
2% glutaraldehyde, 70% ethanol, 70% propanol, 2% peracetic acid,
3~6% hydrogen peroxide, 0.16% io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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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물리적 불활성화: 콜레라균은 저온에 약하므로 0℃ 저온충격, 121℃에
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160℃에서 1시간 이상 건열 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증균배양: 감염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을 Alkaline peptone water (pH8.4)에
접종하여 배양 후 TCBS에서 배양 (※ 콜레라균은 노란 집락 형성)
• 생화학적 동정: API 20E kit, Vitek kit 등으로 판정
• 혈구응집시험: 항혈청을 이용하여 응집반응시험 실시
• 독소 생성 유전자 동정: 콜레라 독소 유전자 확인을 위하여 ctx1, ctx2
primer를 이용한 PCR 등

5.2. 응급처치 및 치료
• 감염 환자 발생 즉시 격리치료를 하여야 하며, 경구재수화염 (Oral rehydration
salts)을 즉시 투여할 경우 감염환자의 80%가 치료 가능함
• 탈수가 심할 경우 정맥수액을 투여하며, 설사와 균 배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항생제 (주로 tetracycline, ciprofloxacin, doxycycline, co-trimoxazoleⓇ
을 사용하기도 함)를 투여함
• 다량의 항생제 투여는 권고하지 않음.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치사율은 1%
이하로 낮출 수 있음

5.3. 약제 감수성: tetracycline, ciprofloxacin, doxycy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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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약제 저항성:
• nalidixic acid, furazolidone, co-trimoxazole 내성주
• ciprofloxacin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콜레라균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감
염을 발생시키는 콜레라균의 36%가 tetracycline, ampicillin, kanamycin,
streptomycin,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에 저항성을 가짐

5.5. 백신
• 현재 두 종류의 안전한 경구용 백신이 있으며, 두 종류 모두 사백신으로 세계
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았음
- 샨콜 (Shanchol) : 항원형 O1 및 O139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장기간의 예방 효과를 나타냄
- 듀코랄액 (Dukoral) : 전 연령에 효과적이며, 항원형 O1 콜레라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4~6개월 정도의 단기 예방 효과를 나타냄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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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러스 및 프리온

헤르페스 B 바이러스
(Cercopithecine herpesvirus 1, Maca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과 (Family)
아과 (Subfamily)
속 (Genus)

Herpesviridae

Alphaherpesvirinae
Simplex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4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4군)8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직경 160～180 nm의 20면체 외피로 둘려 싸여 있는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

2.2. 생존능력 : 37℃에서 7일, 4℃에서 일주일간 생존하며, -70℃에서는 매우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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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원숭이의 70% 정도가 혈청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일 정도로 널리 퍼져 있으며,
원숭이에게는 증상이 경미한 반면 사람에는 감염률이 낮으나 병원성이 높음
• 주로 수의사, 실험실 종사자와 짧은꼬리원숭이나 원숭이 사체 및 조직을 취급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함
• 2002년까지 50건의 사람 감염 사례가 보고됨. 1932년 처음으로 사람에게 감
염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연구자가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히말라야원숭이
(rhesus macaque)에 손가락을 물린 후 뇌척수염으로 사망함

3.2. 임상증상
• 감염되는 경우 초기에는 독감과 유사한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
나고 피부 감염 시 홍반이 나타남
• 이 후 임파선염, 임파절염, 척수염 등이 발생하고 사지 및 호흡 마비 증상을
보임
• 일반적으로 증상이 치명적이고 급성으로 나타남
• 치료하지 않는 경우 증상이 나타난 후 1일부터 3주 후에 사망에 이르며, 사
망률은 80%에 이름

3.3. 감염경로
• 주로 사람은 감염된 원숭이에게 물리는 경우 감염되며, 감염된 원숭이의 체액
이 기도 및 눈에 직접적인 노출로 인해 감염되기도 함
• 드물게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타액, 조직, 조직 분비액 또는 세포 배양액에 손
상된 피부나 점막이 노출되어 감염됨
• 오염된 날카로운 도구 등 오염된 비생체 접촉매개체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감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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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사람 간 전파는 소포성 병변에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가 1건 보고됨

3.4. 감염량: 아직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일반적으로 5～21일이나 최대 5주까지 보고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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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숙주: 사람, Macaca속 원숭이 (M. artoides, M. nemestrina, M fuscata,
M. radiate, M. cyclopis), 토끼, 기니피그, 생쥐 등

3.7. 병원소: 원숭이 (M. mulatta, M. fascicularis)
3.8. 매개체: 없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흉부와 복부의 내장, 중추신경계조직, B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숭이의 구강 분
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입을 통한 피펫팅, 오염된 배설물 등 감염성 물질의 접촉
• 순수 배양액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손 오염, 오염된 실험복과의 간접적 접촉
•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러지거나 구부러진 주사바늘이나 주사기 재사
용시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4.1.3. 실험실 감염사례
• 실험실획득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40~50건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26건은 감
염된 원숭이에 물려서 발생함
• 1932년: 연구자가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히말라야원숭이 (rhesus macaque)
에 손가락을 물린 후 뇌척수염으로 사망함
• 1997년: 영장류 센터 종사자가 원숭이를 다루던 중 눈에 원숭이 분변이 튀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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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4
ABL4

• 진단을 목적으로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분리된 검체를 취급하는
등 감염이 우려되는 모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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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된 동물이나 그 조직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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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착용 후 추가적으로 보호복, 장
갑, 호흡보호장비,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
classⅢ 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특히 감염동물을 취급하거나 동물 감염실험 시 주의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2% alkalinized
glutaraldehyde, 10% formaldehyde

4.5.2. 물리적 불활성화: 열에 약하므로 50~60℃에서 30분 이상,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산성용액 또는 세정제로 처리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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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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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원인 바이러스 분리
• 혈청학적 검사 : 혈청중화시험, 효소면역시험법 등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
에서 항체가 4배 상승을 확인
• 웨스턴 블롯 시험 : 헤르페스 B 항원에 대한 항체 검출
• 분자생물학적 검사 : PCR로 특이 DNA polymerase 유전자 검출

5.2. 응급처치 및 치료
• 감염 초기에 항바이러스제인 acycolovir, valaciclovir, famciclovir의 투여가
효과적임
• B바이러스 특이적 면역글로불린 투여도 효과적일 수 있음

5.3. 약제 감수성: acyclovir, valacyclovir, famciclovir
5.4.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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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출
크
리혈
열
미  
안바
  이
콩러
고
스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과 (Family)

Bunyaviridae

속 (Genus)

Nairo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4위험군1 

2

3

고위험병원체 , 생물작용제 ,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4군) 8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1종)

7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1940년대 중반 Crimean 반도에서 농부의 출혈열 유행으로 최초 보고되었으
나 1956년 콩고에서 발생한 감염자에서 처음으로 분리됨

• 직경 85~105 ㎚  크기의 세  가닥의 (-)RNA로  약 5~7 ㎚의 지질 이중막으로 
된 외피 (envelop)를 가짐

2.2. 생존능력
• 습한 환경: 37℃에서 7시간, 20℃에서 11일, 4℃에서 15일간 생존이 가능함

• 건조한 환경: 90분 안정적이고 최대 24시간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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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944년에서 1945년 사이 크리미안 반도에서 최초 보고되었으며, 그 당시 치
사율 10%의 심각한 출혈열이 유행하였고, 원인 바이러스를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로 명명함
•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발생지점은 유럽의 동
남지역,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임
• 감염병 발생지역은 주로 매개체인 진드기의 분포지역과 유사하며, 낙농업 종
사자 의료종사자, 수의사, 도살장 종사자는 고위험군에 속함
• 2001년에는 코소보, 알바니아, 이란, 파키스탄, 아프리카 남부에서 발생이 보
고되었으며, 2006년에는 터키에서 242건의 감염사례가 확인되었고 이 중 20
명이 사망함
• 우리나라에는 발생된 기록이 없음

3.2. 임상증상
• 감염 초기에는 갑작스런 발열, 오한, 두통, 손발과 허리의 심한 통증,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남
• 보통 4일 후 안구, 잇몸, 코, 폐, 자궁, 장 등에서 출혈이 나타나며 일부의 경
우 간 손상이 발생함
• 일반적으로 출혈, 신경계 합병증, 폐출혈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며 치사
율은 30~50%임
• 그 외 감염자는 증상이 나타난 15~20일 후 회복됨. 일반적으로 회복환자는
쇠약, 약한 맥박, 탈모가 발생하며, 다발성 신경염, 발한, 두통, 현기증, 메스
꺼움, 식욕저하, 시력저하, 청력저하, 기억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나타남

3.3. 감염경로
• 감염된 진드기 (특히, Hyalomma marginatum 또는 Hyalomma anatolicum)
에 물리거나, 감염된 환자의 혈액 및 분비물로 인하여 피부상처를 통하여 감
염되며, 감염된 동물의 도살 과정 중에 감염성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된
설치류 배설물 접촉 및 에어로졸로 인해 감염될 수 있음
• 사람 간 전파는 빠르게 진행되며, 감염된 혈액, 분비물 접촉으로 병원감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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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염량: 아직 알려지지 않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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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잠복기: 1~12일
3.6. 숙주:
• 바이러스의 숙주: 사람
• 감염된 immature tick 숙주: 산토끼, 고슴도치
• adult tick 숙주: 소, 양, 염소, 말, 돼지, 새
※ 산토끼, 고슴도치, 설치류, 새는 증폭숙주 (amplifying host)임

3.7. 병원소: 포유류, Hyalomma속 진드기
3.8. 매개체
• Hyalomma속 진드기가 주 매개체이며, 그 외 Rhipicephalus, Ornithodoros,

Boophilus, Dermatocentor, Ixodes속 진드기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감염된 사람과 동물의 혈액, 분비물, 조직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물질의 피부나 점막의 집적적인 노출
• 우발적인 비경구 노출
• 공기 중 감염성 에어로졸 노출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68년 : 한 실험실 종사자가 감염된 환자의 혈액검체로 마우스에 감염시키
기 위해 원심분리 후 혈장을 분리하는 과정 중 감염됨
• 1970년 : 실험자는 생 바이러스 (live virus)를 취급 후 감염증상이 나타났으
며, 그 후 7일 뒤 사망함. centrifuge rotor에서 바이러스 배양액이 있는 플라
스크가 깨져서 에어로졸로 인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94

4. 바이러스 및 프리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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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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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을 목적으로 임상 검체 시험검사
BL4

•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분리된 검체를 취급하는
등 감염이 우려되는 모든 실험

ABL4

• 감염된 동물이나 그 조직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착용 후 추가적으로 보호복, 장
갑, 호흡보호장비,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 classⅢ 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1% sodium hypochlorite, 70% alcohol, 2% alkalinized glutaraldehyde,
10% formaldehyde 등
• 바이러스 취급 구역 및 사용 물품은 100배 희석한 sodium hypochlorite로 사용

4.5.2. 물리적 불활성화: 56℃에서 30분 이상, 60℃에서 15분 이상 가열, 자
외선 조사,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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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출
크
리혈
열
미
안바
이
콩러
고
스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원인 바이러스 분리 : LLC-MK2, Vero, BHK21, SW13세포배양을 이용한 바
이러스 분리
• 조직 면역학적 방법에 의한 특이 항원 검출
• 혈청학적 검사 : 효소면역측정법 (ELISA)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상승을 확인하거나, IgG, IgM을 검출하여 확인
• 분자생물학적 검사 : RT-PCR로 특이유전자 NP유전자 검출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출혈이 없는 경우 해열제와 진통제 치료
•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수분 전해질 균형, 혈액순환, 혈압 유지
• 심각한 경우에는 혈소판 (fresh platelets), 신선 동결 혈장 (fresh frozen
plasma), 알부민, 응고인자 (coagulation factor)로 치료하며, ribavirin과
convalescent plasma를 사용함
• 고위험군 종사자는 노출 후 예방 (post-exposure prophylaxis)을 위하여
ribavirin 복용 (200 ㎎씩 2회/일, 5일간 복용)

5.3. 약제 감수성: in vitro에서 ribavirin에 감수성이 있음
5.4. 백신: Bulgarian vaccine이 개발되어 동유럽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은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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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
(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과 (Family)

Togaviridae

속 (Genus)

Alphavirus

이뇌
스염
턴바
 
 
이이
콰러
인스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2위험군1

2

고위험병원체 ,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

7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직경  65~70  ㎚의  크기로,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임.  정이십면체의  외막

(envelop)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캡시드는  T-number  (triangulation  number)
가 4인 구형임

2.2. 생존능력 : 숙주 밖에서 건조한 상태로 생존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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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기온이 높은 온대지역과 모기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미국의 동부와
북중미, 카리브해 연안의 중남미 일부 지역, 폴란드, 구소련, 태국, 필리핀, 구
체코슬로바키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음
• 사람감염은 대부분 산발적으로 발생함

이뇌
스염
턴바
이이
콰러
인스

3.2. 임상증상
•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는 아르보바이러스성 뇌염 (Arboviral encephalitides)
중 가장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며, 치사율이 50~70%임
• 발열, 두통, 구토, 호흡기 계통의 징후, 백혈구 증가증, 현기증, 의식수준 저
하, 떨림, 발작, 국소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 감염 후 3~5일내에 사망할
수 있으며, 회복환자의 50% 정도는 경련, 마비, 정신지체 등 신경학적 후유
증이 남음

3.3. 감염경로
•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 감염은 감염된 야생조류와 매개체인 모기의 감염환이
생성되며, 야생조류와 사람을 흡혈하는 모기로 인하여 사람에게 전파됨
•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된 바 없으며, 감염된 조류와 사람 간 직접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3.4. 감염량
•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 감염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3.5. 잠복기: 4~15일
3.6. 숙주: 사람, 파충류, 박쥐, 꿩, 야생 새, 모기, 말, 개, 설치류
3.7. 병원소: 야생조류가 주 병원소임, 그 외 사람, 말, 가금, 야생돼지, 소, 설
치류, 양서류, 파충류, 모기 및 감염된 모기의 알도 병원소가 되기도 함

3.8. 매개체: 모기 (Culiseta melanura, Aedes sollicitans, Ae. vexans, Coquillettidia
sp., Culex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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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된 동물 및 인체 뇌척수액, 혈액, 중추신경계, 조직 및 감염된 절지동물,
야생조류

4.1.2. 감염위해요소
• 상처난 피부 및 손상된 점막에 감염성물질의 직접적인 접촉
• 오염된 실험복 등에 간접적 접촉
• 실험 중 감염성 에어로졸 및 비말 발생 시 잠재적 감염의 우려가 있음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76년: 영국에서 실험실 연구자가 감염된 주사기에 상처를 입는 사례가 있음
• 2012년 3월까지 외국에서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로 인한 실험실획득감염은
4건이 보고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 진단을 목적으로 임상검체 시험 검사
• 분자생물학적 실험
• 바이러스를 배양 및 증식하는 경우 등 병원체 취급 실험

BL3

• 고농도 및 대량 배양 실험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ABL2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착용, 감염성 물질을 직접적으로 다룰 경우 실
험복 소매 부분 등 밀착시키고 호흡보호구, 고글을 추가적으로 착용
• 모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실험은 반드시 BSC에서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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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50% Ethanol에 60분간 노출, 1% sodium hypochlorite, 2% glutaraldehyd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 121℃에서 15분간 고압증기멸균, 56℃ 건열 처리, 자외선 조사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이뇌
스염
턴바
이이
콰러
인스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전자현미경 관잘
• 조직 및 임상검체에서 직접면역형광시험법 (direct IFA)로 검출
• 혈청학적 검사 :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상승 확인 및 효소면역
측정법 (ELISA)에 의한 IgM 검출
• 분자생물학적 검사 : RT-PCR, Real-time PCR로 특이적 RNA 검출

5.2. 응급처치 및 치료
• 감염 후 치료법이 없어서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으로 치료 후 회복단계에 물
리치료를 실시함

5.3.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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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바이러스 (Ebola virus)
과 (Family)

Filoviridae

속 (Genus)

Ebola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4위험군1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 호주
▷ 일본
▷ 캐나다
▷ 싱가폴

에
볼
라
 
바
이
러
스

Select Agent (Tier 1)5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 (Tier 1)6
특정병원체 (1종)7
Human pathogens and Toxins (4군)8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1976년 아프리카 수단과 자이레에서 발생한 중증의 출혈열 환자에서 처음으
로 분리됨
• 바이러스  형태는  긴막대기형,  고리형,  원형  등  다양하며,  길이  800~1400㎚, 
직경 80㎚의 (-)RNA 바이러스임
• 자이레 (Zaire), 수단 (Sudan), 아이보리코스트 (Ivory coast), 레스톤 (Reston), 
분디부교 (Bundibugyo)의 5가지 아형으로 분류됨

2.2. 생존능력 : 
• 액체 또는 건조한 환경에서 수 일, 실온 또는 4℃에서 수 일, -70℃에서는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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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임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975년 수단에서 처음 발생하여 284명이 감염되고 151명이 사망 (사망률
53%)함
• 주로 가봉, 콩고 공화국, 아이보리코스트, 우간다에서 발생함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04년까지 총 1,850건의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으며,
1,200명 이상 사망함
• 최근 2012년에도 에볼라바이러스로 인한 감염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콩고에서
52명 감염 중 25명이 사망하였으며, 우간다에서 7명 감염 중 4명이 사망하였음
• 특히 20~30대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감수성이 있음

3.2. 임상증상
에
볼
라
바
이
러
스

• 감염 시 대식세포 등에서 증식한 후 혈관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신으로 퍼
져나가며. 이에 따라 간, 신장 등의 각 장기에 기능장애가 발생하며, 혈관 등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기도 함
• 발병하기 시작하면 며칠 안에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인후통의 증상을
보이고 피로, 설사, 구토, 위통을 일으킴. 일부는 발진, 안구충혈, 토혈, 혈변
등이 일어나며, 치사율은 환자의 53~88%로 매우 높고 사망자의 90% 이상은
소화관 출혈을 보임

3.3. 감염경로
• 감염된 동물 및 그 검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접촉
• 사람 간 전파는 감염된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 또는 감염 말기 단계 및 사망
후 혈액, 분비물, 장기, 점액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전파 가능함
• 발병 후 61일 후 감염된 환자의 정액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된 사례가 있으며,
임상적으로 회복된 7주 후 정액으로부터 전파 가능함
• 소독되지 않은 주사, 의료기기 등으로 인하여 병원감염이 가능하며, 감염성
물질을 취급할 경우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이 가능함

3.4. 감염량: 에어로졸을 통하여 1~10개로 감염
3.5. 잠복기: 일반적으로4~9일이며, 최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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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숙주:
• 사람, 여러 종의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개코원숭이 (baboon), 다이커영양
(duiker), 과일박쥐 (fruit bat) 3종 (Hypsignathus monstrosus, Epomops

franqueti, Myonycteris torquata)이 있으며, 최근 설치류 2종, 뾰족뒤쥐
(shrew) 1종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게놈이 발견됨

3.7. 병원소: 알려지지 않음
3.8. 매개체: 알려지지 않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된 사람 및 동물의 혈액, 분뇨, 호흡기 분비물, 정액, 사람과 동물의 조직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물질의 피부나 점막의 직접적인 노출
• 우발적인 비경구 감염
• 공기 중 감염 에어로졸 노출

4.1.3. 실험실 감염사례
• 아이보리코스트에서 감염된 침팬지를 부검하다가 감염됨
• 1976년 영국에서 오염된 주사기에 찔림으로 감염됨
• 2004년 러시아, 2009년 독일에서도 오염된 주사기에 찔림으로 감염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4

ABL4

• 진단 목적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모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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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착용 후 추가적인 보호복 또는
필요시 양압복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 classⅢ 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에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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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소독제
• 2% sodium hypochlorite, 2% glutaraldehyde, 0.25% Triton X-100, 3%
acetic acid (pH 2.5), 10% formaldehyd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60℃에서 30~60분간 가열, 감마선 조사, 자외선 조
사,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전자현미경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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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면역학적 방법에 의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혈청학적 검사 : 효소면역측정법 (ELISA) 또는 면역형광시험법 (IFA)로 혈청내의
IgG, IgM 항체를 검출하여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상승을 확인
• 분자생물학적 검사 : 특이적 유전자 Ebolavirus GP, Ebola (Reston) NP,
Ebola (Zaire) NP를 RT-PCR법으로 동정

5.2. 응급처치 및 치료
•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및 치료제는 없음
• 신기능 유지, 전해질 평형 등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3. 약제 감수성: 알려지지 않음
5.4. 약제 저항성: 알려지지 않음
5.5. 백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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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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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드라 바이러스 (Hendra virus)
과 (Family)

Paramyxoviridae

속 (Genus)

Henipa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4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4군)7

▷ 일본

▷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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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gent 5 

특정병원체 (3종)6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110~800  nm  크기의  구형이며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일가닥의  선상 
(-)RNA 바이러스임

• 1999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발병된 니파바이러스와 유사함

2.2. 생존능력 
• 정확한 생존능력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14℃에서 250일 동안 고기

에서  생존가능하며,  실내  온도에서  바이러스  질환자의  분비물에  남아  8시간 
이상 생존한다고 보고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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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994년 호주의 브리스베인 교외인 헨드라 지역에서 급성 호흡기질환과 신경
질환을 나타내는 말과 말 조련사에게서 처음으로 분리하였고, 이 당시 2명이
감염되어 사망함
• 1994년에서 2012까지 말에 감염된 사례는 77건이고, 사람 감염은 총 7명이
보고됨. 이 중4명은 사망하였고, 7명 중 5명은 수의사 및 수의사 보조원임.
감염 사례는 모두 호주에서 발생함

3.2. 임상증상
• 감염된 경우 가벼운 감기증상부터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 및 신경질환이 유발됨
• 보통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염, 마른기침과 림프
절 비대, 무기력증, 현기증이 나타남. 그 후 폐렴, 호흡부전, 심장부전증, 동맥
혈전, 신경질환, 뇌염증상으로 사망하며, 치사율은 사람은 60%, 말은 75% 임

3.3. 감염경로
• 감염된 과일박쥐에 의해 오염된 목초지나 먹이를 섭취한 말이 감염되고, 감염
된 말의 체액이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여 사람에게 전파됨
•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된 사례가 없음

3.4. 감염량: 아직 알려지지 않음

헨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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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잠복기: 일반적으로 4～18일
3.6. 숙주: 말 (가축), 사람, 야생 과일박쥐 (flying foxes: Pteropus)가 대표적임
3.7. 병원소: 말, 야생 과일박쥐 등
3.8. 매개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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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감염된 말 및 사람의 체액, 혈액, 분뇨, 분변 등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물질의 피부나 점막의 직접적인 노출
• 우발적인 비경구 감염
• 공기 중 오염된 에어로졸 노출

4.1.3. 실험실 감염사례: 없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4

ABL4

• 진단을 목적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 추가적인 보호복 또는 필요시 양압
복 착용

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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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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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대 (BSC) classⅢ 내에서 실험 수행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10% formaldehyde, 70% ethano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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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자외선 조사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전자현미경적 관찰
• 조직면역학적 방법에 의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혈청학적 검사 : 효소면역측정법 (ELISA) 또는 면역형광시험법 (IFA)로 혈청내의
IgG, IgM 항체를 검출하여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상승을 확인
• 분자생물학적 검사 : 특이적 유전자 M gene을 RT-PCR법으로 동정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개발되지 않음
• In vitro에서 실험은 ribavirin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임상에서
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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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약제 감수성: ribavirin
5.4.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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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싸 바이러스 (Lassa virus)
과 (Family)

속 (Genus)

Paramyxoviridae

Henipa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4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4군)8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1종)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부정형이나  대체로  구형의  형태로  피막이  있고  크기는  60~280  ㎚의  단일 
가닥의 선상 양극성 RNA바이러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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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존능력 
• 에어로졸에  안정적임.  특히  저습도  (상대습도  30%)에서  안정적임.  24 ℃와 
32 ℃에서 10.1분~54.6분의 생물학적 반감기 (biological half-live)를 보임

110

4. 바이러스 및 프리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969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동부의 라싸마을에서 발생한 환자에서 처음 분
리됨
• 1997년 시에라리온에서 799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그 중 148명이 사망한 사
례가 있음
• 아프리카 서부 지역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유
행지역인 아프리카 서부지역에서 연간 10~30만 명이 감염되며, 약 5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에는 발생 기록이 없음

3.2. 임상증상
• 감염된 경우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80%임
• 초기증상은 열, 구토, 복통, 인후통, 기침, 구강 점막 궤양, 삼출성 인두염
(exudative pharyngitis), 경부림프절비대 (cervical lymphadenopathy)이며, 그
후 목과 머리에 심각한 부기, 흉막과 심막 삼출 증상이 나타남
• 감염환자의 25%는 청력의 손실 및 탈모증상이 나타남
• 임산부에게는 치사율이 높으며, 감염 시 80%가 유산을 일으키며,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사망률은 감염증상으로 인해 병원 입원환자의 15~20%, 감염된 사람의
1~2%임

3.3. 감염경로
• 에어로졸로 인하여 감염된 설치류와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함
• 감염된 설치류의 분뇨, 분변, 혈액 및 이에 오염된 물 등에 직접적 노출에 의
하여 전파됨
•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며, 높은 치사율로 대유행 발생이 가능함. 감염된 사람
의 소변, 인두 분비물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오염된 주사바늘 및 의
료기기에 의한 병원감염도 발생함. 또한 피부 병변을 통하거나 성적 접촉을
통하여도 감염이 가능함

3.4. 감염량: 에어로졸로 인하여 1~10개로 감염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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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잠복기: 5~21일
3.6. 숙주: 설치류 중 다유방쥐 (Mastomys natalensis), 사람
3.7. 병원소: 설치류 중 다유방쥐 (Mastomys natalensis)
3.8. 매개체: 설치류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환자의 혈액, 점막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동물 취급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 노출
• 오염된 혈액에 점막의 직접적 접촉
• 오염된 실험복과의 간접적인 접촉

4.1.3. 실험실 감염사례: 없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4

ABL4

• 진단을 목적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라
싸
바
이
러
스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착용 후 추가적인 보호복 또는
필요시 양압복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 classⅢ 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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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1% sodium hypochlorite, 3% acetic acid (pH2.5), 2% glutaraldehyd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혈청은 60℃에서 1시간 처리, 121℃ 15분 이상 고
압증기멸균, 소각, 감마선조사, 자외선 조사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전자현미경적 관찰
• 조직면역학적 방법에 의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혈청학적 검사 : 효소면역측정법 (ELISA) 또는 IFA로 혈청내의 IgG, IgM 항체
를 검출하여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상승을 확인
• 분자생물학적 검사 : 특이적 GP유전자를 RT-PCR 법으로 동정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제인 ribavirin이 효과적임. ribavirin을 6일 이내 이용하
며 30 ㎎/㎏를 1회 투여, 이후 6시간 마다 15 ㎎/㎏를 4일간, 8시간 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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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6일간 투여함

5.3. 약제 감수성: ribavirin
5.4.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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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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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버그 바이러스 (Marburg virus)
과 (Family)

Paramyxoviridae

속 (Genus)

Henipavirus

마
버
그
 
바
이
러
스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4위험군1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Tier 1)

5 

▷ 호주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 (Tier 1)6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4군)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1종)7

8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숫자 6 또는 U자형, 원형 등 형태가 다양하며, 80 nm x 800~1,000 nm 크
기의 피막이 있는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임

2.2. 생존능력 : 오염된 토양에서 4~5일, 액체나 건조한 물질에서 수 일, 정액
에서 3개월 동안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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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마
버
그
바
이
러
스

3.1. 역학정보
• 동부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아프리카 녹색원숭이 (African green monkey)의
조직세포에 의하여 독일의 마버그와 프랑크푸르트, 유고슬라비아의 벨그레이
드 실험실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 당시 25명의 접촉자가 감염됨
•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처음 발생한 지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우간다, 케냐
서부, 짐바브웨인 것으로 추정됨
• 1980년 케냐에서 2명 감염자 중 1명이 사망하였으며, 2004년 10월부터 2005
년 5월까지 앙골라에서는 313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이 중 280명이 사망함

3.2. 임상증상
• 사람과 영장류에서 드물지만 극심한 출혈열, 고열과 함께 시작되며, 오한, 두
통, 근육통, 급발성 발진, 갑작스러운 구토, 흉통, 인후통, 복통, 설사가 특징
적임. 증상은 점점 심해지며, 췌장염증, 황달, 심각한 체중감소, 섬망 (delirium),
쇼크, 간 부전, 과다출혈, 장기기능장애를 동반함
•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가 일어나며 종종 쇼크를 일으키며, 회복에 오랜 시
간이 필요함
• 사망률은 25%정도로 알려짐

3.3. 감염경로
• 감염된 사람 및 감염된 사람의 체액에 직접적으로 접촉
•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리거나 감염된 혈액, 분비물 등의 에어로졸 노출
• 실험실에서는 작은 바이러스 입자의 흡입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가능하지만,
사람 간 호흡기 매개 전파여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음

3.4. 감염량: 1~10개체로 흡입감염이 가능함
3.5. 잠복기: 3~10일
3.6. 숙주: 사람, 영장류
3.7. 병원소
•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프리카 과일박쥐 (Rousettus aegyptiacus)와 콩고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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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역의 특정 동물로 추정되며, 원숭이가 가장 감수성이 크지만 주된 병원소
는 아님

마
버
그

3.8. 매개체:
• 아직 알려지지 않지만 남아프리카에서 절지동물에 물리거나, 짐바브웨에서 야
외에서 낮잠을 자는 중 감염된 사례가 있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 혈청, 분비물, 호흡기를 포함하는 상기도 분비물, 정
액, 소변, 조직, 장기 또는 균질현탁액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동물 취급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이나 비말 노출
• 오염된 혈액이나 분비물이 점막 등에 접촉
• 오염된 실험복이나 실험 기구 등에 간접적인 접촉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69년: Uganda에서 수입한 African green monkeys의 내장, 체액을 취급하
고, 콩팥 조직배양 중 프랑크푸르트 (독일)과 유고슬라비아에서 동시 발병이
보고되었음
• 그 외 1996년까지 31명의 실험실 획득 감염이 보고되었으며, 이중 9명이 사
망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4

ABL4

• 진단을 목적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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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마
버
그
바
이
러
스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착용 후 추가적으로 보호복 또는
필요시 양압복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 classⅢ 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1% Sodium hypochlorite, 3 % acetic acid (pH 2.5), 1% glutaraldehyd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60°C에서 30~60분, 끓는 물에 5분, 감마선 조사
(1.2 x106 rads ~ 1.27 x106 rads), 자외선 조사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전자현미경 관찰
• 조직면역학적 방법에 의한 바이러스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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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청학적 검사 : 효소면역측정법 (ELISA) 또는 면역형광시험법 (IFA)로 혈청내의
IgG, IgM 항체를 검출하여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상승을 확인
• 분자생물학적 검사 : 특이유전자인 Marburg virus GP, Filovirus (L), Marburg
virus NP 등을 RT-PCR법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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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응급처치 및 치료
• 특별한 치료제나 치료방법은 없으나, 수액공급이나 바이러스감염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장기능 유지, 체액, 전해질 평형, 산소 상태 및 혈압 유지, 소실
된 혈액 보충 등 증상에 따른 지지요법 실시

5.3. 약제 감수성: 알려지지 않음
5.4.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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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폭스 바이러스 (Monkeypox virus)
과 (Family)
아과 (subFamily)

원
숭
이
폭
스
 
바
이
러
스

poxviridae
Chordopoxvirinae

속 (Genus)

Orthopoxvirus

종 (Species)

Monkeypox 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3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벽돌모양의 복잡한 20면체로 표면에 융기가 있으며, 크기가 200~250 nm인 
길게 늘어진 이중나선 DNA 바이러스임

2.2. 생존능력 : 상온에서 건조한 환경에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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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958년 코펜하겐 실험실의 cynomolgus 원숭이에서 처음으로 질병이 발견됨
• 아프리카 중서부 열대 우림지역에서 발생하며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등
아프리카 서부지역에서 1970년부터 1992까지 404건의 발생사례가 보고됨
• 1970년 콩고에서 처음으로 인체 감염사례가 발생함
• 2003년

미국의

중서부지역

Illinois,

Indiana,

Kansas,

Missouri,

Ohio,

Wisconsin)에서 가나로부터 원숭이폭스에 감염된 서아프리카 설치류를 수입
하면서 첫 사람감염자가 서반구에서 보고됨
• 원숭이폭스 바이러스는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지만 16세 이하의 연령에
감염 비율이 가장 큼

3.2. 임상증상
• 감염이 되는 경우 두창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나 림프절 종대가 나타나는 차
이를 보임
• 감염 후 2~3일의 전구기간 prodromal period) 동안 고열, 두통, 요통, 피로를
동반함
• 보통 발열증상을 보인 후 1~3일에 반점상 구진 maculopapular rash)이 생기
며, 얼굴 등에 수포, 농포의 증상이 진행되며, 이완기간이 보통 2~4주임
• 발진은 통상적으로 코에 제한적이지만, 손바닥, 발바닥으로 퍼질 수 있음
• 병변부위 또한 입이나 코의 점막에서 시작되어, 입안, 혀, 생식기에서도 나타남
• 아프리카에서는 사망률을 1~10%이며, 어린이가 사망률이 더 높으며, 두창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1~14%의 사망률을 보임

3.3. 감염경로
• 감염된 동물에게 물리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동물이나 인체의 분
비액, 혈액, 병변부위에 접촉하거나, 감염된 다람쥐, 원숭이를 섭취하는 경우
구강의 상처부위를 통해서 감염되기도 함
• 감염된 사람의 체액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물체를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를 통하여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함
• 사람 간 전파로 인한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며, 2차 발병률 secondary attack
rate)이 10%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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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일반적으로 7~17일이며, 최대 4주 정도
3.6. 숙주
• 사람, 다람쥐, 영장류, 검은 꼬리 프레리 독, African brush-tailed porcupines,
쥐 (rat), 돼지, 뾰족뒤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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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병원소: 설치류, 원숭이, 사람 등
3.8. 매개체: 알려지지 않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된 숙주의 병변부위 체액, 피부, 호흡기 분비물, 조직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물질의 피부나 점막의 직접적인 노출
• 우발적인 비경구 감염
• 공기 중 감염 에어로졸 노출

4.1.3. 실험실 감염사례: 보고 사례 없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3

ABL3

122

• 진단을 목적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 바이러스 및 프리온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N95 이상의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0.5%

sodium

hypochlorite,

2%

glutaraldehyde,

10%

formaldehyde,

chloroxylenol-based household disinfectants, paraformaldehyde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소각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전자현미경을 통한 바이러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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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화란을 이용한 검사 :부화란의 장뇨막에 접종하여 특이병변 (pock) 확인
• 유전학적검사 : 특이유전자 HA (hemagglutinin antigen) 확인
• 최근 Realtime PCR 법을 이용한 유전자 진단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음

5.2. 응급처치 및 치료
• 두창과 마찬가지로 감염 후 3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Vaccinia Immuno
Globulin Intravenous (VIGIV)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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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로운 치료제인 ST-246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5.3. 약제 감수성: Cidofovir, ST-246
5.4. 백신
• 두창 백신은 원숭이폭스바이러스에 85%이상 효과가 있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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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 바이러스 (Nipah virus)
과 (Family)

Paramyxoviridae

속 (Genus)

Heniph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4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Tier 1)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4군)8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1999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호흡기 증상을 보인 성인에서 분리되었으
며, 최초 분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니파로 명명됨

• 구형으로 피막을 지니고 있으며, 120~500 ㎚크기의 단일가닥의 선상 (-)RNA 
바이러스임

2.2. 생존능력 :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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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998년과 1999년 사이 말레이시아에서 양돈 농업 종사자, 양돈 농장이 있는
마을 거주자에게 처음 발생함. 그 당시 265명이 감염되어 105명이 사망함
• 1999년 싱가폴에서 두 번째 유행이 발생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돼
지를 취급하던 도살장 종사자 11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함
• 그 후 뇌염과 연관된 유행이 2001, 2003, 2004, 2007년 방글라데시와 인도
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2004년 방글라데시에서 유행하였을 때 치사율이 약
70%로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음

3.2. 임상증상
• 감염자의 8~15%가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미약하고, 유증상자의 50%가 사망
에 이름
• 발열, 두통, 졸음, 구토, 기침, 현기증, 근육통 등의 증상과 함께 호흡기 질환

니
파

과 신경질환을 유발하며, 심각할 경우 뇌염, 혼수상태, 기면상태, 경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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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된 환자 중 생존자의 약 8%는 수개월에서 수년 후 재발하며, 일부 사람

할 수 있음
은 비정형 폐렴 (atypical pneumonia)과 심각한 호흡기 문제가 나타남

3.3. 감염경로
• 과일박쥐 (fruit bat)와 동물 간 전파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감염된 과
일박쥐의 소변, 타액에 오염된 과일 섭취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됨
• 감염된 동물의 체액, 조직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였을 때 감염된 동물에서 사
람으로 전파되며,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 및 타액에 접촉하여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함

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일반적으로4~18일이며 최대 2달
3.6. 숙주: 사람, 과일박쥐 (fruit bat), 돼지, 고양이, 개, 말, 염소
3.7. 병원소: Pteropus속 과일박쥐, 특히 Pteropus hypomelanus
3.8. 매개체: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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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감염된 사람 및 동물의 체액, 혈액, 분뇨, 분변,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물질의 피부나 점막의 집적적인 노출
• 우발적인 비경구 감염
• 오염된 물질 섭취
• 감염 분진의 공기 흡입

4.1.3. 실험실 감염사례
•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는 없음
• 2001년 2003년 방글라데시에서 유행하였을 당시 감염환자와 직접 접촉한 병
원 종사자의 혈청을 조사한 사례가 있으나 니파 바이러스의 항원검출이 음성
으로 확인됨

니
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4

ABL4

바
이
러
스

• 진단을 목적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착용 후 추가적인 보호복 또는
필요시 양압복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 classⅢ 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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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0.1% formalin, 0.5% household bleach
4.5.2. 물리적 불활성화
• Tween-20과 Triton-X100이 포함된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희석
시킨 후 56℃에서 30분 이상 가열,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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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검체에서 바이러스 검출
• 혈청학적 진단 : 효소면역측정법 (ELISA), 간접형광시험법 (IFA), 바이러스 중
화시험을 이용하여 회복기 혈청검사에서 양성으로 양전되었거나 급성기와 회
복기혈청검사에서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 확인
• 분자생물학적 검사 : Nucleocapsid 유전자를 RT-PCR을 통해 확인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주로 집중 지지요법 (intensive supportive care) 실시
• 개방표지실험 (open-label trial)에서 ribavirin 투여로 치사율이 36% 감소됨

5.3. 약제 감수성: Ribavirin
5.4.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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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 (Rift Valley fever virus)
과 (Family)

Bunyaviridae

속 (Genus)

Phlebo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

1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

리
프바
트이
  러
벨
리스
열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세 개의 분절[large (L), medium (M), small (S)]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90~

100 nm의 크기로 피막을 가지고 있는 구형 단일가닥 선형 (-)RNA 바이러스임

2.2. 생존능력 :  4℃에 보관된 중성 또는 알카리성 혈청에서는 4개월 동안 감
염력을 유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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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900년대 초에 케냐 감염된 수의사에서 처음으로 보고됨
• 양과 소 등의 가축이 많은 아프리카의 동부와 남부 및 마다가스카르 지역에
서 우기직후에 모기의 매개로 주로 발생하며, 사하라 사막 이남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도 존재함
• 주로 가축사이에 유행하다가 가축과 접촉한 사람이 감염됨
• 1977년 이집트에서는 수단으로부터 감염된 가축이 수입됨으로써 많은 사람
과 동물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1987년에는 아프리카 서부지역에
서 세네갈 강 개발계획 (Senegal River Project)으로 인하여 지대가 낮은 지
역에 범람하여 가축 질병이 유행하다가 사람에게 전파되었으며, 2000년 사우
디아라비아에서는 882명이

감염되어 124명이 사망하였으며,

예멘에서도

1,328명이 감염되어 166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

3.2. 임상증상
•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하여 발열, 현기증, 극심한 체중감소 등을
나타내나, 심한 경우에는 쇼크와 출혈 안질환, 뇌염으로 인한 두통, 혼수상태
등으로 나타남.
• 감염자의 1～10%는 망막염증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가축의 경우 100%의 유산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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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환자는 증상이 시작한 2일~7일 이내 회복하며, 치사율은 전체 감염자의
1% 이며, 출혈열 증상 환자의 경우는 50%임

3.3. 감염경로
• 감염된 혈액을 가진 모기나 흡혈곤충에 물리거나,
•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체액, 장기에 접촉하거나,
• 감염된 동물의 우유를 가공하지 않고 마실 경우 감염이 가능함

3.4. 감염량
• 아직 정확한 양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10개체로 감염된다는 보고가 있음

3.5. 잠복기: 2～6일

130

4. 바이러스 및 프리온

3.6. 숙주: 소, 버펄로, 양, 염소, 낙타 등의 가축과 사람
3.7. 병원소: 소, 버펄로, 양, 염소, 낙타 등
3.8. 매개체: 감염된 동물의 혈액을 지닌 모기 (주로 Aedes속)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감염된 동물 및 사람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상처가 난 피부나 점막 등에 직접적인 접촉
• 오염된 주사기 등에 찔리는 경우

4.1.3. 실험실 감염사례
• 감염된 동물 및 그 조직을 취급하는 수의사 및 실험자가 감염된 사례가 있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3

ABL3

• 진단을 목적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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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착용 후 추가적인 보호복 또는
필요시 양압복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동물실험 및 감염 모기 취급 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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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1% sodium hypochlorite, 2% glutaraldehyde, 10% formaldehyde, 70%
ethanol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160~170℃에
서 1시간이상 건열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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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조직면역학적 진단 : 면역형광시험법 (IFA)으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혈청학적 진단 : 면역형광항체법 등으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이상 차이 확인
• 유전학적 검사 :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N protein 확인

5.2. 응급처치 및 치료
• 특별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원숭이 등 동물실험에서는 rivavirin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은 아직 입증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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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약제 감수성: ribavirin
5.4. 백신
• 포르말린으로 처리한 사균 백신 (TSI-GSD 200)
• MP-12 (약독화된 온도감수성 돌연변이주 (temperature-sensitive mutant)) 등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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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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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
(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과 (Family)

Arenaviridae

속 (Genus)

Arena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4위험군

1 

• 고위험병원체2, 생물작용제3: 모두 해당

•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해당

1.2. 국외
▷ 미국
▷ 호주

▷ 일본

-

7

특정병원체 (1종) :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8

 

• 4군: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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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gent 5 

• 3군: Flexal

▷ 싱가폴

Biological Agents and Toxins9

  

• 2군: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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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 Flex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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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는 Tacaribe virus (New World) complex에 속하
며, Flexal, Guanarito (베네주엘라형 출혈열 바이러스), Junin (아르헨티나형
출혈열바이러스), Machupo (볼리비아형 출혈열 바이러스), Sabia (브라질형
출혈열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있음
• 110~130 nm의 구형으로 피막을 가지고 있는 단일가닥의 (-) RNA 바이러스임

2.2. 생존능력 : 건조한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숙주 밖 혈액 검체에서
2주 정도 생존이 가능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발생하며,
병원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됨
• Junin (아르헨티나형 출혈열 바이러스)는 옥수수밭에서 주로 서식하는 설치류
(Copelatus masculinus)가 주된 숙주이기 때문에 옥수수 재배농민들이 주로
위험에 노출되며, 대부분의 감염은 4월부터 7월 사이에 발생하며, 농작물 재
배활동의 증가시기와 일치함
• Machupo (볼리비아형 출혈열 바이러스)는 볼리비아의 북동쪽의 사바나 지역
에서 발견되며, 대표적인 숙주는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서식하고 있는 설치류
(C. callosus)이며, 4월부터 7월 사이에 주로 발생함
• Guanarito(베네수엘라형 출혈열 바이러스)는 숙주가 목초나 건초 등에서 서식
하는 설치류 (Zygodontomys brevicauda)이므로 농업 종사자의 경우 감염의
위험성이 높음
• Sabia (브라질형 출혈열 바이러스)는 1990년 브라질 상파울로 외각의 sabia
마을 여성에게서 바이러스가 분리되었으며, sabia 바이러스 감염은 최근까지
총 3명이 보고됨

3.2. 임상증상
•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열, 권태감, 근육통, 요통 등의 증세가 3~4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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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며, 잇몸사이에 출혈을 보이게 됨
• 감염 1~2주 후 대부분의 환자들이 회복하지만 일부는 피부, 내장기관 및 근
육 등의 출혈증, 정신착란,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혼수상태, 발작 등을 보일
수 있으며 치사율은 30%정도임

3.3. 감염경로
• 바이러스에 만성적으로 감염된 설치류에게 물리는 경우
• 감염된 설치류들의 침, 타액, 호흡기 분비물, 혈액등의 감염성 에어로졸 흡입
• 오염된 음식, 찰과상을 입거나 상처난 피부의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접촉
• Machupo virus의 경우 사람 간 2차 감염, 감염성 에어로졸 및 오염된 의료
장비에 의하여 병원 내 감염이 보고된 사례가 있음

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일반적으로 2~ 16일
3.6. 숙주
• 생쥐, 들쥐, 다람쥐 등 설치류 (Junin-C. masculinus, Machupo-C. callosus,
Guanarito-Zygodontomys brevicauda)

3.7. 병원소: 생쥐, 들쥐, 다람쥐 등 설치류
3.8. 매개체: 없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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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취급검체: 감염된 동물 및 사람의 혈액, 분뇨, 분변,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물질의 피부나 점막의 집적적인 노출
• 우발적인 비경구 감염
• 오염된 음식 섭취
• 공기 중 오염된 분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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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94년: 바이러스 학자가 sabia virus에 감염된 vero cell을 원심분리를 하는 도
중 용기가 손상되어, 원심분리기가 회전하는 동안 공기 중에 노출되어 감염됨
• 1994년: Machupo virus에 의해 감염환자 혈액을 취급하다가 test tube가 깨
지는 사고로 인해 감염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4

ABL4

• 진단을 목적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착용 후 추가적인 보호복 또는
필요시 양압복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 classⅢ 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1% sodium hypochlorite, 2% glutaraldehyde, 10% formaldehyde, 70%
ethanol

4.5.2. 물리적 불활성화:
• 56℃에서 30분 이상 가열, 121℃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자외선 조사,
감마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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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조직면역학적 진단 : 면역형광시험법 (IFA)으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혈청학적 진단 : 면역형광항체법 등으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이상 차이
확인
• 유전학적 검사 : 검체에서 바이러스 Nucleoprotein 유전자 확인

5.2. 응급처치 및 치료
• Junin, Machupo, Guararito 감염의 경우 초기에 ribavirin을 이용할 수 있음
• Junin 감염의 경우 Human immune plasma를 이용할 수 있음

5.3. 약제 감수성:
• Ribavirin (일부 바이러스)
• Junin 바이러스는 In vitro에서 trifluoperazine, chlorpromazine, NSC20625
로 알려진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인 zinc-finger active compound에 대하여 감
수성이 있음

5.4. 백신
남
아
메바
리이
카러
출스
혈
열

• Junin, Machupo : 약독화된 생백신 Candid #1 vaccine
• Guanarito, Sabia : 허가된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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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열 바이러스 (Yellow fever virus)
황
열
 
바
이
러
스

과 (Family)

Flaviviridae

속 (Genus)

Flavivirus

종 (Species)

Yellow fever 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1

고위험병원체 2,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

▷ 호주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 (Tier 2)6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4종)7

8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직경이 40~50nm의 구형이며, 단일가닥 (+) RNA 바이러스. 감염자의 황달 현
상으로 인하여 yellow fever virus로 불림

• 황열은 전파양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뉨

- 야생형 황열 (sylvatic YF, SYF) :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열대지역에서 
발생하며, 영장류 숙주사이에서 여러 종류의 모기에 의해 전파되고, 동물의 

바이러스  풍토병  (enzootic  viral  disease)으로,  사람에게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삼림이나 개간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음

- 중간형 황열 (intermediate YF, IYF) : 아프리카의 아열대성기후에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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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염이 발생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동시에 발생하며, 야
생 및 집에서 서식할 수 있는 모기를 통하여 원숭이나 사람이 감염됨

황
열

- 도시형 황열 (urban YF, UYF) : 아프리카와 남미의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며,
인구밀집지역에 바이러스가 유입하여 갑작스럽게 대규모 감염이 발생함.감

바
이
러
스

염된 사람으로부터 매개 모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
며, 발생지역에서 외곽으로 번지면서 넓은 지역으로 전파됨

2.2. 생존능력 : 4℃ 혈액검체에서 1개월, 0℃의 50% 글리세롤에서 3개월,
-70℃에서 수년간, 동결 건조 후 0℃에서 수년간 생존이 가능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7세기 중반 멕시코의 Yucatan반도에서 처음 발병함
•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열대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발생하다가 주기적으
로 유행적 발상을 보임
• 매년 20 만명의 황열바이러스 감염자 (이 중 90%가 아프리카에서 발생)가 보
고되고 있으며, 이 중 3만명이 사망에 이름

3.2. 임상증상
• 초기 증상은 감염 3~6일 후 급성단계 (acute phase)로 열, 근육통, 요통, 두
통, 오한, 식욕 감소,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의 감염환자가
3~4일 후 증상이 사라짐
• 감염환자의 15%는 고열, 황달, 구토, 복통의 증상이 나타나며, 입, 코, 눈, 위
장 등에서 출혈이 나타나고, 구토물, 대변에서도 피가 섞여 나오며, 신장기능
이 약화되며 증상이 심해짐
•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감염환자는 10~14일 이내 50%가 사망하며, 증상의 경
중에 관계없이 회복될 경우 후유증은 없음

3.3. 감염경로: 모기를 매개로 영장류 및 사람에게 전파됨
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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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숙주: 사람, 영장류, 고슴도치
황
열

3.7. 병원소: 사람, 원숭이, 모기

바
이
러
스

3.8. 매개체:
• 주로 Aedes속과

Haemagogus 속 모기이며, 전파양식 및 지리적 요인에 의

해 다름
- 야생형 황열 (sylvatic YF, SYF) : Aedes aegypti
- 중간형 황열 (intermediate YF, IYF) : Aedes africanus (아프리카),

Haemagogus sp. (남아메리카)
- 도시형 황열 (urban YF, UYF) : Aedes furcifer, Aedes vittatus, Aedes

luteocephalus, Aedes africanus (서아프리카), Aedes africanus, Aedes
simpsoni (동아프리카)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된 사람 및 동물의 혈액, 뇌척수액, 구토물, 대변, 감염된 매개곤충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혈액이나 조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접촉
• 농축된 황열 생백신 (17D vaccine) 의 에어로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노출
• 감염된 환자의 혈액에 의한 감염 또는 감염된 원숭이, 쥐 등의 동물 및 그 조
직에 노출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873년 황열 감염환자의 피가 섞인 구토물로 실험 중 감염되어 사망함
• 1900년 황열 연구자가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됨
• 1927년~1930년 사이에는 9건의 실험실획득감염이 발생하여 그중 6명이 사망
하였으며, 정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검, 감염된 원숭이의 혈액
취급, 감염된 모기에 물림으로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
• 1942년 황열 백신 연구 과정 중 감염된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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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물안전 밀폐등급
황
열

BL2

바
이
러
스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BL3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ABL3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의 사용 자제
• 대량배양 및 동물실험 시 주의 필요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3~8% formaldehyde, 2% glutaraldehyde, 2~3% hydrogen peroxide,
500~5,000ppm chlorine, 1% iodin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 50~60℃에서 30분 가열, UV 또는 감마선 조사,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
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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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바이러스 분리: 검체 (혈액 및 뇌척수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및 세포배양(Vero
세포주 등)에 의한 바이러스 분리
• 혈청학적 검사 : 혈구응집억제시험법 (HI), 보체결합시험법 (CF), 면역형광시험법
(IFA), IgM-포획효소면역측정법 (MAC-ELISA), IgG 효소면역측정법 (ELISA) 등

5.2. 응급처치 및 치료: 치료법은 없으며 대증요법으로 증상을 개선함
5.3. 약제 감수성: Ribavirin
5.4. 백신
• 2종류의 약독화된 생백신이 있음 : French Dakar vaccine, 17D strain
• 예방접종 후 접종을 받은 사람의 95%가 일주일 이내 면역이 형성되며, 35년
이상 효과가 지속됨
• 특히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로 여행 또는 거주 하는 사람은 황열 예방 접
종 확인서를 받아야 함

6. 생물테러발생사례
• 1930년대 일본에서 비밀리에 생물전 프로그램 (biological warfare)을 추진하
였고 독성이 강한 황열 바이러스를 수입해 오려고 시도하였으나 국제 협약에
의하여 수입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금지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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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서
부바
  이
마
러
  스
뇌
염

과 (Family)

Togaviridae

속 (Genus)

Alpha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1

2

고위험병원체 ,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

7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뉴클레오캡시드는  정이십면체로  42개의  캡소미어를  가지고  있으며  외피 
(envelop)로 둘러싸여 있는 구형으로 65~70 ㎚ 크기의, 단일가닥 (+)RNA 바
이러스임

2.2. 생존능력 :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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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미국의 서부, 중부지역과 북미 일부지역, 캐나다에서 발생함

3.2. 임상증상
•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메스꺼움, 구토, 식
욕부진, 불안감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남
• 몇몇 환자들은 수막자극 증후와 정신상태 변화 (altered mental status)와 쇠
약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는 뇌염이나 뇌척수염으로 인한 경부강직, 정신착
란, 시각장애, 광선공포증, 강직간대발작, 혼수상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 뇌염 감염 후 회복환자 중 15~50% (특히 어린이)는 정신지체, 정서불안증,
강직성 부전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음
•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 감염 사망률은 3~7%임

3.3. 감염경로
•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 감염은 감염된 야생조류와 매개체인 모기의 감염환이
생성되며, 야생조류와 사람을 흡혈하는 모기로 인하여 사람에게 전파됨
•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된 바 없으며, 감염된 조류와 사람 간 직접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5~10일
3.6. 숙주: 사람, 파충류, 박쥐, 꿩, 야생 새, 모기, 말, 개, 설치류
3.7. 병원소:
• 주요 병원소는 야생조류이며, 그 외 사람, 말, 가금, 야생돼지, 소, 설치류, 양
서류, 파충류, 모기 및 감염된 모기의 알도 병원소가 되기도 함

3.8. 매개체
• 모기 : Culex tarslis, Ochlerotatus melanimon, Aedes dorsalis, Ae. campest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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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된 동물 및 인체 뇌척수액, 혈액, 중추신경계, 조직 및 감염된 절지동물,
야생조류

4.1.2. 감염위해요소
서
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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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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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난 피부 및 손상된 점막에 감염성물질이 직접적인 접촉
• 오염된 실험복 등에 간접적 접촉
• 실험 중 감염성 에어로졸 및 비말 노출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39년: 농축된 chick embryo virus preparation을 위한 원심분리 과정 중
같은 실험실에 있는 두 연구자에게 감염성 물질이 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중 한 연구자는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감염이 되지 않았으나, 개인보호구
미착용한 연구원은 감염되어 사망함
• 2012년도 3월까지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로 인한 실험실 획득감염사례는 16
건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 4명이 사망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BL2
ABL2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감염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착용, 감염성 물질을 직접적으로 다룰 경우 실
험복 소매부분을 밀착 시키고 호흡보호구, 고글을 추가적으로 착용
• 모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실험은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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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1% sodium hypochlorite, 2% glutaraldehyd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에서 15분간 고압증기멸균, 56℃ 건열처리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전자현미경 관잘
• 조직 및 임상검체에서 직접면역형광시험법 (direct IFA)로 검출
• 혈청학적 검사 :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상승 확인 및 효소면역
측정법 (ELISA)으로 IgM 검출
• 분자생물학적 검사 : RT-PCR, Real-time PCR로 특이적 RNA 검출

5.2. 응급처치 및 치료
• 감염 후 치료법이 없어서 증상에 따른 지지요법으로 치료 후 회복단계에 물
리치료 동반

5.3. 약제 감수성: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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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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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
(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
Central European Tick-born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born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emorrhagic fever virus)
과 (Family)

Flaviviridae

속 (Genus)

Flavivirus

1.  국내 외  병원체  관리  범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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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4위험군1

• 고위험병원체2: 모두 해당
3

4

• 생물작용제 , 전략물자통제병원체 : Tick-born 

encephalitis complex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emorrhagic fever virus

1.2. 국외
5

▷ 미국

Select Agent  : Siberian Tick-born encephalitis 

▷ 호주

-

▷ 일본

▷ 캐나다

virus 제외

7

특정병원체 (3종) : Tick-born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emorrhagic fever virus 해당

8

Human pathogens and Toxins (4군) :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
msk hemorrhagic fever 
virus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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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싱가폴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 : Siberian
Tick-born encephalitis virus 제외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직경은 약 50 ㎚이며,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단일가닥 선형의 양성극성
(+) RNA 바이러스임
•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 (Tick borne encephalitis virus)에는 European or
Wester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 borne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 borne encephalitis virus (일반적으로 Russian
Spring Summer encephalitis virus로 알려짐)로 3종류의 아형 (sub type)으로
분류됨
• Far eastern Tick borne encephalitis virus group은 kyasanur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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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virus와 Omsk hemorrhagic fever virus가 있으며, 이들이 서로 항원
적으로 유사해 진드기 매개 뇌염복합체라 함

2.2. 생존능력 : -70℃에서 안정적으로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동결건조
할 경우 10년 이상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음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Tick borne encephalitis virus (TBEV)는 1937년 처음 분리됨
• 주로

유럽,

구소련,

아시아

등

진드기

(Ixodes

ricinus

또는

Ixodes

persulcatus) 분포지역에서 발생함
• 계절적인 발생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농촌 지역 및 고도 1,000m까지의 산림
지역에서 주로 발병함
• 일본 북부에서는 개나 진드기의 혈액, 설치류의 비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바이
러스가 분리되고 있음

3.2. 임상증상
•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와 비슷한 두통이나 발열 증상을 보이며 수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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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감소증상을 확연히 보임
• 감염자의 약 30%가 감염된 후 심각한 뇌수막염 및 뇌염 증상을 보이며, 이
로 인해 사망할 수 있음
• 감염환자의 10~20%는 오랜 기간 동안 신경질환의 후유증, 부분적인 마비증
상과 심한 경우 인지, 균형 등에 문제가 생김
• 임상증상 환자의 치사율은 5～20%임

3.3. 감염경로
• 진드기 (Ixodes ricinus)에 물리거나, 감염된 소, 염소, 양 등의 우유를 가공하
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감염됨
•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된 바 없으나 사람의 경우 수직감염이 보고된 바 있음

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일반적으로 4~14일이며, 최대 28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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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숙주: 진드기, 작은 설치류, 사람 등
3.7. 병원소: 진드기, 작은 설치류 등
3.8. 매개체: 진드기 (Ixodes ricinus 또는 Ixodes persulcatus)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감염된 동물 및 사람의 혈액, 분뇨, 분변,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감염된 물질의 피부나 점막의 직접적인 노출
•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는 경우
• 우발적인 경구 섭취
• 감염성 에어로졸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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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70년: Omsk Hemorrhagic fever virus 취급자가 배양액을 취급하다가 감
염성 에어로졸 흡입으로 인하여 감염됨
• 1988년: Kysanur forest disease virus 취급자가 바이러스 배양액을 담고 있
는 앰플이 파손되어 장갑을 뚫고 피부상처를 내면서 감염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3

ABL3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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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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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염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착용 후 추가적인 보호복 또는
필요시 양압복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 classⅢ 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 진드기를 이용한 실험 시 주의 필요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1%

sodium

hypochlorite,

70%

alcohol,

2%

glutaraldehyde,

3~8%

formaldehyde, 2~3% hydrogen peroxide, 1% iodine용액을 이용하여
10~30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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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물리적 불활성화:
• 열에 약하므로 50~60℃에서 30분 이상 가열,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
멸균, 감마선 조사, 자외선 조사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혈청 검체 및 뇌척수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 혈청학적 검사 : 효소면역측정법 (ELISA), 간접형광시험법 (IFA) 중화항체시험
법을 이용하여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상승 확인
• 유전학적 검사 : RT-PCR에 의한 특이유전자 TBEV (envelope protien) 확인

5.2. 응급처치 및 치료
• 특별한 치료법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대중요법에 의존함
• 임상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paracetamol, aspirin, 비스테로이드계 제제 등
을 투여하기도 함

5.3. 약제 감수성: 알려지지 않음
5.4. 백신
• Omsk hemorrhagic fever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의 경우 불활
화백신이 있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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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창 바이러스 (Variola virus)
과 (Family)
아과 (subfamily)
속 (Genus)

Poxviridae
Chordopoxvirinae

Orthopox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4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6

▷ 호주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 (Tier 1)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5군)8

▷ 일본

▷ 싱가폴

두
창
 
바
이
러
스

Select Agent (Tier 1)5 

특정병원체 (1종)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두창의  원인  병원체로  전형적인  벽돌모양  (brick-shaped)의  400 
×  230  nm 
정도 크기이며 피막을 가지는 이중가닥의 DNA 바이러스임

2.2. 생존능력 
• Variola virus는 환경 저항성이 가장 높은 바이러스 중 하나로 특히 피부 상처
부위로부터 떨어져 나온 딱지의 섬유소 안에서는 실온에서 수 년 동안 생존

이  가능하며,  혈액,  타액,  피부병변,  농포액  등의  검체에서는  실온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감염된 환자의 건조된 분비액과 피부껍질에서는 실온에서 1년 동
안, 빵, 샐러드, 소세지, 거즈붕대에서는 4℃에서 2주간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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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4℃에서 수개월 이상, -20~-70℃에서 수년간 유지됨
• 실험실에서 동결건조하여 보존할 경우 2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기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여 인도와 중국 등으
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초의 대규모 환자의 발생은 기원전
1350년에 Egyptian-Hittite전쟁에서 최초로 기록되어 있음
• 5세기경 유럽에서 발생하였으나 1956년부터 WHO의 두창박멸 사업이 시작되
어 1980년 공식적으로 박멸을 선언하였으며, 국내에서 공식적인 환자 기록은
1941～1961년 사이에 120건이 보고됨

3.2. 임상증상
• 감염 후 12～14일 후에 갑작스런 중등도의 발열, 사지 허탈, 심한 두통, 가슴
또는 복부의 부위가 불명확한 심한 통증 및 극심한 불안을 느낌
• 작은 표재성의 발진이 얼굴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심한 일광화상을 입은 것처
럼 보이며, 쓰리고 압통이 있으며, 천천히 수포성 발진으로 진행하여 발병 1
3～14일이 되면 부드러운 습윤성의 피부가 박탈되며 심한 통증이 느껴짐
• 일부 돌발성 예에서는 두창의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감염 후 첫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돌발성 예에서는 4~5일째 환
자가 사망함

두
창

3.3. 감염경로
• 외부환경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한 공기 전파로 감염됨
• 수포액, 타액, 호흡기 분비물, 의류, 기타 물질 등이 직접 접촉 등 다양한 경
로로도 감염이 가능함
• 감염된 소, 염소, 양 등의 우유를 가공하지 않고 섭취하는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음
• 호흡기 비말 (respiratory droplet)은 2m 이상 전파되기 어렵기 때문에 감염
된 환자의 주변 사람에게만 전파됨

3.4. 감염량
• 10~100개의 균으로 인해 감염이 가능하며, 에어로졸 및 직접 접촉 등으로 인
해 널리 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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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잠복기: 평균 12일
3.6. 숙주: 사람. 원숭이도 감수성 있음
3.7. 병원소: 소, 사람 등
3.8. 매개체: 없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혈액, 수포액, 분뇨,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실험 중 오염된 주사기 등에 찔리거나 오염된 물건과 접촉
• 바이러스 배양액이나 검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노출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73년: 영국 런던대학교의 실험실 작업자가 두창에 감염됨
• 1978년 8월 11일 영국에서 실험실의 의료기사가 감염됨
• 그 후로는 보고된 사례가 없으며, 현재 두창바이러스는 WHO 협력 연구센터
에서 철저한 보안으로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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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4
ABL4

• 진단을 목적 임상검체 시험 검사
•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평상복을 완전히 덮는 전신보호복과 덧신을 착용 후 추가적인 보호복 또는
필요시 양압복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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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BSC) classⅢ 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2%

glutaraldehyde,

10%

formaldehyde, 30% isopropyl alcohol, 100ppm benzalkonium chloride,
75ppm iodophor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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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원인 바이러스 분리, 전자현미경을 통한 바이러스 확인 및 부화란의 장뇨막에
접종하여 특이병변 (pock) 확인
• 혈청학적 검사 : 효소면역측정법 (ELISA), 간접형광시험법, 중화항체시험법을
이용으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상승을 확인
• 유전학적 검사 : 특이 유전자 HA (hemagglutinin antigen) 확인
• 최근 Realtime PCR 법을 이용한 유전자 진단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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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응급처치 및 치료
• 감염 후 3일 이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을 경우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음
• 두창 감염자 및 백신 부작용에 대한 치료제로 Vaccinia Immunoglobulin
Intravenous (VIGIV)가 있음
• 약물 효과는 아직 연구 중에 있으나 항바이러스제재인 cidofovir가 실험동물
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새로운 치료제인 ST-246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음

5.3. 약제 감수성: cidofovir, ST-246
5.4. 백신
• 같은 Orthopoxvirus목에 속하는 Vaccinia virus와 교차면역반응을 가짐
• 백신의 사용이 효과적이나 1980년 WHO에 의해 공식적으로 두창의 박멸이
선언되었으며, 현재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1763년: 프랑스가 두창환자가 쓰던 담요를 적진에 투입하여 몇 달 후 인디언
들에게 두창이 유행하게 된 사례가 있음

두
창
바
이
러
스

158

4. 바이러스 및 프리온

소두창 바이러스 (Variola minor virus, Alastrim)
과 (Family)
아과 (subfamily)
속 (Genus)

Poxviridae
Chordopoxvirinae

Orthopox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4위험군

고위험병원체 1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Tier 1)5 

▷ 호주

-

▷ 캐나다

-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1종)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전형적인 벽돌 모양 (brick-shaped)이며, 400×230 nm정도 크기의 피막을 가
지는 이중가닥 DNA 바이러스임

2.2. 생존능력
• 에어로졸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90%가 24시간 내에 불활성화 되지만 피부 상
처부위로부터 떨어져 나온 딱지의 섬유소 안에서는 실온에서 수 년 동안, 감

염된  환자의  dried  fluid와  crust에  실온에서  1년  동안,  빵,  샐러드,  소세지, 
거주붕대에서 4℃에서 2주간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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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4℃에서 수개월, -20~-70℃에서 수년간 유지되며, 실험
실에서 동결 건조하여 보존할 경우 2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집트나 인도에서 주로 풍토병으로 발병
하여 유아들이 많이 감염됨
• 백신 접종 후 1977년 소말리아에서의 발생을 끝으로 자연발생 보고는 없음
• 두창 바이러스보다 병원성이 약하여 치사율이 낮으며, 두창의 약 80%정도가
소두창 바이러스에 속함

3.2. 임상증상
• 감염되는 경우 발열, 피곤, 두통이나 요통, 전신 무기력증 등을 일으키며, 광
과민성 피부병변이 나타남
• 경미한 피부병변을 보이며, 두흔을 거의 남기지 않으며, 두창에 비해 치사율이
낮은 편이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감염자의 경우 치사율은 1% 정도임

3.3. 감염경로
• 외부환경에 안정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한 공기 전파로 감염됨
• 수포액, 타액, 호흡기 분비물, 의류, 기타 물질 등의 직접 접촉 등 다양한 경
로로 감염되며, 감염된 소, 염소, 양 등의 우유를 가공하지 않고 섭취하는 경
우 감염될 수 있음
• 호흡기 비말 (respiratory droplet)은 2m 이상 전파되기 어렵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의 주변 사람에만 전파됨

3.4. 감염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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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0개의 균으로 인해 감염이 되며, 에어로졸 및 직접 접촉 등으로 인해
널리 퍼짐

3.5. 잠복기: 평균 12일
3.6. 숙주: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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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병원소: 소, 사람 등
3.8. 매개체: 없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혈액, 분비물 등
4.1.2. 감염위해요소
• 실험 중 오염된 주사기 등에 찔리거나 오염된 물건에 접촉
• 바이러스 배양액이나 검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 노출
•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의 접촉

4.1.3. 실험실 감염사례
• 실험실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3
ABL3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N95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고농도의 배양액 및 독소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
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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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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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2%

glutaraldehyde,

10%

formaldehyde, 30% isopropyl alcohol, 100ppm benzalkonium chloride,
75ppm iodophor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검체에서 전자현미경을 통해 바이러스 확인
• 부화란의 장뇨막에 접종하여 특이병변 (pock) 확인
• 유전학적 검사 : 특이 유전자 HA (hemagglutinin antigen) 확인
• 최근 Realtime PCR 법을 이용한 유전자 진단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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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응급처치 및 치료
• 감염 후 3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Vaccinia Immunoglobulin Intravenous
(VIGIV)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됨
• 최근 새로운 치료제인 ST-246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5.3. 약제 감수성: cidofovir, ST-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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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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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

베
네뇌
주염
 
엘바
라이
 
이러
콰스
인

(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과 (Family)

Togaviridae

속 (Genus)

Alpha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1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5 

Select Agent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3종)7

8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직경 약 60~70 ㎚, 피막을 지니고 있는 단일가닥 선형 양성극성 (+)RNA 바
이러스임

2.2. 생존능력 : 열이나 일반적인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나, 에어로졸, 혈액이나 
상처부의 분비물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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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935년 베네주엘라 지역에서의 말에서 최초 발견됨
• 남미, 트리니다드, 멕시코, 중미에서 주로 발생하며,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우
기계절 후 발생함
• 1969년부터 1971년에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시작하여 멕시코, 텍사스까지 발생
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1995년 4월 북서부 베네주엘라에서 콜롬비아까지
발생사례가 보고되는 등 많은 발생사례가 있음
• 이스턴 이콰인 뇌염바이러스나 웨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에 비해 치사율
이 낮음

3.2. 임상증상
• 감염 시 보통 가벼운 질병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감기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함
• 감염 초기증상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심한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을 보이
며, 경우에 따라 매스꺼움,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기도 함
• 심할 경우 발열과 중추신경계의 손상, 방향감각 상실을 동반하는 뇌염, 경련,
마비 등을 일으키며 사망할 수 있음
• 감염자의 4~14%가 신경학적 질환이 나타나며, 치사율은 1%임

3.3. 감염경로
•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거나 에어로졸에 의해서 쉽게 감염됨
• 사람 간 전파는 Psorophora속, Ochlerotatus속 모기에 의해 전파됨

3.4. 감염량: 피하감염의 경우 1 viral unit
3.5. 잠복기: 2~6일, 24시간 안에 발병하기도 함
3.6. 숙주
• 보통 사람과 말이며, 고양이, 개, 염소, 돼지, 설치류, 새 등의 포유동물도 감
수성이 있음

3.7. 병원소: 주로 작은 설치류, 작은 포유 동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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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매개체:
베
네뇌
주염
엘바
라이
이러
콰스
인

• 모기, 진드기 (tick, mite)
- enzootic strain of the VEE virus를 전파하는 매개체는 Culex (Melanoconion)
모기
- epizootic varieties of the VEE virus를 전파하는 매개체는 Ochlerotatus

taeniorhynchus, Psorophora confinnis, Psorophora columbiae, Ochleratus
sollicitans, Mansonia titillans, Anophilis aquasalis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된 환자 및 동물의 혈액, 뇌척수액, 분뇨, 비인후도말 검체 등

4.1.2. 감염위해요소
• 동물 해부실험이나 감염성 있는 용액 취급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 노출
• 감염성 물질에 상처난 피부 노출

4.1.3. 실험실 감염사례
• 1943년 캐나다에서 감염된 쥐를 보관하던 cage의 먼지를 흡입하여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8건 보고되었음
• 2006년까지 186건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함
• 에어로졸에 의한 실험실 감염이 자주 발생함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BL3

AB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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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 바이러스 및 프리온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배양액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
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의 사용 자제
• 피부 상처부위는 실험 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동물실험 시 주의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2%

glutaraldehyde,

10%

formaldehyde, 3~6% hydrogen peroxide를 이용하여 10~30분 동안 처리

4.5.2. 물리적 불활성화
• 65℃에서 15분 이상 가열,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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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베
네뇌
주염
엘바
라이
이러
콰스
인

5.1. 검사 및 동정
• 검체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원인 바이러스 분리
• 혈청학적 검사로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이상 상승을 확인
• 유전학적 검사 :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확인

5.2. 응급처치 및 치료
• 특별한 치료제나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지지요법 (supportive
treatment)으로 치료

5.3. 약제 감수성: 알려지지 않음
5.4. 백신
• 시험용 사균백신 TC-83이 있으며, 고위험군 종사자에게 사용함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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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SARS-corona virus)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을 유
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함
과 (Family)

Coronaviridae

속 (Genus)

Coronavirus

종 (Species)

SARS coronavirus

중증
증
  후바
급군이
성   러
호코스
로
흡나
기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제 3위험군1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

▷ 호주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 (Tier 1)6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2종)7

8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9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의 원인
병원체이며, 유전적으로 새로운 군에 속하는 변종 코로나바이러스임

• 형태가 다양하고 피막이 있으며 왕관모양이며 크기는 직경이 60~140 nm인 
단일가닥 (+)RNA 바이러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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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존능력 :
• 대변에서 4일, 호흡기분비물에서 실온에서 7일, 희석하지 않은 소변과 사람
혈청에서 실온에서 7일, 현탁액에서 9일, 물과 토양에서 60일, 유리와 금속과
같은 딱딱한 표면에서 1일 이상, 건조한 환경에서 6일간 생존이 가능함

3. 감염 정보
중증
증
후바
급군이
성 러
호코스
로
흡나
기

3.1. 역학정보
• 2002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시작된 이래, 감염지역의 여행자들에 의
해서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스페인 등 세계 여러
나라로 빠르게 확산됨
• 주로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의료인이나 가족이 감염되었으며, 일부에서
한명의 감염인이 많은 수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super spreader의 역할
을 함
• 2003년 전 세계적으로 8,098명이 감염되어 이들 중 774명이 사망하였으며,
2003년 7월 5일 마지막 발생 지역이었던 대만에서 추가환자보고가 없어
SARS의 유행 종식이 확인되었고, 이후 추가 유행보고는 없음
• 국내 발생사례는 없음

3.2. 임상증상
• 감염되면 주로 발열이 첫 증상이며,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
으로 고열, 혼수, 근육통, 위통 등을 보임
• 증상감염자의 10～20% 에서 설사증상이 나타나고 2～7일 후에 마른 헛기침
을 하며, 흉부방사선 이상소견이 60~100%에서 나타남
• 0~30% 환자는 경과 중에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이중 대
부분이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함
• 사망률은 약 15%임

3.3. 감염경로
• 주로 호흡기로 감염됨
• 감염자와의 밀접한 접촉이나 감염자의 인체 분비액이 입, 눈에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접촉되는 경우 감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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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일반적으로 2~10일 (평균 5일), 최대 14일
3.6. 숙주
• 사람,

himalayan

palm civets

(Paguma

larvata),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중국족제비오소리 (Melogale moschata), 개, 돼지 등
중증
증
후바
급군이
성 러
호코스
로
흡나
기

3.7. 병원소: 과일박쥐, 오소리 등
3.8. 매개체: 없음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혈액, 분뇨, 분변 등
4.1.2. 감염위해요소
• 실험도중 혈액, 인체 분비액 등에 입, 코 또는 눈에 직접 또는 간접적 접촉

4.1.3. 실험실 감염사례
• 2003년: 9월 싱가포르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배양 시 두 명의 실험
자가 감염됨
• 2003년: 12월 대만에서도 감염사고가 발생하여 실험자 한 명이 감염됨
• 2004년: 4월 중국 국립바이러스연구소의 연구원으로부터 가족으로 전파되어
3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하였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BL3
ABL3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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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모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실험은 BSC에서 실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의 사용 자제

중증
증
후바
급군이
성 러
호코스
로
흡나
기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가정용 표백제에 5분 처리, ice-cold acetone/methanol mixture (40:60), 2%
glutaraldehyd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 60℃에서 30분 가열,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자외선 조사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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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바이러스 분리
• 혈청학적 검사 : 효소면역측정법 (ELISA), 면역형광항체법 (IFA), 중화시험법
(NT)을 이용하여 급성기 혈청검사에서 음성, 또는 회복기 혈청검사에서 양성으
로 양전되었거나 급성기와 회복기혈청검사에서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 확인
• 유전학적 검사 : RT-PCR을 이용하여 표적유전자 Pol, N을 확인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아직까지 백신이나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치료제나 치료방법에 대해서
도 충분한 정보가 없음

5.3. 약제 감수성: 알려지지 않음
5.4.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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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H5N1/H7N7)
  인체 분리주의 경우 혈청형 H5N1, H7N7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국
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함.  다만, 조류  분리주의 경우  고병원성

으로 분류된 경우만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고 저병원성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병원체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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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amily)

Orthomyxoviridae

속 (Genus)

Influenza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3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Tier 1)5 

6

▷ 호주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 (Tier 1)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특정병원체 (4종) 7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A형에 속하며, 나선 캡시드로 싸여 있으며 각각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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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RNA분절을 갖고 있는 단일가닥의 (-)RNA 바이러스임
• 조류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는 가금류에서의 병의 중증에 따라 저병원성인플
루엔자 (LPAI)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로 나눠지며, H5 와 H7 아형
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로 나타남. 모든 H5 와 H7 바이러스가 고
병원성은 아니지만, 저병원성인플루엔자 (LPAI)가 가금류에 도입된 후 돌연변
이를 통해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로 변이 될 수 있음

2.2. 생존능력 :
• 22ºC 물에서 4일, 0℃ 물에서 30일 동안 감염력이 있음
• 4℃ 대변에서 35일 이상, 37℃에서 6일정도, 물체의 표면에서 수 주간 생존
가능함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H5N1의 사람감염은 1997년 홍콩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조류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었고, 18명의 감염과 6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음. 2003년부터 2013년
까지 620명의 H5N1 감염자가 발생하여 그중 367명이 사망함
• 2003년 베트남, 일본, 대만,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서 H5N1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 이후 서남아시아와 중국의 서
부, 북부에까지 멀리는 동유럽, 북아프리카까지 전파됨. 2003년 5월6일부터
2010년까지 498명의 H5N1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294명이 사망하였음
• H7의 인체감염은 드물지만, 감염된 야생조류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이
감염될 수 있음. 물개와 접촉한 사람이 감염되었으며, 2003년 네덜란드의 죽
은 조류를 처분하는 농장 종사자와 수의사 등이 H7N7형으로 인하여 89명이
감염됨
• 국내 가금류에서의 H5N1 유행의 경우 2003년~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작업 및 살처분 관련 종사자 2명이 무증상 감염자로 확인되었으며, 2008년 방
역작업에 참여했던 군인 1명이 의심사례 (suspected case)로 확인된 바 있음

3.2. 임상증상
• 감염 초기 일반적인 감기증상을 보이며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을 보이
고, 심할 경우 폐렴이나 심함 호흡기 질환으로 진행되며 1997년 이후
A/H5N1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감염으로 50% 이상의 치사율이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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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염경로
• 감염된 조류 및 배설물의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됨
• 조리되지 않은 감염된 가금류 섭취에 의한 감염의 우려가 있음
• 사람 간 전파는 제한적임

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일반적으로 2~4일, 사람 간 전파된 경우 3~5일, 최대 21일
3.6. 숙주: 가금류, 야생조류, 애완용 고양이, 강아지, 호랑이, 흰가슴담비 등
3.7. 병원소: 야생물새 (wild aquatic birds), 오리, 거위, 물떼새류 (shorebirds) 등
3.8. 매개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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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 감염된 조류 및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 인후도말 및 비인후 흡입액, 객담, 대
변, 소변 등

4.1.2. 감염위해요소: 감염성 에어로졸과 비말
4.1.3. 실험실 감염사례: 보고사례 없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BL3
AB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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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 바이러스 및 프리온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배양액 취급,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
험 수행
• 주사바늘 및 뾰족한 실험도구의 사용 주의
• 동물실험 시 주의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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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 1% sodium hypochlorite, 70% ethanol, glutaraldehyd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 56ºC~60ºC에서 60분 동안 가열, pH1~pH3 또는 pH10~ pH14용액에 처리,
121°C에서 15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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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혈청학적 검사 : 혈구응집 억제법, 효소면역법, 바이러스 중화시험법 등을 이
용하여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에 대한 H5N1 중화시험 결과 증상시작 후 14일
또는 그 이상 경과한 후 채취한 단일혈청에서 중화 항체가 1:80이상이거나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4배 이상 상승을 확인
• 유전학적 검사 : RT-PCR 및 realtime RT-PCR에 의한 특이 유전자 검출
• 특이항체를 이용한 면역학적 검출 (Western blot, 효소면역측정법 (ELISA)),
항바이러스제제 저항성, 미생물학적 중화법 등

5.2. 응급처치 및 치료
• 증상의 시작 후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Oseltamivir가 효과적이며, Oseltami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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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구투여, zanamivir는 흡입조제임.

Oseltamivir과 zanamivir이 효과가 없

는 경우 Amantadine과 rimantadine을 이용함
• Zanamivir (10 mg), M2 억제제인 amantadine (100 mg), rimantadine (100
mg)을 이틀에 한번 복용함

5.3. 약제 감수성: oseltamivir, zanamivir, peramivir
5.4. 약제 저항성: amantadine, rimantadine 내성주
5.5. 백신
• FDA에 승인 받은 H5N1 influenza virus 백신이 있음
• H7 바이러스의 경우 사람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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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
  1918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8개 병원성 유전자의 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 또

는 그 일부 유전자를 포함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국가 안전관리 대상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함

과 (Family)

Orthomyxoviridae

속 (Genus)

Influenzavirus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3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5 

6

▷ 호주

Security Sensitive Biological Agent (Tier 1)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고
위
험바
  이
인
플러
루스
엔
자

-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2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1918~191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스페인 인플루엔자의 원인병원체로H1N1
형이며, 치사력은 낮으나 전염성이 아주 강한 (-)RNA 바이러스임

2.2. 생존능력 :  스테인리스, 철과 같은 딱딱하고 통기성이 없는 표면에서 48
시간, 옷, 종이에서 8~12시간 생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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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 1918 인플루엔자는 3단계에 걸쳐 대유행을 일으킴. 1918년 봄 1차 유행이
시작되었으며, 1차 유행 시 이환율 (morbidity)은 높았으나 사망률 (mortality)
은 일반 독감의 범위 이내이었음. 1918년 가을에 2차 유행이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바이러스는 여러 사람을 거쳐 아주 치명적으로 변이됨
• 1918년~1919년 겨울 전세계인구의 30% (5억명)이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에 감염되어 2~5천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20~40세의 젊고 건강한 성인이 많이 감염되었으며, 이 시기 15~35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년도에 비해 20배나 높았으며, 계절성 인플루엔자
의 사망률은 0.1% 미만인데 반해 1918 인플루엔자의 사망률이 2.5% 이상
이었음

3.2. 임상증상
• 계절 독감과 증상은 비슷하나 더 심각하며, 감염 후 증상이 순식간에 나타나
고, 고열, 무기력함, 얼굴에 푸른 반점, 급성기관지 폐렴과 급성호흡곤란증후
군으로 인해 하루 또는 이틀 내에 사망함

3.3. 감염경로
• 감염된 사람의 재채기, 타액 등 공기를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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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감염량: 알려지지 않음
3.5. 잠복기: 24시간 이하
3.6. 숙주: 사람, 영장류, 조류, 돼지 등
3.7. 병원소: 사람, 영장류, 조류, 돼지 등
3.8. 매개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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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감염된 동물 및 사람의 호흡기 조직, 인체 분비액
4.1.2. 감염위해요소
• 바이러스에 감염된 검체 및 바이러스배양액
• 감염된 실험동물의 호흡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에어로졸 노출
• 감염성 물질에 오염된 장갑을 통하여 점막에 직접적인 접촉

4.1.3. 실험실 감염사례: 없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BL2

BL3

ABL3

•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검사
• 임상검체 시험 검사
•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반드시 앞트임이 없는 실험복과 장갑, 호흡보호장비 착용 (BL3에서 취급할 경
우 N95 이상 호흡보호장비 착용)
• 대량 배양 및 감염성 물질이 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호흡보호장비가 장착
된 안면보호장비 착용
• 에어로졸 발생가능 실험은 모두 생물안전작업대 (BSC)내에서 실험 수행
• 동물실험 시 주의가 필요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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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2% glutaraldehyde, 3~8% formaldehyde, 1% sodium
hypochlorite 등

4.5.2. 물리적 불활성화: 121℃에서 20분 이상 고압증기멸균, 170℃에서 1시
간 또는 160℃에서 2시간 이상 건열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혈청학적 검사 : 혈구응집 억제법, 효소면역법, 바이러스 중화시험법 등
• 유전학적 검사 : RT-PCR 및 real-time PCR 등 특이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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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항체를 이용한 면역학적 검출 (Western blot, 효소면역측정법 (ELISA)),
항바이러스제제 저항성, 미생물학적 중화법 등

5.2. 응급처치 및 치료: oseltamivir, zanamivir가 효과적임
5.3. 약제 감수성: oseltamivir, zanamivir
5.4. 백신
• 그린플루-에스 (greenflu-s), 팬덤릭스 (pandemrix), 셀바팬 (celvapan), 포세트
리아(focetria) 등 다수의 백신이 있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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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
(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1.  국내ㆍ외  병원체  관리  범주
1.1. 국내 
▷ 위험군 (Risk group)
▷ 국내 범주

1

제 3위험군

고위험병원체 2, 생물작용제3, 전략물자통제병원체 4

1.2. 국외
▷ 미국

Select Agent 5 

▷ 호주

-

▷ 캐나다

Human pathogens and Toxins (3군)8

▷ 일본

▷ 싱가폴

-

9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1군)

2.  병원체  정보
2.1. 특성
• variant Creutzfelt-jakob diseas
e (vCJD) prion에 의한 사람감염은 드물게 발
생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신경변성 질병을 유발함

•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는  동물질병을  유발하는  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prion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함으로 사람에게서 vCJD가 유

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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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체의 특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vCJD 환자에서 단백질분해효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27 KDa의 프리온 단백이 관찰됨

2.2. 생존능력 : 열, 자외선, pH 등 외부환경에 아주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음

3. 감염 정보
3.1. 역학정보
sc

• 변형프리온 (prp )은 여러 포유동물의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
환의 감염체로 사람에게 발생하는 vCJD는 199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함
• 1992년도 한 해에 영국에서만 우해면상뇌증이 30,000여두 이상이 발생했으
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9만여 두 이상의 소에서 발생하였으나, 발생국
에서 육골분 사료급여금지 정책을 수행하면서 발생이 급격히 감소되어 2007
년도에는 142두의 발생으로 감소하였음
• vCJD 발생은 우해면상뇌증의 역학과 비례하며, 199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함.
1996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영국에서 174건, 그 외 캐나다, 이태리,
포르투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미국에서 49건이 보고됨
• vCJD는 크로이츠벨트-야콥병 (CJD)에 비해 발병 연령이 낮으며, 주로 20~30
대에서 주로 발병함

3.2. 임상증상
• 감염되는 경우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일단의 신경퇴행성 질환인 전달성 해
면상 뇌병증을 일으키며, 잠복기간이 다른 병원체에 비해 매우 길지만 일단
발병이 개시되면 짧은 기간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
• 신체 무력감 등 특이적 증세를 보이다가 급성의 진행성 치매, 근경련, 무도증
등의 신경학적 증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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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염경로
• 우해면상뇌증에 걸린 소의 뇌, 척수, 등배신경절, 삼차신경절, 회장, 안구 등
을 섭취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됨

3.4. 감염량
• 아직까지 인체에 대한 정확한 감염량이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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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실험에서 감염된 뇌조직 5g이 반수감염량 (ID50)이라고 연구 보고한 논
문도 있으나 실험에 참여한 원숭이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실험이 필
요함
• 감염된 소의 말초신경에는 중추신경에 비하여 1,000~4,000분의 1 정도의 변
형프리온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됨

3.5. 잠복기: 일반적으로 4~5년, 최소 2년, 최대 8년까지 보고된 바 있음
3.6. 숙주: 소, 사람 등
3.7. 병원소: 소, 사람 등
3.8. 매개체: 소의 뇌, 척수, 등배신경절, 삼차신경절, 회장, 안구 등이 포함된
식품

4. 생물안전 정보
4.1. 실험실 감염위해요소
4.1.1. 취급검체: 뇌조직, 편도조직, 뇌척수액, 혈액 등
4.1.2. 감염위해요소
• 오염된 음식물 섭취
• 외과용 메스, 유리 등 날카로운 도구나 바늘을 이용하는 경우,비의도적 찔림
사고

4.1.3. 실험실 감염사례: 보고된바 없음

4.2. 생물안전 밀폐등급
• 변형프리온의 위해성이 높아 인체 감염이 우려되는 물질을 직접
BL3

취급하는 실험
•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큰 실험

AB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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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감염실험 및 감염동물 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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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인보호장비 및 주의사항
• 개인은 실험실에 들어갈 때 장신구류를 제거하고 딱 맞는 소매, 장갑, 신발덮
개나 실험실 전용신발 착용
• 실험복의 경우 대체로 앞가운이 실험가운보다 오염방지를 위해 효과적이며
실험복의 경우 일회성 실험복을 착용 권고
• 감염성 물질을 다룰 때 장갑을 두 겹으로 착용하며, 사고로 튀거나 에어로졸
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안경, 페이스 실드와 마스크와 같은 호
흡보호장비 착용
• 개방된 용기의 부검물질, 감염물질의 조작은 검증된 생물안전작업대에서 수행

4.4. 보관방법
• 보존용기에 고위험병원체명, 관리번호 등 관련정보를 표기하여 특성 및 성상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존
• 일반병원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고위험병원체 보존 장비와 설비에
보안 잠금장치 설치

4.5. 소독 및 불활성화
4.5.1. 소독제: 5% sodium hypochlorite, 90% 석탄산으로 변형프리온의 감염
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4.5.2. 물리적 불활성화: 134ºC에서 18분 이상 가열, 121ºC 1시간 이상 고압
증기멸균

4.5.3. 폐기물 처리: 실험에 사용한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방법으로 불활
성화한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4.6. 유출시 대처방안
• 오염된 지역을 신속히 격리시킨 후, 개인보호장비 (장갑, 마스크, 실험복 등)를
착용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제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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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 생물안전사고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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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 및 예방 ․ 치료 정보
5.1. 검사 및 동정
• 표준 신경병리학적 방법으로 진단
• 뇌척수액에서 14-3-3 단백질 검출
• 면역조직화학검사나 웨스턴블롯 : 환자의 뇌 및 편도 조직에서 PrPsc 단백 검출
• 프리온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분석 : PRNP 유전자 확인

5.2. 응급처치 및 치료
• 효과적인 치료제와 치료방법이 없으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지요법 사용
• PcTS, iPrP13, 등 여러 물질들이 질환의 잠복기를 연장시키거나 감염률을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증상완화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
로 보고됨

5.3. 약제 감수성: 알려지지 않음
5.4. 백신: 없음

6. 생물테러발생사례
• 생물테러 발생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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