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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s the demand to deal with pathogens in domestic research institutions has expanded and biological

accidents have increased, the need for systematic biosafety management in infectious disease laboratories has

grown.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risk assessment (RA) is required for biosafety management.

However, RA criteria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in Korea, so to this end I have attempted to determine

RA criteria meeting international levels

Methods: In order to provide RA criteria for application, I analyzed the RA criteria in use in the U.S., Europe and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public nature of the RA criteria, I constructed the research

model through modified management consulting methodology reflecting the model of Radnor and O'Mahoney.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existing laboratory biosafety regulations were comparable to

domestic laboratory safety laws. Existing laboratory biosafety standards that are designed around risk factor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An RA case to be carried out in infectious disease laboratories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of KCDC was identified.

Conclusion: To establish a systematic risk management system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it was necessary

first to harmonize the system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in order to provide specific

biosafety management on-site, I recognized a need for methodology and planning strategies to discover biosafety

management so that it can be carried out as required through the RA of individual laboratories.

Keywords: Biosafety, Management consulting methodology,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Public

policy consulting

I. 서 론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에

서는 생물안전(Biosafety Level) 3등급 및 4등급 밀

폐 연구시설 운영과 인체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병원

체의 취급 수요가 확대되면서,1) 생물학적 사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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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생물테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생물

안전(Biosafety)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2) 있다.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

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3)를 말하며, 위

해성평가(Risk assessment)는 생물안전을 위한 이행

의 중추(backbone)4) 기술이다.

이러한 국내의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과 환경보건

법에 의한 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유전자변형생물

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수입시 이

행되는 위해성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화학물질 및 LMO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매우 활

발한 편이나, 병원성 미생물을 유해인자로 인식하고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5) 생물안전 관련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병원성 미생물을 상시로 취급하는 감

염병 실험실의 생물안전 위해성평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인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국내외 규제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생명공

학기술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LMO가 의도

하지 않게 인체 보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국가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립되는

정책이다. 이러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생명공학기술

로 인한 생산물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생물안전을 확보

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두번째는 인체 및 동물에

감염되어 질병 등을 일으키는 감염성물질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감염성물질의 안전한 이동 및 취급

등에 관한 시설과 취급자의 안전한 이용규정과 절

차를 확립함으로써 생물안전을 확보하는 체계로 구

성된다.

생물안전의 확보를 위한 두가지 형태의 규제는 ‘보

건 및 안전성 확보’라는 지향점은 동일하지만, 목표

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번째 유형의 규제는 위해성평가를 통한 생물위해

(Biorisk)를 확정하고, 이러한 위해성을 차단하기 위

한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규제를 이행한다. 그

러나 두번째 유형의 규제는 생물학적 물질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감염성 병원체 및 이용시설에 대한

생물안전 등급으로 서로를 구분하고, 관리항목에 따

른 지속가능한 규제 프로토콜(Protocol)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규제를 이행한다.

이러한 두 규제유형은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유형의 규제는 사례별 생물위해 특성에 최적

화된 생물안전 확보전략 수립이 가능한 반면, 체계

적인 생물안전 관리체계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프

로토콜 구성이 어려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반

면 두 번째 유형의 규제는 지속가능한 규제 프로토

콜의 적용을 통해 안정적이고 확고한 관리기술의 제

공이 가능한 반면, 프로토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생물위해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에 적

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을 갖는다.

현행 국내 생물안전 규제는 두가지 유형의 정책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첫번째 유형인『유전자변형생

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률) 및「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LMO의 이용

및 취급에 대하여 사례별 최적화된 생물안전 확보전

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두번째 유형인『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

성에 관한 법률』은 안정적이고 확고한 실험생물체

및 시설의 관리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운영되는 두 유형의 규제정책을 조화하였을 경우 총

괄적인 생물안전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으나, 상이

한 접근방식과 세부적인 규제의 조율이 어려워 적절

한 규제조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모

든 법률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염병 실험실 환경

에서의 총괄적인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은 적절

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경쟁적인 규제조건에서의 규제간 조화

(Harmonization of regulation)는 쉽지 않다. 이러한 규

제간 조화는 상응하는 규제의 필요조건(Corresponding

requirements)의 적합 추정을 통해서만 관계자가 순

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6)는 점에서, 규제간 공통사

항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두 가지 형태의 규제 모두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위험(Hazard)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생물안전 관리(Biosafey management)의 적

절성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물안전 관리

는 LMO, 병원체, 검체 등 감염성물질에 의하여 발

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의

미한다. 이러한 생물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실험실의

생물안전 평가가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에서는 실험

실 생물안전 평가를 위한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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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만일 생물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위해성

평가에 초점을 맞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면, 국내

생물안전 규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근

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실험실을 대상으로,

관련 국제 및 국내 규제가 요구하는 내·외부 자

원의 활용과 이용에 대해, 공공관리를 위해 개선된

컨설팅 분석기법7)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실험실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생물안전 평가

조화규정(Harmonization standard)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 국내외 위해성평가 및 관리 기준

‘위해성’은 유해영향의 발생가능성(Probability of

harm)으로 정의되며, 여기서 위해성은 단지 발생가

능성뿐만 아니라 유해영향의 심각성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를 고려한다. 그러므로 위해성은 발생의 가능

성과 유해영향의 심각성을 조합해서 ‘위해성 = 발생

가능성(Likelihood)×심각성(Consequence)’으로 표시

할 수 있다.8) 이러한 위해성평가는 과학적으로 타당

하고 투명하계 수행되는 구조화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잠재적인 수용환경에 대한 사

례별(Case-by-Case)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해성평가는 모든 불확실성에 대해 고려하고, 해

당 요인의 잠재적인 역효과 및 그 가능성과 결과를

탐지하고 평가하며, 예상되는 전반적인 위해수준이

수용 또는 관리가능한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9)

생물체의 위해성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구조화된

국제 규정은 LMO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평가하

기 위해 수립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부속서3에

제시된 위해성평가 지침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해성

평가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의정서의 회원국

은 국내 이행법을 두고 있는데, 국내의 LMO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기준에 근거한 LMO의 위

해성평가의 수행은 ① LMO와 관련해서 인체건강을

고려하여 수용환경의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형과 표현형 형질의 탐

지, ② LMO의 잠재적인 수용환경에 대한 노출 수

준을 고려한, 현실화되는 부정적 영향들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③ 부정적인 영향들이 현실화될 경우 그

결과의 평가, ④ 현실화되는 부정적인 영향들의 가

능성 및 결과에 대한 평가에 기반을 둔 LMO로 인

한 전반적인 위해성의 추정, ⑤ 필요할 경우 그 위

해성을 관리할 전략의 탐색을 포함하여, 위해성이 수

용가능 혹은 관리 가능한지에 대한 권고로 이루어진

다.10)

현행 위해성평가체계는 최종적으로 위해성을 낮음

(Low), 중간(Middle), 높음(High), 매우 높음(Very

High)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해성평가 자료

는 높은 전문성과 판단능력을 요구하는 특성을 보이

나, 실제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더불어 정성

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위해성평가 방식은 이용되

는 실험실 환경이 바뀌거나 여러 실험생물체가 복합

적으로 이용되는 환경의 경우, 사례별로 수행되는 현

재의 위해성평가 자료와 별도로 또 다른 위해성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범용적인 활용가능성

이 높지 않다. 또한 생물안전 요인을 취급하는 사용

자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

다는 점도 생물안전관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2) 주요국의 실험실 생물안전기준 관련 법률

(a) WHO의 “Laboratory biosafety manual 3rd

Edition”4)

WHO에서는 1983년 Laboratory biosafety manual

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

하였고, 2003년 2nd Edition을 발간하였고 2004년

3rd Edition을 발간하여 실험실 생물안전을 위한 기

준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Laboratory biosafety manual은 감염성 미생물에 대

하여 위해성그룹(Risk group)을 부여하였는데, 인체

와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여부를 바탕으로 가장

낮은 위해성인 1그룹부터 가장 높은 위해성인 4그

룹까지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해성그룹에

기반을 두어 생물안전수준(Biosafety Level)을 각각

부여하였고, 이러한 생물안전수준에 따른 실험실 설

계 및 특징과 실험실 이용절차 및 개인보호장구와

장비의 이용, 훈련, 폐기물 관리를 세부적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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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위해성그룹의 구분과 실험실내 작업흐름

의 판단은 위해성평가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문가

에 의한 위해성평가가 생물안전을 위한 이행의 중

추(Backbone)4)임을 밝히고 있다. 위해성평가를 위

해 WHO는 감염성 미생물 위해성그룹의 정보를 바

탕으로 ① 감염량 및 전염성, ② 노출가능성, ③ 감

염경로, ④ 실험실 작업흐름으로 인한 다른 감염경

로, ⑤ 환경 내에서의 안정성, ⑥ 1회 작업량, ⑦

숙주 존재여부, ⑧ 임상학적 보고 및 동물실험 정

보, ⑨ 실험수행절차, ⑩ 유전자재조합 여부, ⑪ 화

학적 예방요법 및 치료제 비치여부 등을 판단하도

록 하고 있다.

Laboratory biosafety manual은 위해성평가에 이

용되는 실험실 정보에 근거하여, 실험실 생물안전

수준에 적절한 운영표준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수립 및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해성평가의 관점에서 Laboratory biosafety

manual은 평가대상인 감염성 미생물을 위해성에 따

라 명확히 구분하고,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시설과 장비에 대한 규정을 두어 기본적인 실험실

차원의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생물안전 위해성평가 요소의 통제 및 이용을

위한 운영절차 수립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실

험실을 운영하고 생물안전사항을 이행하는 인적자원

에 대해 별다른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

립 및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 더불어 실험실 위해

성평가를 전문가에게 위임함으로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진 것은 적절한 수순이나, 실질적으로 실험실

을 운영하는 주체가 위해성평가 결과를 생물안전 관

리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는 효과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b) 미국 CDC의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5th Edition”

미국 CDC의 미생물 및 의학실험실의 생물안전 확

보를 위한 지침인 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이하 BMBL)는 1984년 최

초로 발간되어, 2009년 12월 제5판이 개정되어 배

포되었다. 초기에는 실험생물체가 실험자에게 전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실험방법과 장비를 구비하고,

PPE를 철저히 준비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예방

접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 감시활동을 펼치는

형식으로 구현되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는 감염성

미생물을 위해도에 따라 분류한 후, 적절한 생물안

전등급을 권고하고 이에 따른 실험방법, 생물안전장

비 및 설비를 규정하고 있다.

BMBL 5th Edition은 7개 절(Section)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2절에 생물학적 위해성평가에 대한 규정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관생물안전위원회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를 비롯한

모든 생물안전 관계자에게 있어 위해성평가가 주요

한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크게 요소 유해성

(Agent hazard)과 실험실절차 유해성(Laboratory

procedure hazard)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사전 예방적

으로 접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실험종사자의

통제유해 역량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제시하고 있으

며, 실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요소 유해성의 특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WHO

의 위해성그룹의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위해성그

룹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실험실절차 유해성에 대

해서는 실험실 환경에서의 감염경로에 따른 위해성

을 구분하고, 각 감염경로에 따른 위해성을 사전 차

단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해성평가 절차는 ① 위해요소의 유해성을 확인

하여 초기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며, ② 실험실 절차

유해성을 확인하고, ③ 위해성평가에 의한 생물안전

등급을 정하고 추가적인 사전 예방적 항목을 수립하

며, ④ 안전절차와 관련된 실험자의 숙련도와 안전

장비의 완건성(Integrity)을 평가하고, ⑤ IBC, 생물

안전 전문가 및 주요물질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의 위해성평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BMBL 5th Edition은 WHO Laboratory biosafety

manual 3rd Edition의 기준에 추가적인 감염성 미생

물 판단기준을 추가하고, 시설 및 실험장비의 안전

성과 실험자의 역량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기준

을 갖추고 있다. 또한 초기 위해성평가를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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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수행하게 하고, 그 타당성을 IBC 등에서 전문

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나,

실험실 단위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정보를 기관 단위

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어려우며, 기관 단위의 종

합적인 생물안전 관리전략의 수립에 직접적으로 적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c) 유럽 CEN의 “Laboratory biorisk management

standard”11)

유럽의 실험실 생물안전기준인 CEN Workshop

Agreement (CWA) 15793은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이 경영학의 PDCA (Plan-Do-

Check-Act) 방법론에 의해 2008년 수립되고 2011

년 개정된 실험실 생물안전 규정으로, ① 위험요소

와 리스크 그리고 확립된 목표 규정을 포함하는 계

획(Plan)을 세우고 ② 훈련과 운영 제반 문제를 포

함하여 이행(Do)하며 ③ 모니터링과 시정조치를 포

함하는 점검확인(Check)을 통해 ④ 과정 혁신과 경

영시스템에 필요한 변화 조치(Act)를 수행하는 체

계이다. 다만 해당 기준의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기

관 경영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

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실험실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12)

CWA 15793은 실험실 활동으로 인해 실험종사자,

지역사회 및 주변 환경이 병원체 또는 독소에 노출

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게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데

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생물안전 및 생물

보안 정책과의 적합성을 보장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국제표준기구(ISO) 등 국제적인 차원의 인증체계와

의 협력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WA 15793의 위해성평가는 선행적(Proactive) 평

가를 수행하며, 실험실의 위해를 분류하고 수용가능

성과 함께 심각성과 수용능력을 함께 기술하여 평가

과정에 적용한다. 위해성평가의 방법은 정성적, 반정

량적 또는 정량적 기법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사례

별로 적합한 방법을 확인하여 수행한다. 위해성평가

수행시 위험군 지정 근거자료, 물질보건안전정보

(MSDS) 등과 같은 생물작용제와 독소들로부터 유

래된 고유의 위해를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활용 가

능한 통제조치를 수행한 후 잔존하는 위해가 수용가

능한지, 또는 추가적인 통제조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를 결정하기 위해 재검토 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이

후 계획의 이행 책임자 및 이용 가능한 자원을 바

탕으로 세부일정표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CWA 15793은 생물안전 관리를 위해 실험실의 위

해성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위해성평

가를 위한 규정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는 않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실험종사자의 통

제 및 운영에 대한 항목은 기관단위의 위해성 관리

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해

당 실험생물체 및 생물작용제의 독성과 위해성평가

정보를 사례별로 참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총괄적

인 적용에는 도리어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하여 가이드 문서인 CWA 16393을 2012년 수

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의 적용이 33%에 불과하다.12)

CWA 15793은 생물안전 관리와 관련한 관계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단위의 비상조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점은 특기

할 만하나, 실험실 단위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이 없으며 이를 연구책임자가 생물안전 관리

및 비상조치계획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활용하기에는 오히려 정보가 부족해지는 특징을 가

진다.

3) 국내 실험실 생물안전기준 관련 법률

(a)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률은『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

정서』의 국내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LMO의 개

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LMO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2008

년 수립되었다.「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실험생물체의 취급과 관리를 위해 위해성평가를 실

시하며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근거법

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시험연구용으

로 사용되는 LMO의 총괄적인 관리는 미래창조과학

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생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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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등의 총괄적인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

고 있으며, 실험실 생물안전과 관련해서는 LMO 개

발 및 이를 이용하는 실험의 위해성 평가 방법 등

에 대한 세부사항을「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따

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LMO법률 통합고시에서는 생물안전 2등급

이상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유전자

재조합실험지침」의 생물안전 관리를 위한 책임주

체와 연동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LMO법

률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상호 연동되는

국내 규정으로, 상호간의 단점과 장점을 공유하는 조

화된 법률의 형태로 볼 수 있다.

(b)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전자재조

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LMO의 전파·확산에 따른 생

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 생명공학연구를 촉진

시킴을 목적으로 수립된 규정이다. 이를 위해 실험

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승인실험, 기관승인

실험, 기관신고실험 및 면제실험으로 분류하였고, 위

해성평가를 바탕으로 밀폐방법 및 생물체의 위험군

을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은 연구기관 내에서 생

물안전에 관계된 행위자를 연구기관의 생물안전에

관련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생물안전관리책

임자(Institutional Biosafety Officer, IBO)”와 실험의

위해성평가 및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IBC를 중

심으로, 실질적으로 실험실을 관리하며 생물안전을

확보하는 주체인 연구책임자와 실험을 수행하는 연

구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생물안전 행위자에

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생물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 실험실의 경우, 순수한 배양이나 증식실험

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유전자변형실험이 이루어지

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현재 국내에서 총괄적으로 적용되는 실험실 생물안

전 규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연구시설의 생물안전

등급 지정과 LMO법률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가승인실험을 제외한 실험에 대한 위해성평가 기

준과 실험실 위해성평가를 위한 방법론이 따로 마련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생물안전 확보에 있어 보완

되어야 할 사항이다.

(c)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국내의

연구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법

률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

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6

년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은 시행령을 통해 연구실

안전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

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

나, 생물안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으며 위해성평가 역시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구실 안전 환경의 범주에 생물안

전을 포함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개인보호장구 마련

및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연

구비 책정시 실험실 안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실험실 안전 환경에 대

한 총괄규정이며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구

조적으로 경쟁하는 법률로 보아야하므로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

병 미생물과 관련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

률로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

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전염병예방법』

을 개정하여 시행되었다. 해당 법률은 감염병의 임

상적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 실험실

과 관련해서는 제21조에서 제23조에 해당하는 고

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의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

만 고위험병원체의 검사, 보전 관리 및 이동시 질

병관리본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

으며, 고위험병원체를 이용한 실험이나 유전자조작

실험의 경우 LMO법률 및「유전자재조합실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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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

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 연구방법

1) 컨설팅 방법론의 차이 : 민간 vs 공공

경영컨설팅이란 ①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②

경영이나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③ 새로운 기

회를 발견포착하며, ④ 학습을 촉진하고, ⑤ 변화를

유도하는 관리자 및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전

문적인 자문활동을 말한다.13) 컨설팅의 수요와 필요

성은 민간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부문으로 확

대되어가고 있는데,14) 크게 전략과 정책 어드바이스,

프로그램의 설계개발관리 및 운영, 공공부문 조직의

구조조정, 변화관리의 촉진에 대한 컨설팅 영역으로

구분된다.13)

컨설팅 영역은 다양하지만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① 환경분석, ② 현황분석(As-Is), ③ 미래모형 설계

(To-Be), ④ 통합계획 수립의 체계로 진행된다. 이러

한 진행체계는 환경과 현황의 상황에 기반을 두어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구분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관점으로 설명된

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기존의

법률적 규정사항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행정 및 제도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전략경영(Strategy management)

보다는 운영관리(Operational management) 관점에서

방법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영관리는 조직 내의 모든 자원들을 활용하여 재

화 및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생산하

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것으로,

생물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염병 실

험실 내 자원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

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다.

다만 민간과 공공부문은 조직의 방향성 및 운영관

리의 지향점이 다르기에,15) 민간의 환경-현황분석 기

반 접근방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

른다. 특히 법률 및 규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은 적용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반면 공공영역은 시민들이 “옳다”라

고 판단하거나 법률적으로 규정한 모든 사항을 면밀

히 적용시키려 한다는 면에서,15) 민간부문의 운영관

리 컨설팅 접근방법은 공공부문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Fig. 1은 “공공부문 상황(Context)이 운영관리컨설

팅 개발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라는 가설에

대한 연구결과15)로, “상향식(Up-stream)”으로 진행되

는 민간부문의 운영관리서비스 컨설팅 영향과 달리,

공공부문의 운영관리서비스 컨설팅 영향이 “하향식

(Down-stream)”으로 진행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공공관리론(Public management)의 경영학적 접근방

법에 의거하여, 능률적 행정의 구현을 위해 컨설팅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 상황에 맞도록 하

향식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 공공컨설팅을 위한 연구모델의 수립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Zoe radnor & Joe

O'Mahoney(2013)의 모델에 근거하여, ① 보건복지

부 등 실험실 안전관리 관련 공공기관의 소관 범위

에서 ② 위해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를 바탕으로 ③ 비전문가의 수행가능성을 목표로 ④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생물

Fig. 1. Framework model of public operating management servic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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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평가 조화기준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생물안전 관계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협의를 통해 목표를 해결해야 하는 소지를 최소화하

며, 업무적인 프로세스로 생물안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Fig. 2와 같이 연구모델을 설계하였다. 연구

모델은 관련 규정 검토에 따라 실험실 생물안전과

관련한 모든 규정과 기준을 종합하고, 실험실 생물

안전 위해성평가/관리 자원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생물안전 평가 조화기준을 수립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러한 연구모델은 컨설팅 방법론을 역순으로 재조

정하여 구축된 것으로 ① 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총

괄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② 조화기준을 포함한 모

형을 설계한 후, ③ 국내에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하

여 ④ 최종적으로 실험실 생물안전 현장과 행정환경

에의 반영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공공컨설팅을 위

한 연구모형이다.

III. 결 과

1. 실험실 생물안전 조항 분석결과

Fig. 2. Study model on development of harmonization standard for biosafety evaluation.

Fig. 3. Risk assessment framework based on biosafety agent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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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DC의 BMBL 5th Edition의 미생물 위해성

평가는『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사하나 좀 더

세부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위해성평가 단계는 위해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가능한 모든 정보를 대입하여

판단하는 체계로,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

적으로 생물학적 요인(Biological Agent)과 숙주(Host)

가 이용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피드백에 대

하여 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은 유럽의 CWA 15793과 WHO의

Laboratory biosafety manual 3rd Edition에도 동일

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해외 기준의 공통점은 생

물안전 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다는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기준은 각자 구분되는 적용영역이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의 CWA 15793은 생물안전

Table 1. Correlation on laboratory biosafety criteria

Legislation

Criteria & Provision

International Domestic Competition

BMBL

5th

Edition

CWA

15793

WHO 

Guideline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Notif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experiment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Responsibility, tasks and duty ○ ○ ○ ○ ○

General Information ○ ○ ○ ○ ○ ○

Management policy ○ ○ ○ ○ ○

Risk agent, Risk assessment etc.

Resources ○ ○ ○ ○ ○

Time and range of RA ○ ○ ○ ○ ○

Identification of risk agents ○ ○ ○ ○ ○

Risk assessment ○ ○ ○ ○ ○

Risk management ○ ○ ○ ○

Suitability ○ ○ ○ ○

Object, subject and process ○ ○ ○ ○ ○

Capacity building of researcher ○ ○ ○ ○

Consulting and communication ○ ○ ○ ○ ○

Control of works

General safety ○ ○ ○ ○ ○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 ○ ○ ○ ○

Planning and capability ○ ○ ○ ○ ○

Management of changes ○ ○ ○ ○ ○

Process control information ○ ○ ○ ○ ○

Health-care program ○ ○ ○ ○ ○

Control of behavioral factors ○ ○ ○ ○

Facility operation management ○ ○ ○ ○ ○

Transport of Biological agent and toxins ○ ○ ○ ○ ○

Biosecurity ○ ○ ○ ○

Emergency Plan ○ ○ ○ ○ ○ ○

Monitoring and Responses ○ ○ ○ ○ ○ ○

Review of biorisk manag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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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기관의 경영에 반영되도록, 처음부터 경영학

의 PDCA 방법론에 의해 구현되었다. 따라서 위해

성평가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형태이나, 구현방식은 어디까지나 생물안전 관리를

위한 세부항목의 검토와 지속가능한 운영에 집중되

어 있는 형태를 가진다. 이에 반해 WHO의 Laboratory

biosafety manual 3rd Edition은 감염병 실험실에 국

한하여 위해성평가와 작업의 통제에 집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해성관리에 대한 항목은 부족한 면모를

보인다.

Table 1은 실험실 생물안전 조항에 근거한 국내외

규정의 상관성 여부를 요약한 결과이다.

해외기준은 각자의 영역에 따라 집중되는 부분이

차이가 나지만 ① 5단계의 생물안전평가에 의한 관

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며, ② 응급상황 및 비상

상황에 대응한 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하고, ③

실험실 환경에서의 취급과 작업환경의 적절성에 대

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수행하게 한다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BMBL 5th Edition의 경우 실험실 생물안전을 위

한 실험생물체의 위해등급, 생물안전시설의 적합성,

PPE 등 취급자의 안전한 실험이행 등에 초점을 맞

추어 실질적인 위해성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집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해성평가 결과를 기관

생물안전 관리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특정한 규정

에 소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CWA 15793의 경우 생물안전 관리 전략의 수립과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에 대부분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실험실 자체에서 수행

되는 실험과 생물안전 시설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세

부사항의 규정을 수립하는데 소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WHO Laboratory biosafety manual의 경우 감염병

미생물에 국한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는 사항을

규정하는데 집중하였으나, 생물안전 관리에 대한 필

요규정과 사항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운영관리 차원에서 다른 해외규정과 대비하여 손색

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BMBL 5th Edition과 CWA

15793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WHO Laboratory

biosafety manual에 비교할 때 실험실 생물안전 관

계자를 설정하여 업무와 책임을 설정함으로써, 생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조직체계를 수립하게 하

고 있다는 점에서 위해성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결과라 판단된다.

위해성관리는 ① 위해성에 대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② 위해성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③

위해성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

로 성립되는데3) 결과적으로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

과업을 발굴하고, 이러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관

계자에게 상시적인 업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의 발굴을 위해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져

야 하는데, 해외기준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는 앞서

설명된 실험생물체 및 실험시설의 위해요소와 실험

과정의 위해성, 실험절차의 안전성과 실험종사자의

숙련 여부 정도에 의해 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생물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위해성평가가 우선적이며, 이러한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사례별로 국한된 현재의 평가체계

로는 상시적인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국내 법률에도 실험실 생물안

전 관계자를 규정하고 설정함으로서, 기본적인 업무

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생물안전 관리를 위한 바탕

이 마련되었음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나, 위해성평가

를 수행하지 않는 경쟁법률인『연구실 안전환경 조

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실험실 안전관리 과업

이 대부분 교차하는 현재의 생물안전 규정으로는, 충

분한 실험실 생물안전을 위한 상시적인 업무와 책임

을 발굴할 수 없으며, 특히 생물위해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피드백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2. 실험실 생물안전 평가기준 분석결과

실험실 생물안전 조항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적절

한 생물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실험실 생물안

전을 위한 상시적인 업무와 책임을 발굴하기 위해

위해요소와 실험과정, 실험절차의 안전성과 실험종

사자의 숙련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위해성평가를 수

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생물안전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생물안전 평가기

준 마련에 있어서, 생물위해에 대한 검토를 통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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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on laboratory risk assessment criteria

Legislation

Risk assessment criteria

BMBL 

5th 

Edition

CWA

15793

WHO 

Guideline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Notif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experiment

1. General Information

Object ○ ○ ○ ○ ○

Usage of specimen ○ ○ ○ ○ ○

Risk group and appropriate ○ ○ ○ ○

2. Specimen(Host/Donor) information

Risk group ○ ○ ○ ○

Character and taxonomic classification ○ ○ ○ ○ ○

Survival, breeding, reproduction ability in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
○ ○ ○ ○ ○

Pathogenicity etc. ○ ○ ○ ○ ○

Possibility of production on infection and hazard 

material
○ ○ ○ ○ ○

Biological major characters ○ ○ ○ ○ ○

Wild-type ability ○ ○ ○ ○ ○

3. Vector information

Safe host-vector ○ ○ ○ ○

Vector character ○ ○ ○ ○

Restriction enzyme map ○ ○ ○ ○

Hazard gene sequence ○ ○ ○ ○

Mobility and host-dependent character ○ ○ ○ ○

Identification of gene material in middle-host ○ ○ ○ ○

4. Induced gene material

Character of induced gene material ○ ○ ○ ○

Gene sequence of induced ○ ○ ○ ○

Information of change on gene material ○ ○ ○ ○

Present of hazard gene sequence ○ ○ ○ ○

Position and direction of gene sequence in vector ○ ○ ○ ○

possibility on expression and translation of ORF ○ ○ ○ ○

5. Inform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Experiment and development method ○ ○ ○ ○ ○

Position of induced and surrounding gene sequence ○ ○ ○ ○

Copy number of induced gene ○ ○ ○ ○

Detection method for induced gene and expression ○ ○ ○ ○

Character of production by gene material ○ ○ ○ ○

6. Comparison between LMO and Non-LMO

Character after genetically modified ○ ○ ○ ○

Comparison of survival, reproduction between 

LMO and Non-LMO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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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백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목해야만 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BMBL 5th Edition, CWA 15793 등 해

외기준이 제시하는 실험실 생물안전 평가기준 항

목 및 국내 규제를 조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내 규정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able 2

와 같이 실험실 위해성평가 기준 상관표를 작성하

였다.

현행 국내규정은『바이오안전성의정서』 부속서

3에 제시된 위해성평가 지침에 따라 LMO법률을

국내 이행법으로 두고 있어, 위해성평가를 위한 해

외의 규정 및 조항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었다. 다

만 감염병 실험실과 관련한 대부분의 안전관리 사

항을「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므

로, 경쟁법률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률』과 차별화되는 적절한 과업을 발굴하기 위한

세부적인 감염병 실험실 생물안전 평가기준의 도출

이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평가기준은「유전자재

조합실험지침」에서 설정하는 범주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IBC 및 IBO 등 생물안전 관계자에게

주어질 적절한 과업을 도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구

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Table 2의 상관표에 입각하여, 감염병

실험실 생물안전과 관련한 조항을 종합하고, 국내 규

제에 해당 조항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Table

3과 같은 조화기준을 도출하였다.

Table 3은 국내외 감염병 실험실의 생물안전 관련

기준을 모두 종합하고, 그 결과는 국내 관련규정으

로 인한 적용가능성 검토결과라는 점에서 충분히 현

재 시행 가능한 형태이다. 다만 이러한 위해성평가

기준은 실험생물체 및 실험시설의 위해요소와 실험

과정의 위해성, 실험절차의 안전성과 실험종사자의

숙련 여부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해성요인 간 영향 및 상호연관성을 실질적인 사례

로서 판단해 보았다.

3. 감염병 실험실 대상 생물안전 조화기준 적용사례

생물안전 조화기준을 실질적인 사례로 분석하기

위해, 감염병 실험실에서 연구책임자에 의해 작성

된 위해성평가 자료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실험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실험 연구과

제에서 제출한 위해성평가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기관 내 연구

과제의 생물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IBC를 운영하고

있으며, LMO법률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2008년 이후 더욱 강화된 내부기준을 적용하

여 실험실 및 연구과제의 생물안전 위해성평가를 수

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석에 필요한 감염병 실험

실 및 연구과제의 위해성평가 자료를 확보하였고,

기존 생물안전 평가기준과 조화기준을 각각 적용하

Table 2. Correlation on laboratory risk assessment criteria

Legislation

Risk assessment criteria

BMBL 

5th 

Edition

CWA

15793

WHO 

Guideline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Notific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experiment

7. Waste management and Emergency plan

Environmental condition of usage ○ ○ ○ ○

Monitoring plan ○ ○ ○ ○

Inactivation of specimen ○ ○ ○ ○

Emergency plan ○ ○ ○ ○

Waste management plan ○ ○ ○ ○

8. Risk effect information

Prevention and therapy etc. ○ ○ ○ ○

Medical monitoring method for risk evaluation ○ ○ ○ ○

Physical containment metho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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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확성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4와 같이 나타내

었다.

조화기준을 바탕으로 위해성자료를 평가한 결과,

기본적인 범례에 대한 기본적인 위해성평가 자료

는 모두 제출이 되었으나, 국제기준에 근거한 세

부적인 필수사항에 대해서는 항목 자체가 누락되

어 있거나 생물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실험자 작업요령, 오염제거

및 실험자 보호정보, PPE, 실험자 행동요인 제어

정보, 기반시설과 운영관리 정보 및 비상조치 계

획의 제출에서 평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harmonization standard criteria for biosafety evaluation of infectious disease laboratory

Legend Harmonization standard criteria
Legislation

suitability
Legend Harmonization standard criteria

Legislation

suitability

1. General 

information

Object, Usage, risk group and 

appropriate
○

7. Waste 

management

1. Inactivation of specimen

2. Waste management plan
○

2. Specimen 

(Host/Donor) 

information

1. Risk group, character and 

taxonomic classification, 

2. Survival, breeding, reproduction 

ability in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

3. Possibility of production on 

infection and hazard material

4. Biological major character and 

pathogenicity, wild-type ability

○
8. Operational 

Information

1. Good microbiological technique

2. Inactivation of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3. Clothing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4. Transport of biological agent 

and toxin

5. Prevention and therapy

6. Monitoring and surveillance 

method

○

3. Vector 

information

1. Safe host-vector, vector 

character

2. Mobility and host-dependent 

character

○
9. Health-care 

program

1. Vaccination of personnel

2. Regularly/Non-regularly 

medical program

3. special health-care program

4. Implementation of biosafety 

education

○

4. Induced 

gene material

1. Character of induced gene 

material

2. Information of change on gene 

material

3. Position of gene sequence in 

vector

4. possibility on expression and 

translation of ORF

○

10. Control of 

human 

resources

1. Behavioral factors and control 

of workers

2. Contractors, visitors and 

suppliers

3. Exclusion

4. Corrective measure for violation

○

5. Inform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1. Position of induced and 

surrounding gene sequence

2. Copy number of induced gene

3. Detection method for induced 

gene and expression

4. Character of production by gene 

material

○

11. Control of 

facility and 

operational 

resources

1. Maintenance, control, 

calibration, certification and 

validation

2. Regularly/Non-regularly report-

response system

3. Physical and information 

security

4. Control of supplies

○

6. Comparison 

between LMO 

and Non-

LMO

6.1. Character after genetically 

modified

6.2. Comparison of survival, 

breeding, reproduction ability 

between LMO and Non-LMO

○

12. 

Emergency 

Plan

1. Emergency Plan in laboratory

2. Emergency Plan in facility

3. Emergency Plan in i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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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ata accuracy evaluation of biosafety risk assessment for infectious disease laboratory on NIH

Legend Harmonization standard criteria(HSC)

NIH IBC's biosafety 

assessment in 2014

Existed criteria 

accuracy

HSC 

accuracy

1. General 

information
Object, Usage, risk group and appropriate ○ ○

2. Specimen

(Host/Donor) 

information

1. Risk group, character and taxonomic classification, 

2. Survival, breeding, reproduction ability in natural environmental condition

3. Possibility of production on infection and hazard material

4. Biological major character and pathogenicity, wild-type ability

○

○

○

○

○

○

○

△

3. Vector 

information

1. Safe host-vector, vector character

2. Mobility and host-dependent character

○

○

○

○

4. Induced gene 

material

1. Character of induced gene material

2. Information of change on gene material

3. Position of gene sequence in vector

4. possibility on expression and translation of ORF

○

○

○

○

○

○

○

△

5. Inform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1. Position of induced and surrounding gene sequence

2. Copy number of induced gene

3. Detection method for induced gene and expression

4. Character of production by gene material

○

○

○

○

○

○

○

○

6. Comparison 

between LMO and 

Non-LMO

6.1. Character after genetically modified

6.2. Comparison of survival, breeding, reproduction ability between LMO 

and Non-LMO

○

○

△

○

7. Waste 

management

1. Inactivation of specimen

2. Waste management plan
○

○

△

△

8. Operational 

Information

1. Good microbiological technique

2. Inactivation of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3. Clothing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4. Transport of biological agent and toxin

5. Prevention and therapy

6. Monitoring and surveillance method

○

○

○

○

△

○

△

○

△

○

×

△

9. Health-care 

program

1. Vaccination of personnel

2. Regularly/Non-regularly medical program

3. special health-care program

4. Implementation of biosafety education

○

○

×

△

×

○

10. Control of 

human resources

1. Behavioral factors and control of workers

2. Contractors, visitors and suppliers

3. Exclusion

4. Corrective measure for violation

○

○

○

○

○

○

△

△

11. Control of 

facility and 

operational 

resources

1. Maintenance, control, calibration, certification and validation

2. Regularly/Non-regularly report-response system

3. Physical and information security

4. Control of supplies

○

○

△

×

△

×

12. Emergency 

Plan

1. Emergency Plan in laboratory

2. Emergency Plan in facility

3. Emergency Plan in institution

○

○

○

△

×

△

※ ○ : Adequate, △ ; Good but not adequate, × ; In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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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실험실의 생물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은 해외 주요

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생물

안전 지침 외에 실험실에서의 생물안전 활동을 위한

가이드문서인 CWA 16393을 2012년 발간하여 배포

하고 있으며, 미국 CDC의 경우 WHO의 실험실 품

질관리 시스템(Laboratory Quality System)에 입각한

“Guidelines for Biosafety Laboratory Competency”

문서를 2011년 발간하여, 실험실의 자체적인 생물안

전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 비하여 현장에서의 체감은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생물안전연합(European

BioSafety Association, EBSA)의 2013년 조사에 따

르면, 생물안전 지침인 CWA 15793은 생물안전 관

계자의 85%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으나 연구기

관에서 실제 지침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용의 어려

움 및 기관의 경영전략에까지 적용하여야 하는 특성

상의 문제로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그러나 2014년 9월에 만료되는 CWA 15793의 기간

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72% 이

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서, 생물안전 지침의 중

요성과 함께 현장에서의 적용성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를 보여주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국생물안전

연합(American Biological Safety Association, ABSA)

에서 실시한 생물안전 관계자 교육수요 조사에 따르

면, 위해성평가(39%)와 생물안전 관리과정(39%)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주어, 현장에서의 위해성

평가와 생물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16)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과 지침의

발간 등을 통해 실험실 생물안전에 대한 인지도는 많

이 높아진 상태이다. 법적 규제사항이 감염병 실험실

현장에서 실험실 생물안전 수칙을 준수하기위한 노력

을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로서 훌륭히 작용하였으나,

체계적인 생물안전교육(30.8%), 시설(19.6%), 개인보

호구'(17.9%), 장비(16.1%) 그리고 운영시스템(15.6%)

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며,17) 현장에서 실질적으

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등의 관리를 위한 위해성

관리체계의 구현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3

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한 211개 기관 1,042개

연구실의 안전관리 현황 지도점검 결과에도 드러나는

데, 매년 100여건 이상 발생하는 연구실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실험종사자 등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

와 안전교육의 미흡으로 인한 것이며, 이중 기본적인

생물안전 미흡사항도 39건이 지적되어18) 현장에서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위해성 관리는 실험생물체 및 실험시설의 위해요

소와 실험과정의 위해성, 실험절차의 안전성과 실험

Fig. 4. Responsibility and task of biosafety parties concerned research institution by domestic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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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숙련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등에서 지정한 실

험실 생물안전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의 형태로 과업

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효율성을 증

가시킬 수 있다.

Fig. 4는「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의해 구분

된 실험실 생물안전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을 나타낸

형태이다. IBO는 전문 자문기구에 해당하는 IBC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실험실 관리자인 연구책임자

가 제출하는 실험실/연구과제 위해성평가 결과에 입

각한 기관 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생

물안전 관계자 이행체계는 현행 법률에 의해 생물안

전 3등급 인체위해성 연구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

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LMO법률 통합고시의 전

면개정에 의해 2014년에 생물안전 2등급까지 IBC

설치 및 IBO의 지정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감염병 실험실의 생물안전 위해성평가를 위한 조화

기준 도출은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염병 실험실의 생물안전 위해성평

가 조화기준은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활동에 대한 생

물안전 행위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생물안

전 확보능력을 제시하기 위한 근간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현실로 구

현하기 위해 적용되는 경영컨설팅방법론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정치적법적경영자원의 제한사항

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방법

은 기업이나 개인의 성과를 창출하고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효율적이나 보편적인 공공 이익 및 보수적인

규제조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

서 Zoe radnor & Joe O'Mahoney의 모델을 반영하

여 경영컨설팅방법론을 역순으로 적용하는 연구모델

을 구성하고, 감염병 실험실의 생물안전 위해성평가

를 위한 조화기준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조화기준의

적절성 및 규제적합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감염병 실험실의 위해

성평가 자료의 정확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이용되

고 있는 평가기준은 구체적인 생물안전성을 판단하

기 위한 세부항목이 부족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Table 3의 조화기준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간 관계를 구분지어 ① 실험 및

실험생물체 위해성 평가정보와, ② 실험자 및 실험

장비/시설 제어 능력평가정보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영향관계를 검토할 수 있다. 감염병 실험실의 생물

안전 요소는 상호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하

나의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요소의 생물안전

확보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해성

관리는 이러한 생물안전 요소 간 상호 영향성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Fig.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해

요소를 차단(Containment)하고, 지속적인 제어

(Control)와 점검(Monitoring)으로 수행되어야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발굴하고, 이를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거나 가이드 등을 발간하여 지

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위해성관리는 위해성분석 및 위해성 심사에 의해

위해요인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관리 과

업을 도출하여 이행하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프로

세스이다.19) 따라서 위해성관리를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위해성평가

를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평가기준을 국내 제도와

조화시켜 현실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시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실험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우

리는 국제기준 및 미국 유럽 등의 규정을 분석하였

다. 또한 평가기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모델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Table 3과 같

이 도출하였다. 또한 조화기준의 적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제 감염병 실험실의 위해성평가 자료를 이용

Fig. 5. Draft framework for risk management resource

and tools on infectious disease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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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Table 4와 같이 생물안전성 판단을 위해 보충

되어야 하는 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순수한 위

해성관리 실행의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본 연구결과

만으로 위해성평가를 통한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직은 한계가 있다.

다만 생물안전 조화기준을 바탕으로 도출된 위해

성평가 결과가 감염병 실험실 현장에서 무엇이 보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부여하며, 이를 IBC

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구체

적인 생물안전 관리를 위해, 각 실험실의 위해성평

가를 통한 생물안전 관리 과업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전략과 계획수립을 위한 방법론이 필

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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