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컬럼>

네브라스카(Nebraska)를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아닌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트콤 빅뱅이론의 여주인공인 페니의 고향

이자, 세계 제일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태어나고 현재 지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브라스카는 미국 중부에 위치한 주입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Biocontainment Unit (BCU)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7년에 생물테러 관련 

연구를 하던 중 좋은 기회가 있어 견학을 다녀올 수 있었고, 짧은 지면이나마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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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준 수

Nebraska BCU는 네브라스카 의과대학 병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병동 

한 개를 개조해서 만들어졌고 5개의 룸과 총 10개의 베드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감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세세하게 감염에 대해 신경을 쓴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것들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 BCU는 한번 의료진이 입장을 해서 옷을 갈아입으면 다시는 같은 곳

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와서 옷을 찾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

습니다. 병실을 거쳐 돌아오면 아무리 멸균을 해도 입구에 혹시 모를 감염원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병실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보호복 착탈의 과정입니다. 보호복 착탈의 

과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혹시 잊거나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벽에 착탈의 과정을 써놓고 옆에서 그 과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해 주는 사람을 두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실수

조차도 막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1. Nebraska BCU 구조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한 것이긴 하지만 병실 문고리도 감염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모두 돌려서 여는 것이 아닌 눌러서 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CU 내에 검사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중 환자의 

검체를 BCU 밖으로 빼서 검사를 하려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에 빠른 검사와 대처를 위해서 BCU 

내에서 간단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세세하게 공조장치에서 바로 검사자 위로 공기가 

떨어질 경우 검사 보틀 안에 바이러스나 균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공기가 바로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을 견학하며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도 하나하나가 다 고려가 되어야 제대로 된 감염병 

전문병원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Nebraska Biocontainment Unit 방문기



Nebraska BCU는 매년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자 수송훈련부터 BCU 활성화, 환자 치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BCU가 실제 가동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가장 

최근에 가동된 것도 몇 년 전 에볼라에 감염된 미국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실제 상황을 위해서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현재 미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BCU 병상 수를 늘

리고, 지금보다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BCU를 짓고 있었습니다(지금은 완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2. 벽에 붙어 있는 Doffing 

procedure process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인하여 생물테러에 대한 위험이 미국보다 높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이나 신종감염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도 최근 신종감염병과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각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을 지역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필요성들이 모여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Nebraska BCU에 못지않은 BCU가 설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3. 문 고리 

 

그림4. BCU 내 Lab실 및 공조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