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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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1. 병원체 일반정보
■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체임
■ 프리온(Prion)은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며, 일반적으로 DNA 또는 RNA를 유전자로 갖는
바이러스와는 차이가 있음
■ 프리온 환자에서 단백질 분해효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27kDa의 프리온 단백이 관찰됨

2. 병원성 및 감염증상
■ 중추신경계 신경퇴행성 질환인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을 일으킴
■ 비교적 긴 잠복기간 이후 일단 발병이 개시되면 단기간 내에 뇌질환을 일으킴
■ 신체 무력감 등 비특이적 증세를 보이다 아급성의 진행성 치매ㆍ근경련ㆍ무도증 신경학적 증세로 발전함

3. 생물안전정보
▷ 실험 중 감염가능 위해요소
■ 주요 위해요소
- 오염된 뇌조직, 편도조직, 뇌척수액, 혈액 등을 접촉하는 경우
- 오염된 음식을 섭취시 감염됨
- 오염된 실험기구 등의 간접적 접촉
▷ 취급안전정보
■ 폐기 : 134℃/18분, 고압증기멸균(121℃ㆍ15파운드 수증기압/ 1시간) 처리
■ 유출 : 통 상적인 멸균 및 오염 제거 방법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보이므로 일반적인 소독제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1M NaOH나
고농도 나트륨과염소산염으로 1시간 이상 처리함으로써 프리온 감염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생물안전밀폐시설
■ 프리온 및 위해 가능성이 큰 검체ㆍ물질을 취급하는 실험 시 BL-3 밀폐시설이 권장됨
▷ 생물무기로서의 이용가능성
■ 생물테러 발생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4. 예방과 치료
■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생물안전을 위한 장갑과 실험복 등 적합한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함, 에어로졸 발생실험 시
호흡기보호장비를 사용함
■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 없음
■ 최근 PcTS, iPrP13 등 치료제 후보물질이 발굴되어 잠복기 연장 또는 감염률 감소 등 효과가 보고되었으나 증상완화에는 전혀
효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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