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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법정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한 시험의뢰 검체 운송 지원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정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17개 보건환경연구원
으로 검사의뢰되는 검체에 대한 운송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이용
바랍니다.
※ 역학조사 검체,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검체는

현장부터 검사기관까지 신속하고

일관된 연계를 위해 담당기관(보건소)에서 직접 운송
가. 위탁수행기관 : 주식회사 녹십자랩셀(GCLabCe l l )
나. 이용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의뢰 완료 후 검체 수거 요청
(녹십자랩셀 콜센터,1566-0131)
다. 준수사항
- 모든 검사 검체는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에 명시된 포장 규정 ( 3중 안전
포장 ) 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병원체 위해도에 맞는 카테고리별 검체 안전 포장 수행, 정확한 수 · 발신처 기입 등
- 감염병 검사의뢰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되는 검체와 분리하여 포장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으로 질병관리본부 검사의뢰 시 개정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사용해 주시
기 바랍니다 .
* 지역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시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서 사용 금지
※ 위 사항 미준수 시 운송의 안정성 및 검체의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검체 수거가
거부되거나 의뢰된 검체가 반환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붙임

1. (첨부1) [별지 제7호서식] 검체 시험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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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부2) 온라인 검사의뢰 안내서(의료기관) . 끝.

질병관리본부장
수신자

기술공무직

서울특별시장(질병관리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 강
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의료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 충청남
도지사,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
지사(보건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 강원도보건
환경연구원장(질병조사과장),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감염역학과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감염병연구
부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북부지원장),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연구부장), 경상북도보건환경
연구원장(감염병조사과장), 광주광역시장(감염병조사과장),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연구부장), 대
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감염병연구부장),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감염병조사팀장),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연구과장),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
구원장(질병조사과장),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감염병진단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감염병조사
과장), 전라북도지사(감염병검사과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
연구부장),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조사과장), 경기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
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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