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721000-000679-01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2022.05.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05.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내부연구진:

전수용 KISTEP 연구위원(PM)
원찬호 KISTEP 부연구위원
심현아 KISTEP 부연구위원

외부자문단:

강지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선임연구원
김종엽 건양대학교의료원 교수
문세영 이에스인베스터 상무이사
박준형 ㈜쓰리빅스 대표이사
박창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수용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경환 인터베스트 이사

검 토 위 원:

최창호 정보통신서비스연구원 연구소장

목차 i

목

요

차

약 ······················································································································ 1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25
제 1 절 사업 개요 ···································································································· 25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26
2. 세부내용 및 예산 ······························································································· 27
제 2 절 조사방법 ······································································································ 32
1. 사업의 특징 ········································································································· 32
2. 항목별 조사방법 ································································································· 32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34
제 1 절 개념 및 정의 ······························································································· 34
1. 바이오 연구 데이터 ···························································································· 34
2. 데이터 댐 ············································································································· 35
제 2 절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 36
1. 정밀의료 ·············································································································· 36
2. 바이오 빅데이터 ································································································· 36
제 3 절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현황 ······································································ 38
1.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주요국 정책 ································································· 38
2.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주요국 법·제도 ···························································· 51
3.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산업 ·············································································· 55

ii 목차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59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59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59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65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77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78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79
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85
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87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88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88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92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108
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109
5. 추진전략의 적절성 ···························································································· 114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21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21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21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32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51
1. 재원조달 가능성 ······························································································· 151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53

목차 iii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62
제 1 절 비용 추정 ·································································································· 162
1. 총사업비의 구성 ······························································································· 162
2. 적정 사업비 및 총비용 검토 ·········································································· 171
제 2 절 경제성 분석 ······························································································· 179
1. 주관부처 경제성 분석 검토 ············································································ 179
2.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 184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7
제 1 절 조사결과 ···································································································· 187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87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189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5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5
2. 종합평가 결과 ··································································································· 196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2
1. 결론 ···················································································································· 202
2. 정책제언 ············································································································· 203
참 고 문 헌 ·················································································································· 205

부

록 ·················································································································· 209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1

iv 목차

표 목 차
<표 1-1> 동 사업 소요예산

30

<표 2-1> 시대별 헬스케어 특징

36

<표 2-2> 미국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MI) 추진을 위한 4대 프로젝트

38

<표 2-3> All of Us 프로그램의 과학적 목표 및 예상 일정

39

<표 2-4> UK biobank의 정기적/포괄적 모니터링 현황

41

<표 2-5> 일본 질병 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화 프로젝트 사업 내용

43

<표 2-6> 국가별 주요 정밀의료 연구사업 추진 현황

45

<표 2-7>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 코호트별 현황

48

<표 2-8> 국가별 데이터 관련 규제 비교

54

<표 2-9> 각 주요국 바이오의료 정보 활용 관련 규정

54

<표 2-10>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장규모(2013-2023)

55

<표 3-1>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문제/이슈

59

<표 3-2>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자원수집 대상별 자원 확보 현황(’20년 2월 기준)

60

<표 3-3> 동 사업의 시범사업 현황

64

<표 3-4> 주요국 바이오 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현황

66

<표 3-5> 데이터 3법 개정 후 분야별 빅데이터 산업 성장가능성

68

<표 3-6> 데이터 표준화의 개념 및 구성

69

<표 3-7>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

72

<표 3-8> 동 사업 연관 중점과학기술 수준평가 결과

76

<표 3-9> 주관부처 참여자 모집 규모 도출 과정

80

<표 3-10> 주관부처가 제시한 주요 질환별 규모(안)

81

<표 3-11> 주요국 정밀의료 데이터 구축사업 현황

82

<표 3-12> 대상자 모집 규모별 10년 추적시 신규 발생자 5천명 이상 확보 가능
주요 질병

84

<표 3-13> 동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

85

<표 3-14>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수혜자

87

<표 3-15> 동 사업 세부활동의 구성

88

<표 3-16> 동 사업의 장비 구축 계획

90

목차 v

<표 3-17> 사업 수행연도에 따른 질환자 연간 모집 인원수(안)

96

<표 3-18> 동 사업 기획위원 구성 현황

104

<표 3-19> 주관부처가 실시한 수요조사 현황

105

<표 3-20> 주관부처가 실시한 FGI 자문 및 법률 검토 현황

106

<표 3-21> 동 사업의 세부활동 추진 로드맵

109

<표 3-22> 동 사업 수행주체의 구성, 주요 역할 및 기능(안)

117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21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21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22

<표 4-4>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23

<표 4-5>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4대 전략 및 추진 과제

124

<표 4-6>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25

<표 4-7>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단계별 주요과제

126

<표 4-8>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27

<표 4-9>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28

<표 4-10>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30

<표 4-11>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핵심과제

131

<표 4-12>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31

<표 4-13> 주관부처가 제시한 유사중복성 평가 결과 및 연계방안

132

<표 4-14>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사업간 차별성 및 연계 방안 조사대상 사업

133

<표 4-15>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개요

134

<표 4-16>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개요

135

<표 4-17>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개요

136

<표 4-1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개요

137

<표 4-19>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개요

138

<표 4-20> 자폐증 분자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검증과제 개요

139

<표 4-21>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개요

140

<표 4-22> 대장암 특이적 정밀진단 마커 개발을 위한 다중유전체 데이터 연계 확장
분석과제 개요

141

<표 4-23>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개요

142

<표 4-24>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 개요

143

<표 4-25> 보건의료 생물자원 종합관리사업 개요

144

vi 목차

<표 4-2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개요

145

<표 4-27> 형질분석연구사업 개요

146

<표 4-28>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개요

147

<표 4-29>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 사업 공개 자료 목록

149

<표 4-30> 동 사업에 대한 4개 부처·청 예산

151

<표 4-3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추이

152

<표 4-32> 각 부처의 동 사업기간 내 신규 R&D 사업 가용 예산 규모

152

<표 5-1> 동 사업 소요예산

162

<표 5-2> 세부활동별 예산 산출 내역

164

<표 5-3> 동 사업의 장비구축 계획

167

<표 5-4> 장비별 수량 및 비용 조정 결과(안)

176

<표 5-5> 동 사업 총비용 추정

178

<표 5-6>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편익 및 효과

179

<표 5-7> 주관부처가 제시한 B/C 분석 결과

179

<표 5-8> 주관부처의 진단법 개발에 따른 편익 산정을 위한 가정

181

<표 5-9>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184

<표 5-10> 기획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항목 도출 및 추정 비교

186

<표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198

<표 6-2>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00

<표 6-3>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201

<표 6-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02

목차 vii

그 림 목 차
[그림 1-1] 동 사업의 목표

26

[그림 1-2] 동 사업의 전략사업 및 세부과제 구성

28

[그림 1-3] 동 사업의 추진체계

29

[그림 2-1] 생명연구자원의 구성

34

[그림 2-2]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댐 개념도

35

[그림 2-3] 빅데이터를 통한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37

[그림 2-4] All of us 홈페이지

39

[그림 2-5] UK Biobank 홈페이지

40

[그림 2-6] The 100,000 Genomes Project 홈페이지

41

[그림 2-7] B1MG 홈페이지

42

[그림 2-8] Japan AMED 홈페이지

43

[그림 2-9] Finngen 홈페이지

44

[그림 2-10] 주요 국가별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현황

45

[그림 2-11] D.N.A 생태계 데이터 댐 모식도

46

[그림 2-12]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홈페이지

47

[그림 2-13]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홈페이지

48

[그림 2-14] KoGES 홈페이지

49

[그림 2-15]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홈페이지

50

[그림 2-16] 글로벌 유전체 시장 현황 및 전망

56

[그림 2-17] 기술별 유전체 시장 현황 및 전망

56

[그림 2-18] NGS 장비 업체별 보유 현황

57

[그림 2-19] 세계(좌) 및 국내(우) 유전자 분석 서비스 시장 규모

58

[그림 3-1] 국내 유전체, 임상 데이터 축적의 글로벌 대비 수준

61

[그림 3-2] 기존 바이오 데이터 활용시 애로사항

61

[그림 3-3]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62

[그림 3-4] 유전체 데이터의 증가 속도

66

[그림 3-5] 빅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계획/일정

71

[그림 3-6]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75

viii 목차

[그림 3-7] 동 사업의 논리모형

77

[그림 3-8] 동 사업의 사업목표 및 전략목표

78

[그림 3-9]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종류별 수집 현황

98

[그림 3-10] 동 사업 기획위원회의 구성

103

[그림 3-11] 수요조사 결과 활용데이터 정보 우선순위

106

[그림 3-12] 동 사업의 추진체계

116

[그림 3-13]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 거버넌스 개편(안)

119

[그림 4-1]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사업 비전 및 전략

129

[그림 4-2]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 경과

148

[그림 4-3] 국제무역기구(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161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196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97

요

약

요약 1

요

제 1 장

약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과거 경험적·직관적 의료에서 근거기반(Evidence-based) 의료
및 데이터 기반(Data-based) 정밀의료 중심으로 전환됨
□ 헬스케어가 의료분야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밀의료 수준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헬스케어 데이터가 필요함
□ 바이오 빅데이터의 활용이 증진되고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 성장과 더불어 바이오 빅데이터 수요는 증가할 전망임
□ 국내 바이오 데이터는 규모의 한계, 데이터의 파편화, 데이터의 지속성 단절 등의
문제가 있어 정밀의료 구현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데이터는 동의 부재로 인하여
타 연구 및 산업적 활용에 제약이 있음
□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및 산업혁신을 위해
국가적 전략 자산 차원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
- (전략목표 1)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구축 및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
- (전략목표 2) 동의 기반 바이오 데이터 수집 및 유전체 정보 생산
- (전략목표 3)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연구 및 산업 활용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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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총 9,788.3억 원(국고 9,449억 원, 민자 339.3억 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8년 (총 6년)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 (추진전략) 법적 정체성 확보 및 민감정보의 안정적 관리, 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
기획 및 수행 등을 위하여 법인 형태로 사업단을 구축하여 운영함
□ 주요내용
○ (데이터 댐 구축)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분양체계 수립
-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사업단 구성
- ELSI 위원회 운영 및 빅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
○ (데이터 수집 및 생산)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 환자 및 자발적 참여자의 동의 기반하에 미래의료 임상 정보 수집
- 질환별 유전체 정보 생산 및 품질관리
- 공공자료 연계 및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추적조사
- 동의 기반 임상 정보 수집 및 연구자 친화형 데이터 댐과 연계
○ (데이터 활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 인체유래물 활용 유전체/프로테옴/마이크로바이옴 연구과제 지원
- 데이터 활용 임상·역학/오믹스/헬스케어·AI 연구과제 지원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개발
□ 기대효과
○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의 질병 원인 규명 및 진단·치료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 환자 개인맞춤형 예방의학 시대 구현
○ 미래의료 혁신 자원 구축을 통한 정밀·예방의료 및 개인주도의 건강관리 실현
○ 수요자 중심 활용생태계 조성으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 지원

요약 3

2.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에서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관련 근원적인 문제/이슈의
도출 및 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유사사업의 추진 현황과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
생산을 위한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별도의 R&D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조사함
□ ‘사업목표의 적절성’에서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가
적절한 수준인지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 조사하며, 동 사업을 통하여 구축
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스토리지, 플랫폼 등 컴퓨팅 인프라가 목표하는 업무요구에
부합하는지 적정 수준에 대하여 검토함
□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에서는 전략사업별 세부과제 및 세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다수의 선행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여부 및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한계점 분석이 추진전략 수립에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함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에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 연계방안의 타당성,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함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바이오 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법에 저촉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함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참여자 모집
및 임상 정보 수집 등 세부 활동별 예산 산출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함
□ 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과 관련하여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편익 항목의 적절성과
편익 추정에 적용된 주요 요소의 적절성 등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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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표 1>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문제/이슈
구분

문제/이슈

설명

1

바이오 데이터
규모의 한계

국내 바이오 데이터 규모는 중증난치질환, 암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정밀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규모의 한계가
있음

2

바이오 데이터의
파편화

기존 데이터는 개별 연구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의 독립
Database에 분산 및 파편화되어 있어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움

3

데이터의
지속성 단절

기존 데이터(오믹스 데이터)는 사업 종료 후 추적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질병 발생 및 예후, 관련 동반 질환 등에 대한
연구 수행이 어려움

4

기존 바이오 데이터의
낮은 활용성

기존 오믹스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부재하여 연구 및 산업계
등 제3자 활용성이 떨어짐

5

통합 바이오
데이터 부재

유전체, 임상 정보, 라이프로그, 프로테옴, 마이크로바이옴, 영상
정보 등 바이오 정보가 통합·연계된 사람 중심의 데이터가 부재하여
연구적 활용 가치가 떨어짐

6

보안 요구수준이 높은
바이오 정보

유전체 등 바이오 정보는 민간에서 데이터를 수집·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 주도의 수집·관리가 필요함

7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인프라 부재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공유 인프라 부재로 인해
정밀의료 산업의 혁신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움

8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및 격차 발생

바이오헬스 분야는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기술수준 77.9%이며,
기술격차 3.1년으로 평가됨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재구성

□ 바이오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 해결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국내 바이오 데이터 수집·관리 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
해당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동 사업은 임상 정보, 유전체 정보, 단백체, 마이크로바이옴, 라이프로그 등 다양한
정보의 대규모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에 제시된
표준화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임상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 구조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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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가 식별한 문제/이슈는 국내 바이오 데이터 구축 수준의 한계에 관한
사항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및 활용성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문제/
이슈의 도출 및 분석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는 국내 바이오 데이터를 연구/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및 해당 분야의 특성에 관한 부분으로, 旣 구축된 바이오 데이터 현황
진단 측면에서 대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국내 바이오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 측면에서 법·제도적인 문제 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표준화되고 정교화된 데이터의 확보’와
‘개인정보 활용 및 자료의 2차적 활용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 구득’에 관한 부분이
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관련 분야 국내 연구수요의 충분성, 연구결과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의 분석 및 근거자료의 제시는 미흡함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근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방식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고 정밀의료 구현 측면에서 바이오 데이터의 중요성은 높다고 판단됨
○ 바이오 데이터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형·비정형 빅데이터로 잠재적인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에 해당함
○ 정밀의료는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연관된 산업이며 동시에 다양한
법·제도적 제약을 해결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국가가 주도할 필요성이 존재함
□ 현재 유전체 정보를 포함하여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데이터의 표준화 부분은 미흡한 실정이며,
동 사업 착수 시점의 표준화 완료 계획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큼
○ 주관부처는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에서 개발한 표준 프로토콜을
동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확장가능한 형태의 표준화 적용 프레임
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해외 사례에서 적용한 표준 프레임워크 및
국제표준 등을 고려할 계획임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원활한 표준화 추진 및 동 사업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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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의 적절성
1. 이슈/문제
○ (데이터 규모 한계) 바이오 빅데이터는 암, 희귀·난치질환과 같은 의료 난제 해결의 실마리이자,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코호트 규모로는 정밀의료 구현에 한계가 있음
○ (데이터의 파편화 및 동의부재) 개별 의료기관·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바이오 데이터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학계 및 산업계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정보
수집 시 참여자 동의를 얻어 바이오 빅데이터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데이터의 민감성) 바이오 데이터는 개인정보보다 보안 수준이 높은 민감정보로 민간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 주도의 수집·관리가 필요함
○ (통합 공유 인프라 부재)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공유 인프라 부재로 인하여 정밀의료
산업의 혁신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움
○ (기술수준 및 격차 수준) 바이오헬스분야는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기술수준 75.2%이며, 기술격차는
3.5년으로 평가됨

2. 목표
○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
-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구축 및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
- 동의 기반 바이오 데이터 수집 및 유전체 정보 생산
-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연구·산업적 활용성 확대

3. 수혜자
○ 직접수혜자: 참여자, 연구자(대학

및 연구기관, 임상기관, 바이오
헬스 기업 소속)
○ 간접수혜자: 정부, 국민, 산업계



4. 투입
○ 사업비:
9,788.3억 원
(국고
9,449억 원,
민간
339.3억 원)
○ 인력:
총 1,586명

○
○
○
○

5. 활동
○ 빅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및 개방 데이터
댐 구축
○ 선도사업 연계 및
신규모집을 통하여
통합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질환 연구를 위한
유전체·오믹스 데이터
생산(수요기반)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 산업적 활성화 과제
지원(비즈니스모델,
유전체분석기술 등)

6. 산출
○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 데이터 댐(개방형 연구지원
및 활용 플랫폼) 1식 구축
○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 고품질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 건 구축(선도사업

30만 연계 포함)
- 전장유전체 40만 명 생산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 수요기반 오믹스 생산
유전 정보 40만 명, 전사체
4.5만 명, 단백체 5천 명,
메타게놈 2.5만 명 등

7. 성과/영향
○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적인 연구기반 마련
○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의료비 절감
 ○ 연구·산업계 중심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 촉진


















8. 가정
정보 주권에 대한 인식 확대 및 개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그간 정부 재원으로 추진되었던 다양한 유전체 코호트·바이오뱅크 사업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신속한
데이터 확보 가능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 데이터로 전환하는 생산 비용은 지속 하락 추세(’03년 30억$ → ’07년 1억$ →
’14년 1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신약·의료기기 개발 가속화 등 정밀의료 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 시,
사업 수요는 지속 증가 추정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및 1차 추가제출자료 재구성

[그림 1] 동 사업의 논리모형

요약 7

[그림 2] 동 사업의 사업목표 및 전략목표
□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문제/이슈가 해결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빅데이터
활용 댐의 구축 수준 및 시기가 사업목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핵심성과에 해당하는 100만 명 규모의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목표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정밀의료 연구에서 연구 자원의 규모가 클수록 더 다양
하고 정밀한 연구수행이 가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타깃 질환을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연구자원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목표는 동 사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기술적 연관성이 존재
하나, 문제/이슈 해결 측면에서 데이터 규모 이외에 표준화되고 정교화된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및 자료의 2차적
활용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 구득과 표준화되고 정제된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사항은 사업목표 수준이 아닌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
측면에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동 사업 3대 전략목표 중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연구·산업적 활용성 확대’는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을 전제로 한 바이오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및 연구 지원 관련 목표
이므로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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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명 규모의 연구자원 수집·생산 목표와 관련하여 주요 연구 대상 질환을 확정하고
해당 연구가 가능한 규모로 단계적으로 연구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해외 주요국 연구자원 구축 현황을 살펴볼 때, 대부분 50만 명 이상의 규모로 연구
자원의 수집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더 작은 규모로도 목적 지향적인 연구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성 시 주요 연구 가능한 질환의
규모를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연구의
파급효과 및 전문가의 우선순위 검토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연구자원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질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질환, 질환의 발생률이 최근 증가하고 있거나 정밀
의료가 비교적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 해외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현황이 미흡하여 차별화가 가능한 분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타깃 질환을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연구자원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의 수집 가능성 검토 시, 희귀질환자 10만 명과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 모집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동 사업 성과지표의 구성은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이라는 사업목표와 3대 전략목표의 달성도 측정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흡함
○ 데이터의 양적 규모 측면에서 ‘3종 이상 데이터 연계 구축률’ 성과지표 이외에 동
사업의 동의기반 100만 명 규모의 데이터 수집, 생산, 연계 관련 성과가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성과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 사업에서 수집·생산된 데이터의 질적 수준 관련하여 오류 판정 기준 등이
항목별로 세분화/구체화 되어 정의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동 사업의 수혜자를 보완하여 제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동 사업 성과의 활용·확산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인
수혜자가 대체로 적절히 표적화됨
○ 동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진단결과 보고서, 유전체 결과보고서 등을 제공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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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 참여자와 동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자인 산·학·
연·병 연구자이며, 동 사업의 범위에 유전체 분석기술/장비 개발 및 국산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산업체도 직접적인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3.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표 2> 동 사업 세부활동의 구성
전략사업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세부과제
1.1 데이터 구축
1.2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1.3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2.1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수집
2.2 인체유래물
바이오뱅킹
2.3 질병 유전체
정보생산
3.1 인체유래물 활용
연구과제 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3.2 데이터 활용
연구과제 지원
3.3 신산업 연계형
新 비즈니스 창출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세세부과제
1.1.1
1.1.2
1.1.3
1.2.1

데이터 구성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2.2 데이터 결과 환류
1.3.1
1.3.2
2.1.1
2.1.2
2.1.3
2.2.1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대국민 소통 및 윤리적 공감대 형성
참여자 모집
임상정보 수집 및 관리
지속가능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검체운송 및 보관

2.2.2 인체자원 분양
2.3.1 질병 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연계
2.3.2 유전체 데이터 변이분석 및 품질관리
3.1.1
3.1.2
3.1.3
3.2.1
3.2.2
3.2.3
3.3.1

유전체 연구
프로테옴 연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임상·역학 과제 지원
오믹스 과제 지원
헬스케어·AI 과제 지원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3.3.2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3.4.1
3.4.2
3.4.3
3.4.4

검체채취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핵산추출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전처리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염기서열분석/해독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가.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동 사업의 (전략사업1)과 (전략사업2)의 세부활동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수집, 생산
및 관리에 직접 연관된 활동으로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나,

10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전략사업3)의 일부 세부활동은 사업 성과물인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을 기반으로
바이오 데이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이므로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3-3) 신산업 연계형 新 비즈니스 창출’ 세부과제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적 활용(수요 맞춤형 데이터셋, 인공지능 모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므로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낮음
○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세부과제는 검체 채취, 핵산추출, 전처리 및
염기서열 분석/해독 등 유전체 분석 전주기 과정에 대하여 핵심기술 및 분석기기
국산화 연구를 지원하는 과제이며, 해당 과제 성과물을 동 사업의 유전체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낮음
나.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동 사업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활동이 대체로 적절히 도출되었으나 일부
세부활동은 추진전략의 구체화 및 추진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추진을 고려할 필요
가 있고 일부 세부활동은 사업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1-1) 데이터 구축’ 세부활동은 동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세부활동은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이 미흡
하다고 판단되며 컴퓨팅 인프라 구축 수준의 재검토가 요구됨
○ ‘(1-2)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세부활동은 동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아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세부활동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1)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수집’ 세부활동은 동 사업의 핵심적인 활동으로서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추진전략의 구체성이 미흡함
○ ‘(2-3) 질병 유전체 정보 생산’ 세부활동 역시 동 사업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나, 유전체 데이터의 생산 측면에서 국고를 지원하여 국내의 민간
유전체 기업들과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3-1), (3-2) 세부활동은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의 데이터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은 존재하나, 데이터의 수집이 아닌 활용
지원 측면에서 동 사업 내에서 추진할 필요성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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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4) 세부활동은 동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하여 세부활동으로서 적절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원안에서 미제시된 세부과제별 성과지표를 소명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세부활동의 성과지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1-1) 세부활동의 경우, ‘품질관리 수준 유지’ 성과지표의 오류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성과지표는
ISMS, ISMS-P 인증 획득을 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1) 세부활동에서 ‘미래의료 자원 모집율’ 및 ‘임상정보 자원 정도관리 적합률’은
연차별 질환자 및 자발적 참여자 모집 목표 대비 비율로 제시되어 있고 해당 기준
으로 산출된 ‘실제로 연구에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규모는 사업계획에 제시한 수준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미흡함
○ (3-3) 세부활동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과지표는 실증을 통해 유효성이 확보된
서비스 모델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라.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동 사업 세부활동은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이 착수되는 시점부터 대부분의 세부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세부활동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세부활동은 ① 세부 질환별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발, ②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 ③ 빅데이터 기반 활용 연구과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각 세부과제가 병렬적으로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시간적 선후관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세부질환별 데이터의 표준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수집·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의 활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 사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가 다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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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빅데이터 활용 과제는 빅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 착수 시점부터 수행되어 시간적 선후관계가 적절하지 않음
마. 추진전략의 적절성
□ 사업단 구성방안을 비롯하여 과제 선정 및 관리 계획은 대체로 적절하게 제시되었으나
동 사업이 인프라 구축 사업임을 고려하여 동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물 관리, 활용,
확산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성과 관리 계획은 당초 ‘사업에서 창출된 성과현황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전주기에
반영’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제시되었으나, 소명자료를 통해 구체성을 개선함
○ 다만, 동 사업은 양질의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페널티 부과방안
등 성과 환류 방안을 마련하고, 동 사업을 통해 수집·생산된 자원의 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한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양질의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 운영과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위한 강력한 권한 부여가 요구됨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바이오 빅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해 사업단 내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표준화위원회 아래
세부 분과(표준화분과, 품질관리분과)를 신설하여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편과 신규 상설
조직 운영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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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동 사업은 필수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선택군 계획(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기타 계획(BIG3 산업 중점 추진과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과의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부합도

구분

계획명

필수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22.)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21.5.26.)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21.4.27.)

∨

선택군 계획

기타 계획

낮음

보통

높음

<표 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필수계획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부합도 높음

보통

대체로 적절

적절

부합도 보통

대체로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부합도 낮음

부적절

대체로 부적절

보통

선택군 계획

14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나.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동 사업과 유사·유관 사업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상당수의 조사대상 사업들과 데이터 수집 대상 질환, 데이터 규모 이외에 차별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은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의
구축을 목표로 하므로 사업목표의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하고 조사대상 사업들과
적극적인 성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연계를 추진 중인 사업의 연계
현황 및 향후 연계가 가능한 조사대상 사업들과의 성과 연계 계획(데이터의 내용,
추적 가능 여부, 제3자 동의 여부 등)을 제시함
○ 다만, 주관부처가 연계 계획을 제시한 선도사업 이외에도 조사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 연계(샘플 및 旣 구축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데이터 표준 및 가이드라인
활용 등)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관계부처는 범부처 합동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사업 관련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 사업을 기획해온 바, 추진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를 통해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019.4.25.)에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범사업 2개를 사전에 협력하여
추진 중임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 R&D 투자전략 및 부처별 예산의 추이에 의하면, 동 사업의
정부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민간 재원 조달 계획은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재정운용계획(’20~’24)에 따르면, 향후 정부 R&D 예산은 ’24년까지 연평균
7.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 사업 관련 선행사업의 종료시점을 고려할 때
3조 4,599억 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 가용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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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기획 과정에서 총 29개 기업의 참여의향서를 접수하여 총 339억 원의
민간 재원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참여의향서에는 단순히 사업명만
제시되어 있어 투자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움
나. 법·제도적 위험요인
(1) 동 사업 관련 법·제도
□ 동 사업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결과, 모든 정보를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하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한 활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경우, 법적인
위험요인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사업 참여자(질환자 40만 명,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
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사업참여동의서’를 구득하고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를 포함한 완벽한 동의(연구 및 제3자 제공 동의, 민감정보활용동의,
공공자료 연계 동의 등)를 구득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보건의료기본법」 등)을 준수하는 것으로 제시함
(2) IRB
□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일 IRB(single IRB, sIRB) 시행이 필요하며 주관
부처는 단일 IRB 시행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추진주체 및 추진방향을 사업
계획 원안 대비 구체화하여 제시함
○ 주관부처는 단일 IRB 관련 현황으로 본인 동의(Informed Consent) 기반 전자동의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 IRB 추진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상세 SOP 등을 포함한 결과가 ’22년
3월 도출될 예정이라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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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 추정
가. 총사업비의 구성
□ 주관부처는 6년간 수행되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로 9,788.3억 원을 제시함
○ (전략사업1)과 (전략사업2)는 전액 국고로 지원될 예정이며, (전략사업3)에 민자
339.3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동 사업에는 총 58종, 1,228.6억 원 규모의 연구시설 및 장비구축비가 포함됨

<표 5> 동 사업 소요예산(단위: 억 원)
구분

연도별 예산 계획

예산

’23

’24

’25

’26

’27

’28

6.00
161.00
167.00
58.00
32.00
115.00

6.00
153.00
159.00
75.00
32.00
159.00

3.00
137.00
140.00
70.00
20.00
111.00

1.00
125.00
126.00
60.00
11.00
108.00

1.00
86.00
87.00
53.00
5.00
53.00

1.00
58.00
59.00
55.00
5.00
14.00

205.00

266.00

201.00

179.00

111.00

74.00

269.00

45.00

44.80

44.80

44.80

44.80

44.80

41.00

7.00

7.00

7.00

7.00

7.00

6.00

310.00
2,084.00
1,940.00
360.00

52.00
424.00
241.00
162.40

51.80
476.80
452.00
176.40

51.80
392.80
494.00
6.20

51.80
356.80
489.00
5.00

83.00

29.50

24.50

12.50

5.50

5.50

5.50

2,383.00

432.90

652.90

512.70

499.50

246.50

38.50

1,849.00

760.00

280.67

246.70

244.10

183.69 133.84

-

-

-

-

-

1,849.00

760.00

280.67

246.70

244.10

1.1.1 데이터 구성
18.00
1.1.2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
720.00
1.1.3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738.00
1.1 소계
371.00
1.2.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2
105.00
(참여자관리시스템)
데이터
560.00
활용환경 1.2.2 데이터 결과 환류
구축
1,036.00
1.2 소계

1.1
데이터
구축

1.3.1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1.3
1.3.2 대국민 소통 및 윤리적
데이터
공감대 형성
거버넌스
1.3 소계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소계
2.1.1 참여자 모집
2.1
2.1.2
임상정보 수집 및 관리
참여자
모집 및 2.1.3 지속가능한 데이터
임상 정보
수집체계 구축
수집
2.1 소계
2.2
2.2.1 검체 운송 및 보관
인체유래물
2.2.2 인체자원 분양
바이오
2.2 소계
뱅킹

51.80 50.80
249.80 183.80
236.00 28.00
5.00
5.00

-

-

183.69 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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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3
질병
유전체
정보 생산

예산

3.2
데이터
활용 연
구 과제
지원

’23

’24

’25

’26

’27

352.50

191.50

191.50

191.50

191.50 191.50

38.00

38.00

38.00

38.00

390.50

229.50

229.50

229.50

229.50 211.50

5,752.00 1,583.40 1,163.07
263.00
59.00
200.00
50.00
175.00
25.00

988.90
68.00
50.00
50.00

973.10
68.00
50.00
50.00

659.69 383.84
68.00
50.00
50.00
-

2.3.1 질병 유전체 데이터 생산
1,310.00
및 연계
2.3.2 유전체 데이터 변이분석
210.00
및 품질관리
2.3 소계

1,520.00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소계
3.1.1 유전체 연구
3.1
인체유래 3.1.2 프로테움 연구
물 활용 3.1.3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연구과제
3.1 소계
지원

연도별 예산 계획

38.00

’28

20.00

638.00

-

134.00

168.00

168.00

168.00

-

3.2.1 임상/역학 과제 지원
3.2.2 오믹스 과제 지원

60.00
120.00

5.00
3.00

7.00
16.50

8.00
21.00

10.00
27.00

14.00
31.50

16.00
21.00

3.2.3 헬스케어/AI 과제 지원

136.00

3.00

22.00

24.00

27.00

29.00

31.00

3.2 소계

316.00

11.00

45.50

53.00

64.00

74.50

68.00

국고

120.00

15.00

21.00

21.00

21.00

21.00

21.00

민간

63.00

8.00

11.00

11.00

11.00

11.00

11.00

국고
민간
국고
민간
전체
국고
민간
국고
민간
국고
민간

180.00
92.00

-

18.00
9.00

42.00
21.00

48.00
25.00

48.00
25.00

24.00
12.00

300.00
155.00
455.00
90.00
46.00
90.00

15.00
8.00
23.00
9.00
4.50
9.00

39.00
20.00
59.00
16.50
8.54
16.50

63.00
32.00
95.00
22.50
11.51
22.50

69.00
36.00
105.00
24.00
12.25
24.00

69.00
36.00
105.00
12.00
6.20
12.00

45.00
23.00
68.00
6.00
3.00
6.00

46.00
90.00
46.00

4.50
9.00
4.50

8.54
16.50
8.54

11.51
22.50
11.51

12.25
24.00
12.25

6.20
12.00
6.20

3.00
6.00
3.00

국고

89.00

8.00

16.50

22.50

24.00

12.00

6.00

민간

46.30

4.80

8.54

11.51

12.25

6.20

3.00

3.3.1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3.3
신산업
3.3.2 비즈니스 모델
연계형
개발 및 실증
신 비즈
니스 창출
3.3 소계
3.4.1 검체채취 단계 핵심
기술 및 장비 개발
3.4.2 핵산추출 단계 핵심
기술 및 장비 개발
3.4.
3.4.3 전처리 단계 핵심
유전체
기술 및 장비 개발
분석기술 3.4.4 염기서열분석/
및 장비
해독 단계 핵심
개발
기술 및 장비
개발

359.00
23.00
56.00
88.00
96.00
64.00 32.00
국고
184.30
18.30
34.18
46.02
49.00
24.80 12.00
민간
543.30
35.00
85.00 133.00 145.00
97.00 48.00
전체
87.30 338.68 452.02 482.00 420.30 172.00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소계 1,952.30
9,449.00 2,068.40 1,924.37 1,755.70 1,726.90 1,268.99 704.64
국고
339.30
26.30
54.18
78.02
85.00
60.80 35.00
합계
민간
9,788.30 2,094.70 1,978.55 1,833.72 1,811.90 1,329.79 739.64
전체

3.4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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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비용
□ 동 사업 추진기간(6년, ’23년~’28년)과 사업 성과물의 운영기간(10년, ’29년~’38년)을
고려한 총비용(명목가치)은 1조 1,603.6억 원이며, ’20년을 기준년도로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총비용(현재가치)은 8,843.9억 원으로 추정됨
○ 총사업비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 원안이 추진되는 것을 가정하여 장비구축
비용의 조정 내역을 반영한 원안 비용인 9,563.8억 원을 반영함
○ 총비용은 동 사업 성과물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의
운영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및 재구축비는 2,039.8억 원으로 추정됨
<표 6> 동 사업 총비용 추정
(단위 : 백만 원)

연도

총사업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합계

187,281.0
197,768.9
183,286.3
181,104.0
132,979.0
73,964.0
956,383.1

운영유지비
운영비
5,166.9
5,166.9
5,166.9
5,166.9
5,166.9
5,166.9
5,166.9
5,166.9
5,166.9
5,166.9
51,669.2

유지보수비
8,356.9
8,356.9
8,356.9
8,356.9
8,356.9
8,356.9
8,356.9
8,356.9
8,356.9
8,356.9
83,568.7

연구장비
재구축비
1,295.0
40,243.0
39,700.0
1,295.0
40,243.0
-54,033.3
68,742.7

총비용
명목
187,281.0
197,768.9
183,286.3
181,104.0
132,979.0
73,964.0
14,818.8
13,523.8
53,766.8
13,523.8
53,223.8
13,523.8
14,818.8
13,523.8
53,766.8
-40,509.5
1,160,363.6

현가
164,113.7
165,841.3
147,078.3
139,069.0
97,716.8
52,010.4
9,971.6
8,708.3
33,131.0
7,974.5
30,032.7
7,302.5
7,657.2
6,687.1
25,441.2
-18,342.7
884,392.7

2. 경제성 분석
□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의 구축 및 운영유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은 0.33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의 총비용은 사업계획의 원안이 추진되는 것을 가정하고 장비구축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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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내역을 반영한 총사업비와 동 사업 성과물의 운영 기간 동안의 운영비, 연구
장비 유지보수비 및 재구축비를 포함하여 산출된 8,843.9억 원(현재가치)을 반영함
○ 동 사업의 편익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편익 항목 중 동 사업의 성과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된 연구적 편익 일부와 유전체 장비/분석 시장 편익을 반영함
○ 동 사업의 성과물인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
향상을 고려한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 1,491.4억 원으로 추정됨
○ 동 사업의 유전체 장비/분석 관련 시장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시장과 편익산출식을 사용하고 일부 변수를 재검토하여 반영한 결과 현재가치 기준
1,465.9억 원으로 추정됨
<표 7> 기획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항목 도출 및 추정 비교
기획보고서
건강한 삶의 연장에 따른 편익
질병비용 감소에 따른 편익
연구비 절감 편익(수집/분석 단가 절감 편익)
인건비 절감 편익(처리속도 향상 편익)
데이터 범위
유전체 정보
연구단계
분석
맞춤형 의료 시장 편익
유전체 장비/분석 시장 편익
세계시장규모 × 시장 점유율 × R&D기여율
편익산출식
× 사업화성공율 × 부가가치율 × 사업기여율
시장범위
시퀀싱, 마이크로어레이, PCR, NAPI
시장점유율
3.0%
R&D기여율
35.4%
사업화성공율
46.73%
부가가치율
34.04%
사업기여율
8.1%
회임기간
3년
편익기간
8년
기준연도
2019년
사회적할인율
4.5%

예비타당성조사
불인정
불인정
불인정
인정
유전체, 임상 정보
생산, 검증, 정제, 연계, 분석
불인정
인정
좌동
좌동
좌동
좌동
55.10%
35.88%
11.99%
좌동
좌동
2020년
좌동

○ 상기와 같은 가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이 도출한 동 사업의 비용편익
(B/C) 비율은 0.33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표 8>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단위 : 억 원)

총비용 현재가치

총편익 현재가치

비용편익(B/C) 비율

순현재가치(NPV)

8,843.9

2,957.3

0.33

-5,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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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조사결과
□ 바이오 데이터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로 잠재적 가치가 높아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며 다양한 법·제도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의 측면
에서 국가가 주도할 필요성이 존재함
□ 그러나, 국내 바이오 데이터 수집·관리 현황을 고려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여건이 현재 시점에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의 수준 및 사업목표 달성시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며
100만 명 규모의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 (전략사업3)의 일부 세부활동은 사업 성과물인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을
기반으로 바이오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사업
목표와의 연관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양질의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표준화위원회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동 사업을 통해 수집
생산된 자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필수계획, 선택군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부합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어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이 동 사업과 유사·유관 사업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상당수의 조사대상 사업들과 데이터 수집 대상 질환 및 데이터 규모
이외에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나, 동 사업은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므로 사업목표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하고 조사
대상 사업들과 적극적인 성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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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B/C) 비율은 0.3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필요성은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착수 시점에 동 사업에서 수집 및 생산하고자 하는 세부 데이터의 구성과
데이터별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이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의
공감대 기반으로 도출 완료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실제 데이터의 수집·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연구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전문가의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타깃 질환을 검토하고 질환자 및 자발적 참여자의 실제 모집 가능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수집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빅데이터 댐 구축에 사업 추진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부활동 연계성 보완
및 추진전략의 구체화가 요구됨
□ 상기 문제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수집·생산·관리 측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데이터 수집 규모의 재검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408, ‘사업 미시행’이 0.592로 도출되어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9>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원안에 대한 AHP 결과
평가자
종합평점
평가자수
가중치

시행
0.408
3

종합
미시행
0.592
7
1

과학기술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0.465
0.535
6
4
0.474

정책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0.381
0.619
3
7
0.409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0.249
0.751
1
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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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제언
□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표준화 관련 성과물을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전 준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바이오 빅데이터의 인프라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의 규모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므로 엄격한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동 사업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범위 및 규모를 연구수요, 파급효과, 참여자
모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에 동 사업의 추진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부활동의 조정이 요구됨
□ 국내 민간의 유전체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전체 정보
생산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데이터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으나,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연구 목적 활용 등 법률적 명시 관련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 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부정적인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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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제 1 절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사업 개요

총사업비

9,788.3억 원
(국고 9,449억 원, 민자 339.3억 원)

사업기간

2023~2028년
(2단계, 6년)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청

지자체․기관

-

추진주체

사업목표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
①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구축 및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
② 동의 기반 바이오 데이터 수집 및 유전체 정보 생산
③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연구 및 산업 활용성 확대
○ 법적 정체성 확보 및 민감정보의 안정적인 관리, 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 기획·수행 등을 위해 법인 형태로 사업단 구축 및 운영
○ (데이터 댐 구축)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분양체계 수립
-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사업단 구성
- ELSI 위원회 운영 및 빅데이터 센터 설립 추진

주요 내용

○ (데이터 수집 및 생산)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 환자 및 자발적 참여자의 동의 기반하에 미래의료 임상 정보수집
- 질환별 유전체 정보 생산 및 품질관리
- 공공자료 연계 및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추적조사
- 동의 기반 임상 정보 수집 및 연구자 친화형 데이터 댐과 연계
○ (데이터 활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 인체유래물 활용 유전체/프로테옴/마이크로바이옴 연구과제 지원
- 데이터 활용 임상·역학/오믹스/헬스케어·AI 연구과제 지원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개발
○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의 질병 원인 규명

기대효과

○ 진단·치료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 개인맞춤형 예방의학 시대 구현 및 개인주도의 건강관리 실현
○ 미래의료 혁신 자원 구축을 통한 정밀·예방의료
○ 수요자 중심 활용생태계 조성으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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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사업 추진배경
□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과거 경험적·직관적 의료에서 근거기반(Evidence-based) 의료
및 데이터 기반(Data-based) 정밀의료 중심으로 전환됨
□ 헬스케어가 의료분야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밀의료 수준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헬스케어 데이터가 필요함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이 증진되고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헬스케어 및 인공지능 활용 의료서비스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산업 성장과
더불어 바이오 빅데이터 수요는 증가할 전망임
□ 국내 바이오 데이터는 규모의 한계, 데이터의 파편화, 데이터의 지속성 단절 등의
문제가 있어 정밀의료 구현에 한계가 있음
□ 기존 데이터는 동의 부재로 인해 타 연구 및 산업적 활용에 제약이 있음
□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및 산업혁신을 위해
국가적 전략 자산 차원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 시급함
나. 사업의 목표
□ 환경분석, 수요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3대 전략목표가
설정되었고, 3대 전략목표의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목표가 도출됨
○ 정밀의료는 개인의 유전체 및 임상 정보, 생활환경 및 습관(라이프로그) 정보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 차세대 의료서비스를 의미함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

전략목표 1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구축 및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


전략목표 2
동의 기반 바이오 데이터
수집 및 유전체 정보 생산

[그림 1-1] 동 사업의 목표


전략목표 3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연구
및 산업 활용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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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내용 및 예산
가. 전략과제의 구성 및 내용
□ (전략목표1: 데이터 댐 구축·운영)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 정밀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데이터 구성 계획 수립(데이터 종류, 규모,
수집방법 등)
○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수집·생산한 정보를 데이터 댐과 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임상 분석 연구 네트워크 등 분석·연구를 지원
○ 안전하고 편리한 활용을 위해 익명화 등을 고려한 개방형·맞춤형 데이터셋 제공
○ 참여자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진단참고보고서 제공, 건강검진
비용 지원, 건강관리서비스 등)
○ 데이터 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거버넌스 및 사업단 운영, 빅데이터 센터,
ELSI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
□ (전략목표2: 데이터 수집 및 생산)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미래의료 임상 정보 집적
○ 중증난치질환, 암, 희귀질환자(40만 명) 및 자발적 참여자(60만 명)의 통합 바이오
데이터(건강·임상 정보, 인체유래물(검체) 등) 수집
○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참여자 동의 기반하에 지속적인 추적
조사 기반 마련
○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및 마이헬스웨이 플랫폼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 정밀의료 연구를 위한 질환별 유전체 생산 및 품질관리
○ 중증난치질환, 암, 희귀질환자 40만 명의 WGS1) 데이터를 생산하고 선도사업 연계
데이터 및 자발적 참여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실시 후 데이터 생산
□ (전략목표3: 연구·산업적 활용) 빅데이터 활용 연구 및 산업적 연구 활성화
○ 경제성과 효율성, 기술이전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통합 바이오 데이터 생산(先 수집
1) Whole Genome Sequencing (WGS),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는 포괄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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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 생산 및 유전체 생산기관 활용 전략)
○ 임상·역학 과제, 오믹스 과제, 헬스케어·AI 과제 지원을 통해 구축한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 공공·민간·이종산업간 연계 및 활용을 통해 新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통합 바이오 데이터 관련 제품·기술 고도화(유전체 분석 장비·기술 국산화)

[그림 1-2] 동 사업의 전략사업 및 세부과제 구성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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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추진 거버넌스
□ 법적 정체성 확보 및 민감정보의 안정적인 관리, 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 기획·수행
등을 위해 법인의 형태로 사업단 구축 및 운영
○ (이사회) 사업단 최고 의결기구로써, 정관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주요 사항 심의·결정
○ (사업단) 사업 운영 및 실무지원 총괄
○ (분야별 전문위원회) 의료, 기초연구, 법·제도, 산업·활용지원 등 분야별로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빅데이터 표준화위원회) 데이터 품질관리계획 수립, 표준화 및 품질관리 자문
○ (유관기관 협의체) 의료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등
사업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협의체 설치·운영
○ (ELSI 위원회) 민감정보를 다루는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타당성 제고 및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심의·자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감한 건강·임상 정보, 유전체 데이터 등의 〮오·남용 및 유출
방지, 가명처리 적정성 검증

[그림 1-3] 동 사업의 추진체계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30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다. 소요예산
□ 동 사업의 총 예산은 9,788.3억 원(민간 339.3억 원을 포함)이며,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사업에 2,084억 원,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사업에 5,752억 원,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사업에 1,95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됨
<표 1-1> 동 사업 소요예산
구분
1.1.1 데이터 구성
1.1
데이터
구축

연도별 예산 계획

예산

’23
-

’24
-

’25
-

’26
-

’27
-

’28
-

-

1.1.2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

18.00

6.00

6.00

3.00

1.00

1.00

1.00

1.1.3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720.00

161.00

153.00

137.00

125.00

86.00

58.00

1.1 소계

738.00

167.00

159.00

140.00

126.00

87.00

59.00

371.00

58.00

75.00

70.00

60.00

53.00

55.00

105.00

32.00

32.00

20.00

11.00

5.00

5.00

560.00

115.00

159.00

111.00

108.00

53.00

14.00

1,036.00

205.00

266.00

201.00

179.00

111.00

74.00

269.00

45.00

44.80

44.80

44.80

44.80

44.80

41.00

7.00

7.00

7.00

7.00

7.00

6.00

1.2.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2
(참여자관리시스템)
데이터
활용환경 1.2.2 데이터 결과 환류
구축
1.2 소계
1.3.1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1.3
1.3.2 대국민 소통 및 윤리적
데이터
공감대 형성
거버넌스
1.3 소계

310.00

52.00

51.80

51.80

51.80

51.80

50.80

2,084.00

424.00

476.80

392.80

356.80

249.80

183.80

1,940.00
2.1.1 참여자 모집
2.1
360.00
참여자 2.1.2 임상 정보 수집 및 관리
모집 및 2.1.3 지속가능한 데이터 수집
83.00
임상 정보
체계 구축
수집
2,383.00
2.1 소계

241.00

452.00

494.00

489.00

236.00

28.00

162.40

176.40

6.20

5.00

5.00

5.00

29.50

24.50

12.50

5.50

5.50

5.50

432.90

652.90

512.70

499.50

246.50

38.50

1,849.00

760.00

280.67

246.70

244.10

183.69

133.84

-

-

-

-

-

-

-

1,849.00

760.00

280.67

246.70

244.10

183.69

133.84

2.3.1 질병 유전체 데이터 생산
1,310.00
및 연계

352.50

191.50

191.50

191.50

191.50

191.50

210.00

38.00

38.00

38.00

38.00

38.00

20.00

1,520.00

390.50

229.50

229.50

229.50

229.50

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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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체
유래물
바이오
뱅킹
2.3
질병
유전체
정보
생산

2.2.1 검체 운송 및 보관
2.2.2 인체자원 분양
2.2 소계

2.3.2 유전체 데이터 변이분석
및 품질관리
2.3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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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소계

연도별 예산 계획
’23

’24

5,752.00 1,583.40 1,163.07

3.1.1 유전체 연구
3.1
인체
3.1.2 프로테움 연구
유래물
활용
3.1.3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연구과제
지원
3.1 소계

’25

’26

’27

’28

988.90

973.10

659.69

383.84

263.00

-

59.00

68.00

68.00

68.00

-

200.00

-

50.00

50.00

50.00

50.00

-

175.00

-

25.00

50.00

50.00

50.00

-

638.00

-

134.00

168.00

168.00

168.00

-

60.00

5.00

7.00

8.00

10.00

14.00

16.00

120.00

3.00

16.50

21.00

27.00

31.50

21.00

136.00

3.00

22.00

24.00

27.00

29.00

31.00

316.00

11.00

45.50

53.00

64.00

74.50

68.00

3.3.1 산업 연계형 데이터 국고
활용 플랫폼 구축 민간

120.00

15.00

21.00

21.00

21.00

21.00

21.00

63.00

8.00

11.00

11.00

11.00

11.00

11.00

국고

180.00

-

18.00

42.00

48.00

48.00

24.00

민간

92.00

-

9.00

21.00

25.00

25.00

12.00

국고

300.00

15.00

39.00

63.00

69.00

69.00

45.00

민간

155.00

8.00

20.00

32.00

36.00

36.00

23.00

전체

455.00

23.00

59.00

95.00

105.00

105.00

68.00

3.4.1 검체채취 단계 핵심 국고
기술 및 장비 개발 민간

90.00

9.00

16.50

22.50

24.00

12.00

6.00

46.00

4.50

8.54

11.51

12.25

6.20

3.00

3.4.2 핵산추출 단계 핵심 국고
기술 및 장비 개발 민간

90.00

9.00

16.50

22.50

24.00

12.00

6.00

46.00

4.50

8.54

11.51

12.25

6.20

3.00

국고

90.00

9.00

16.50

22.50

24.00

12.00

6.00

민간

46.00

4.50

8.54

11.51

12.25

6.20

3.00

국고

89.00

8.00

16.50

22.50

24.00

12.00

6.00

민간

46.30

4.80

8.54

11.51

12.25

6.20

3.00

국고

359.00

23.00

56.00

88.00

96.00

64.00

32.00

민간

184.30

18.30

34.18

46.02

49.00

24.80

12.00

3.2.1 임상/역학 과제 지원
3.2
데이터 3.2.2 오믹스 과제 지원
활용
3.2.3 헬스케어/AI 과제 지원
연구과제
지원
3.2 소계

3.3
신산업
3.3.2 비즈니스 모델
연계형
개발 및 실증
新
비즈니스
창출
3.3 소계

3.4.
3.4.3 전처리 단계 핵심
유전체
기술 및 장비 개발
분석기술
및 장비 3.4.4 염기서열분석/
개발
해독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3.4 소계

전체

543.30

35.00

85.00

133.00

145.00

97.00

48.00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소계

1,952.30

87.30

338.68

452.02

482.00

420.30

172.00

합계

9,449.00 2,068.40 1,924.37 1,755.70 1,726.90 1,268.99

704.64

국고
민간
전체

출처 : 주관부처 1차 추가제출자료

60.80

35.00

9,788.30 2,094.70 1,978.55 1,833.72 1,811.90 1,329.79

339.30

26.30

54.18

78.02

85.00

7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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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방법

1. 사업의 특징
□ 동 사업은 바이오 데이터 규모의 한계, 데이터의 파편화 및 동의 부재, 바이오 데이터의
민감성, 통합 공유 인프라의 부재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조성형 사업으로서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과 해당 데이터를 저장·처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음
○ 임상 정보(질병 정보, 생활습관 정보, 건강상태 정보 등), 유전체 정보 및 오믹스
정보(기능유전체, 단백체, 마이크로바이옴 등), 라이프로그(헬스케어 기기 기록 등),
영상 정보(MRI, 이미지 정보 등), 2차 자료 연계 정보(국가건강검진 등 공공 보유
데이터) 등 다양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동 사업을 통해 수집·생산·연계하고자 함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규모는 코호트 및 환자-대조군 분석이 가능하도록 중증난치
질환자 20만 명, 암 환자 10만 명, 희귀질환자 10만 명,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 등
총 100만 명을 모집할 계획임
○ 또한, 100만 명 규모 유전체 및 임상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 처리, 관리, 제공,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임
□ 동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20년~’21년 수행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자발적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2.5만 명 이상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수집하여,
산·학·연·병 연구 활용이 가능한 희귀질환자 코호트를 구축함

2. 항목별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국내외 현황을 고려하여 바이오 빅데이터의 구축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이슈의
도출 및 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함
□ 현재 수행 중인 시범사업을 비롯해 바이오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유사사업의 추진
현황과 대규모 데이터 수집·생산을 위한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의 별도의
R&D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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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동 사업과 연계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사업의 성과물, 개선사항 분석을 통해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추진전략이 체계화·고도화되었는지 검토함
□ 중증난치질환, 암, 희귀질환 등을 연구하고 정밀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관
부처가 제시한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가 적절한 수준인지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스토리지, 플랫폼 등 컴퓨팅 인프라가 목표
하고자 하는 업무요구에 부합하는지 적정 수준을 검토함
□ 사업목표의 달성 기여도 및 연계성 측면에서 전략사업별 세부과제 및 세세부과제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수행함
□ 다수의 선행사업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한계점을
분석하여 추진전략 수립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함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항목에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과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 연계방안의 타당성,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함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항목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 등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분석함
○ 특히, 동 사업의 핵심 활동인 바이오 의료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상황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함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참여자 모집
및 임상 정보 수집 등 세부 활동별 예산 산출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함
□ 편익 추정 및 경제성 분석과 관련하여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편익 항목의 적절성과
편익 추정에 적용된 주요 요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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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개념 및 정의

1. 바이오 연구 데이터
□ 바이오 연구 데이터는 바이오 R&D에서 생산 및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바이오 연구 소재와 함께 생명연구자원에 해당함
생명연구자원

바이오 연구 데이터

바이오 연구 소재
인체유래물
배양세포
축산
수산생물
합성화합물

줄기세포
모델동물
종자
미생물
야생생물

병원체
뇌
해양생물
천연물
...

⇔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구조

효능

대사체

분자상호작용

표현형

물성

임상

라이프로그

...

[그림 2-1] 생명연구자원의 구성
출처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20.5.13.)

○ 유전체(Genome)는 하나의 유기체(organism)가 지닌 모든 유전 정보를 의미하며,
핵 DNA의 유전자(Gene, 진핵생물의 경우 엑손과 인트론)와 유전자가 아닌 부분
(반복 서열 등), 그 외에 미토콘드리아 DNA와 엽록체 DNA(식물)를 모두 포함함
- 전장 유전체 서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WGS)이란, 한 번에 유기체의
유전체 DNA 서열 전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유전체에 대한 포괄적 시야를 제공함
- 전장 엑솜 서열분석(Whole exome sequencing, WES)이란, 유전체에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엑손 부위(전체의 1~2%)만 선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임상현장에서
희귀질환의 원인 유전자 발굴을 위해 보편적으로 쓰이는 진단분석 방식임
○ 라이프로그(Life Log)는 개인의 일상에 대한 기록을 의미함
-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라이프로그 수집이 용이해졌고 향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질병 예측, 맞춤형 케어 등)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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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댐
□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이하, ‘데이터 댐’)은 동의 기반의 목적형 바이오 연구
데이터(임상, 유전체, 오믹스 데이터 및 라이프로그 등)를 수집 및 생산하고 가공한
정보를 축적한 오픈 공유형 활용 허브를 의미하며,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의
촉진을 위해 구축됨
○ 데이터 댐은 데이터 ① 수집, ② 가공(표준화, 연계), ③ 공급의 역할을 담당함

[그림 2-2]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댐 개념도
출처 :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 관계부처 합동(2021.5.26.)

○ (정밀의료) 환자마다 다른 임상 정보(유전체 정보 및 병력 등)와 생활환경 및 습관
정보 등을 토대로 환자 개개인을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등
개인별 맞춤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함
- 대규모 바이오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제공까지도 포함함
○ (바이오헬스산업) 생명공학 및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함
- 제조업(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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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1. 정밀의료
□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은 과거의 경험적·직관적 의료에서 근거기반 의료,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 확대를 통한 환자 맞춤형 예측
의료를 구현하는 ‘정밀의료’가 부상함
-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이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케어 패러다임은
이미 치료중심에서 4P* 중심으로 변화 중임
* 4P 의학이란, Predictive Medicine(예측 의료), Personalized Medicine(맞춤 의료), Preventive Medicine
(예방 의료), Participatory Medicine(참여 의료)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개별 환자에 특화된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의미함

- 전염병 예방이 주요 목표였던 ‘헬스케어 1.0’ 시기와 본격적인 질병 치료의 시대인
‘헬스케어 2.0’을 지나, 21세기 이후 ‘헬스케어 3.0’은 기술혁신을 토대로 예방·관리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경감이 충족되는 시대로의 변화를 의미함
<표 2-1> 시대별 헬스케어 특징
구분

헬스케어 1.0

헬스케어 2.0

헬스케어 3.0

시대

공중보건의 시대
(18~20세기 초)

질병치료의 시대
(20세기 초~말)

건강수명의 시대
(21세기 이후)

촉발시킨
기술혁신

인두접종(1721년)

페니실린 발견(1928년)

인간 지놈 해독(2001년)

주목적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질병 치료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영위

주요지표

전염병 사망률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제약･기기･서비스 산업
본격화와 보험 발달

제약-서비스, 제약-진단
기기의 연계 및 통합
병원의 수익모델 확대

산업의 변화

예방접종 활성화
청진기, 엑스레이 발명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원출처 :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020.5.))

2. 바이오 빅데이터
□ 현재의 보편적·표준적 치료법은 일부 환자에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한계가 존재하여 약물 반응성을 증진시키고 치료 효율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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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약물 반응성은 치료 효율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처방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의
원인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부담 문제를 초래함2)
- 일부 경우는 약물이 반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약물 유해 반응(Adverse Drug Reactions,
ADRs)을 일으켜 이환율, 사망률 및 보건의료비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음
□ 바이오 빅데이터는 암, 희귀·난치질환과 같은 의료 난제 해결의 실마리이자,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핵심적 기반 역할을 함
○ (데이터의 양적 확보) 헬스케어는 의료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하여 건강
관리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밀의료 수준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공유 인프라 기반 구축)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데이터 분석기술, 표적유전자 발굴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구데이터 공유 기반이 필요함

[그림 2-3] 빅데이터를 통한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
출처 : 강민영, 박도휘,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대, 데이터 전쟁을 대비하라」, 삼정KPMG Issue Monitor
(2018.11.)

2) 출처: Spear, Brian B., Margo Heath-Chiozzi, and Jeffrey Huff. "Clinical application of pharmacogenetics."
Trends in molecular medicine,(2001), 「The case for personalized medicine(4th edition)」, Personalized
medicine coaliti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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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현황

1.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주요국 정책
가. 미국
□ ’15년 1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하여 국민건강 및 질병
치료개선,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한 개인맞춤형 치료법 및 예방법 개발을 목표로 한
정밀의료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PMI)를 발표함
○ (목적) 대규모 연구로 새로운 생의학적 발견을 촉진하고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
개발을 통하여 4P Medicine을 조기에 정착시켜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을 전환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신장하며 의료비 증가를 낮추기 위함
○ (투자계획) ’16년 예산인 2억 1,500만 달러를 NIH, NCI, FDA, ONC에 배분하며,
전체 예산의 60%를 연구용 코호트 구축에 할당함3)
<표 2-2> 미국 정밀의료 이니셔티브(PMI) 추진을 위한 4대 프로젝트
프로젝트

담당기관

(프로젝트 1)
대규모
코호트 구축

NIH
(국립
보건원)

(프로젝트 2)
개인 맞춤형
암 치료법·
예방법 개발

NCI
(암
연구소)

(프로젝트 3)
연구자료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 4)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 제정

FDA
(식품
의약국)
ONC
-HIT

내용
○ All of Us Research Program을 통해 1백만 명의 개인 지원자들로
연구용 코호트를 구축하고, 지원자들의 유전자 정보, 진료기록,
직업, 생활방식 등의 정보 DB화
○ 대규모의 지원자 모집, 지원자의 개인 데이터 입력 플랫폼
구축 및 민-관의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개인 맞춤형 암 치료법·예방법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추진
○ 약 3,000명의 암 환자들로부터 암 샘플을 채취해 암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고 암의 유전자에 대한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암 치료제의 효과를 시험하여 결과를 DB화
○ 임상시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환자와 암
유전자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암 치료법·예방법을 개발
○ 유전자 정보 및 의학 정보를 연구자들이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웹 플랫폼 PrecisionFDA를 구축
○ 데이터 공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
연구추진 및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규제 등을 검토해 개선
○ PMI 지원자와 민간 및 정부 기관들이 데이터의 공유 및 상호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 표준 제정
○ 의료기관 등에 보관된 개인진료기록들을 지원자가 손쉽게
PMI를 추진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연구 등

출처 : IPResearch센터, “4차산업 핵심 ICT융합 의료 헬스케어 산업 및 정밀의료 기술 발전 동향과 ICT융합
의료기기 산업 시장 기술”, 산업정책Research(2017.4.6.)

3) 윤건호,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과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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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의료 코호트 All of us) PMI 4대 프로젝트 중 첫 번째 프로젝트 ‘All of us’는
생의학 연구의 가속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코호트 연구로 미국국립보건원(NIH)이
운영하며, ’17년 5월부터 시범단계를 거쳐 ’18년 5월에 공식 런칭함
○ (규모) 18세 이상의 데이터 공유 및 기부에 동의한 참가자 최소 100만 명 등록
○ (수집항목) 건강 설문, 전자건강기록(EHRs4)), 신체 측정,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유전체 및 시험 분석에 사용될 생체 시료(혈액, 소변 및 타액) 등
○ (현황) ’22년 1월 기준 45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등록하였고, 프로그램 초기 단계
(건강 설문 완료, 전자건강기록 공유, 신체 측정 및 하나 이상의 생체 표본 기증)를
완료한 참가자의 수는 31만 명 이상임

[그림 2-4] All of us 홈페이지(https://allofus.nih.gov/)
<표 2-3> All of Us 프로그램의 과학적 목표 및 예상 일정
목표

참가자에게 데이터 반환
실증 프로젝트 수립
질병과 유전·환경 상관관계 발견
치료 안전성 및 효능 예측 개선
질병 바이오마커 발견
모바일/디지털 건강 및
센서 데이터를 임상 결과와 연결
새로운 질병 분류 개발
임상시험 지원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건강 격차에 대한 이해 향상
신규 치료제 개발 및 시험

연도
‘18년 말

‘19년 말

‘20-’22년

‘23-’27년

‘27년 후

N=94,000

N≥200,000

N≤650,000

N≥1 million

N≥1 mill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셀의 +기호의 수는 예상 일정 동안 각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대적 정도를 의미
출처 : All of Us Research Program Investigators. "The “All of Us” research progra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2019)

4) Electronic Health Records (EHRs), 디지털 형태로 수집되어 전자적으로 저장된 환자 및 인구의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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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 ’12년 영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활용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The Power of Information: Putting all
of us in control of the health and care information we need’ 전략을 발표함
○ 개인의 의료 정보를 건강 수준 향상과 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원으로 간주하고 각
이해관계자가 생산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HSCIC(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현재의 NHS Digital)5)를 신설함
- HSCIC를 통하여 수집된 보건의료 정보는 국가보건의료체계 정책 수립 등 공공의
이익이 되는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 (유전체 기반 연구사업 UK biobank) 영국 국민보건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06년부터 다양한 인체자원 확보 및 임상·역학 정보 연계를 위해
‘UK biobank’사업을 시작하여 국가 주도적으로 대규모 생물 의학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 자원을 확보함
○ (규모) 영국 거주 40~69세 참여자 50만 명에 대한 생물학적·의료적 데이터 수집
○ (수집항목) 혈액, 소변 및 타액 샘플, 생활방식에 대한 정보 등
○ (현황)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세하고 장기적인 건강 연구로 초기 4년의 등록 기간
이후 참여자에 대한 최소 30년 동안의 정기적/포괄적 모니터링을 진행 중임

[그림 2-5] UK Biobank 홈페이지(https://www.ukbiobank.ac.uk/)
5) HSCIC는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2012)를 근거로 설립되었고 영국의 모든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관하는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며, 영국의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의료
정보를 HSCIC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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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UK biobank의 정기적/포괄적 모니터링 현황
데이터 소스
이미징

상세항목
뇌, 심장 및 복부 자기공명영상,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측정법
(DXA) 및 경동맥 초음파를 받도록 10만 명의 참가자를 다시 분석
하기 위한 연구 시작(‘14년)
(라이프스타일과 유전적 요인, 이미징에서 파생된 표현형 간 연관성 식별)

유전학

유전적 데이터는 50만 명 유전자형 데이터(‘17년 7월), 5만 명 전체
엑솜 서열분석 데이터(’19년 3월), 20만 명 전체 엑솜 서열분석 데이터
(‘20년 10월), 20만 명 전체 유전체 서열분석 데이터(’21년 3분기) 순
으로 공개 예정

건강 연계

23만 명의 참가자에 대한 1차 진료 데이터(임상 사건 및 처방 약물
등)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음(‘19년)
환자 정보 통제(COPI) 규정에 따라 COVID-19 관련 연구에 한정해
정기적으로 최신 1차 진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바이오마커

50만 명 참가자와 4-5년 후 반복 평가에 참여한 2만 명의 참가자로
부터 수집된 샘플에서 광범위한 생화학적 바이오마커 34개를 측정

온라인 설문

이메일 주소가 있는 약 33만 명의 참가자에게 웹 기반 설문지를 정기적
으로 발송하여, 새롭고 자세한 데이터 및 전자 건강 기록과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수집(연 2회 발송)

출처 : UK biobank 홈페이지 ‘About our data’

□ (정밀의료 코호트 100,000 Genome Project) ’12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유전체학을
통한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 유전체 서열분석 프로젝트 ‘100,000
Genome Project’를 발표함
○ (규모) NHS의 희귀질환, 유전질환, 암, 전염병 환자와 그 가족 총 7만 명으로부터
획득한 10만 전장 유전체 서열분석 데이터 확보
○ (수집항목) 혈액, 종양 조직 및 타액 등
○ (현황) ’18년 12월 10만 번째 참여자의 유전체 서열분석이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를
포함한 ‘Data Release 7’이 ’19년 7월 발표됨

[그림 2-6] The 100,000 Genomes Project
홈페이지(https://www.genomicsengland.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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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 (1+Million Genomes, 1+MG) 유럽 연합(EU)의 13개 회원국이 국가 유전체 코호트의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 공동 작업에 합의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의료
분야 발전을 통한 유럽 시민의 혜택 증진을 목적으로 ’18년 4월에 ‘1+MG’를 시작함
○ (규모) ’21년 2월까지 총 24개의 국가가 1+MG 선언문에 서명하였으며, ’22년까지
최소 100만 개의 염기서열 분석된 유전체 코호트를 생성할 예정임
- 22개 EU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과 영국, 노르웨이가
포함됨6)
○ (수집항목) 유전체 데이터 및 연계된 임상 데이터
○ (현황) 1+MG의 조정·지원을 담당하는 Beyond 1 Million Genomes (B1MG) 프로젝트가
데이터 공유 인프라 추가 개발 및 법적 지침에 대한 합의 도출 등을 주도함

[그림 2-7] B1MG 홈페이지(https://b1mg-project.eu/)
라. 일본
□ 일본 내각에서 ’13년 6월,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 「건강·의료 전략」,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을 발표하며 ICT 기술 및 인프라와 의료 정보의
융합전략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건강·의료전략 추진본부’를 신설함(’14년)
○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의 세부전략인 ‘건강수명의 연장’은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개호(노인장기요양) 정보의 전자화를 추진하여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육성 방향을 제시함
6) “Denmark joins the 1+ Million Genomes Initiative”, European Commission(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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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의료 전략」은 보건의료분야 신기술·신서비스 창조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목표로 의료 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실현과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제시함
□ (질병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화 프로젝트) ’15년 7월, 일본의료연구개발(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MED)7)은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환자 특성에 따른 최적의 맞춤형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게놈의료 실용화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 ‘질병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 프로젝트’의 추진을 결정함
○ (규모 및 수집항목) 3개 바이오뱅크에 축적된 유전자 정보(건강한 사람을 포함하여
총 40만 명의 유전 정보)를 활용함

[그림 2-8] Japan AMED 홈페이지(https://www.amed.go.jp/en/)
<표 2-5> 일본 질병 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화 프로젝트 사업 내용
구분
동북 메디컬
메가 뱅크 계획
게놈 연구
바이오뱅크 사업
게놈 의료 실현 추진
플랫폼 사업
임상 게놈 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비 사업
게놈 창약 기반
추진 연구 사업

주요 내용
○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15만 명 규모의 건강 조사 실시 및 결과
회부, 의료 인력 파견에 의한 지역 의료 지원
○ 게놈 정보를 포함한 긍정적 주민 코호트의 형성, 획득한 시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바이오뱅크 구축으로 의료 연구 기반제공
○ 일본 3대 바이오뱅크 중 하나인 바이오뱅크 일본의 보유 시료･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기존의 바이오뱅크 등을 연구 기반 및 협력의 허브로 재구성,
그 연구 기반을 활용한 목표 설정형의 첨단 연구개발 추진
○ 게놈 정보와 질병 특이성 및 임상 특성 등의 관련을 확인하고
임상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정보와 유전 정보를 통합적
으로 취급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비, 활용한 연구 개발 추진
○ 질환 게놈 해석에 의한 원인 유전자 탐색 기능 평가 및 임상
적용을 위한 실증적 연구 등 게놈 의료 실현을 위한 기반 연구
○ 게놈 의료의 제공에 따른 윤리적･법적･사회적 과제의 해결
○ 의료 종사자의 교육 설립 등에 필요한 연구 추진

출처 : 이효빈 외, 「일본의 바이오분야 R&D 프로그램 조사–AMED를 중심으로-」, NRF Issue Repor t
(2019.3.)

7) 의료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기초연구에서 제품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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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국
□ ’15년 5월, 전국인구건강정보화공작회의를 통하여 중국은 ’20년까지 3대 주요 의료
정보(인구 정보, 건강 정보, 전자차트)에 대한 국가 플랫폼을 구축해 공중보건 계획
수립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정준의료계획 코호트 구축 사업) ’16년 3월, 유전자 서열분석-세포면역치료-유전체
편집의 3단계로 구성된 중국형 정밀의료계획인 정준의료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위해 ’30년까지 미국 정밀의료 프로젝트의 40배 규모에 달하는 600억 위안(약 10조
7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바. 핀란드
□ (핀젠 프로젝트, FinnGen Project) 6년 동안 50만 명(국민의 10%)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전체 정보 집적 프로젝트로 ’17년 8월에 시작됨
○ (규모) ’18년부터 ’23년까지 핀란드인 참가자 50만 명의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
○ (수집항목) 혈액 샘플 및 국가 건강 기록의 디지털 의료 데이터(본인 동의 기반)
○ (현황) ’22년 1월 기준, 유전자형과 건강 기록 데이터 356,000건, 사용 가능한 샘플
502,312개가 존재하며(’23년까지 샘플 520,000개 예정), 요약 통계 및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GWAS8)) 결과는 6개월마다 공개함

[그림 2-9] Finngen 홈페이지(https://www.finngen.fi/en)

8)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GWAS), 다양한 개인의 유전적 변이체 세트에 관한 관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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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국가별 주요 정밀의료 연구사업 추진 현황
구분

미국

영국

중국

핀란드

계획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UK Biobank

100,000
Genomes
Project

정준의료계획

Finngen
Research
Project

목표

최적화된 치료법
개발을 통한
예방중심의학
정착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광범위한
위험요인 규명

유전체 의학
서비스 실현

중증질환과
유전체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정밀의료 실현

게놈데이터와
건강 정보
결합에 의한
의학혁신창출

기간

’15~

’06~

’12~’17

’16~’20(’30)

’17~’23

6억 5,000만 달러

6,200만 파운드

3.8억 달러

600억 위안

8,000만 유로

총 예산

(약 7,351억 원,
’16~’18, 진행중)

(약 914억 원,
’06~’10)

(약 4,294억 원,
’15~’17)

(약 10조 원,
’16~’30)

(약 1,069억
8,560만 원)

추진
기관

NIH CCI
FDA ONC

UK Biobank

NHS England

중국과학원

정부, 민간

데이터
규모

100만 명 이상의
코호트 구축

50만 명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

7만 5천 명에
대한 10만
유전체 분석

100만 명 이상
유전체 분석

50만 명
유전체 분석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원출처 : 국민참여 보건연구자원 개발사업, 국립보건연구원(2018.12.))

[그림 2-10] 주요 국가별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현황(구축시기 및 규모)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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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
□ ’19년 5월, 문재인 정부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함
○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5대 빅데이터 플랫폼 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② 데이터 중심병원, ③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④ 바이오 특허 빅데이터,
⑤ 공공기관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계획을 밝힘
□ 또한,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가 주관하는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위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안)」을
통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
○ 미래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정밀의료 기반 구축을 목표로 ① 참여자 동의 기반
100만 명 빅데이터 구축 및 추적관리, ②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 ③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연구 및 산업화 과제 지원을 3대 전략으로
제시함
□ 그 외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추진된
「한국판 뉴딜정책」에서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을 위한 D·N·A9) 기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제시하였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보건의료
육성 기본계획」에서도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자원 구축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림 2-11] D.N.A 생태계 데이터 댐 모식도
출처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2020.7.14.)

9) 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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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유전체를 포함)하는 선행사업이 다수 추진됨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7개 부처·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유전체 연구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화 연계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8년 동안(’14년~’21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총사업비 5,788억 원 규모임
- (규모) 비인간은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연구대상 환자에게는 개별 동의를
받아 약 650명(’19년 기준)으로부터 약 299,056TB 데이터(’20년 9월 기준)를 확보함
- (수집항목) 전장유전체, 엑솜, 프로테옴, RNA, 유전체, 메타지놈, 전사체, 기타 등
- (현황) 유전체 정보의 제공을 위해 각 부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임상유전체 생명정보시스템(CODA), 산업용유전체 정보센터(INGIC), 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센터(MAGIC),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 등을 운영함
- (성과도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및 인력양성 등을 포함하여 총 109건

[그림 2-12]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홈페이지(http://kpgp.or.kr/)
○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한국인의 유전체 정보와 질병을 포함한 인간 표현형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한국인의 표준 유전 정보 수집, 맞춤형 건강 증진 및 의료비용
절감, 유전체 기반 진단 및 치료의 국산화·상용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UNIST가
주관하고 의료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5년간(’16년~’20년) 범국민 건강
연구 사업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총사업비 180억 원 이상10)임
- (규모) 건강인 4,700여 명, 질환자 5,300여 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총 10,044명의
유전체 정보(Korea10K)를 수집하여 해독함
- (수집항목) 생활습관 정보, 의료 정보, 인체유래물(혈액, 타액)
- (현황 및 성과도출) ’21년 4월 26일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고, 1,094명의 유전체 분석
결과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지에 발표되었으며11), 국내외 23개의 연구기관에 분양되어
연구에 활용 중임
10) 연합뉴스, “국내 최대 한국인 1만명 유전체 해독 완료”, The Science Times(2021.4.27.)
11) Jeon, Sungwon, et al. “Korean Genome Project: 1094 Korean personal genomes with clinical information.”
Science advances(2020).

48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그림 2-13]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10000genomes.org/)
○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12))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에게 흔한 만성
질환의 위험요인을 규명하여 맞춤의학 및 예방의학 구현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의 코호트13) 사업인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을 수행함
- (규모) ’13년 말까지 약 23만 5천 명에 대한 코호트 구축이 완료됨
- (수집항목) ’01년부터 참여자를 모집하여 동의서 구득 후 건강 및 생활습관 관련
설문조사와 검진을 통한 역학·임상 정보 및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DNA 등) 수집
- (현황) 질병 발생과 생활습관 변화에 대한 2~4년 주기의 추적조사를 진행 중임
<표 2-7>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 코호트별 현황
코호트

대상집단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안산)

중소도시인
안산 거주
40~69세 남녀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안성)
농촌 기반 코호트
도시 기반 코호트
(의료기관 검진센터)
쌍둥이 및 가족 코호트
국제 협력 코호트

농촌지역인
안성 거주
40~69세 남녀
농촌지역 거주
40~69세 남녀
도시지역 거주
40세 이상 남녀
쌍둥이와 가족
일본/중국 거주
한국인과 자손
및 현지인
결혼으로 국내
이주한 여성
및 그 가족

조사(명)
대상자
가족I
가족II
대상자
가족I
가족II

5,012
502
207
5,018
1,220
62

대상자

28,337

대상자

173,209

대상자
대상자

3,202
966

8차 추적
2차 추적
1차 추적
8차 추적
2차 추적
1차 추적
추적관찰
(방문)
추적관찰
(전화)
3차 추적
3차 추적

대상자

97

1,911
배우자
2,875
대상자
아동
2,405
출처 : KoGES 홈페이지 ‘코호트별 현황’(2021년 10월 업데이트)

국내 이주자 코호트,
국제 협력 코호트 II

추적조사(명)

추적률(%)

2,951
228
135
3,206
592
36

58.9
45.4
65.2
63.9
48.5
58.1

17,575

62.0

41,853

24.2

165
520

5.2
53.8

1차 추적

72

74.2

1차 추적
1차 추적

1,105
719

0.0
38.4
29.2

12)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
13) 고대 로마 군대의 한 단위를 가리키던 말로 역학에서는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코호트를 장기 추적하여 질병의 발생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코호트 연구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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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도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19년 5월까지 총 99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당뇨병, 심혈관질환, 고혈압, 대사증후군, 비만, 이상지질혈증 및 그 외 건강 관련
연구 결과들이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 연구성과집」을 통해 공개됨

[그림 2-14] KoGES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 그 외에도 유전체 분석을 위한 시료 및 임상 정보를 수집하는 선행 사업·과제가
다수 수행됨
- 뇌 발달 장애 질환의 원인 및 병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사업(자폐증 분자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검증 과제)’
-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 다중오믹스 수집 및 생산·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의
발굴 및 예측·진단 기술개발 목적의 ‘오믹스 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 旣 보유 대장암 조직을 포함한 전향적 코호트의 구성과 임상 유전체 통합 데이터
베이스 및 바이오뱅크 구축을 목표로 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대장암 특이적
정밀진단 마커 개발을 위한 다중유전체 데이터 연계 확장 분석 과제)’ 등
□ 또한, 데이터 댐 인프라 구축, 동의 기반의 참여자 데이터 수집, 통합 데이터 구축,
연구자 친화적 개방공유 환경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개 시범사업이 추진됨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 체계의 시범적
구축을 통한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 고도화 및 맞춤의료 구현을 목적으로 4개 부처·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16개 협력 병원이 참여하여 2년(’20~’21)간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함
- (규모) 희귀질환자 15,000명 모집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10,000명
- (수집항목)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로부터 사업 참여 동의서와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동의서를 구득한 후, 임상 정보(질환명, 가족력, 치료 정보 등),
유전체 데이터 분석용 검체(혈액, 소변 및 타액)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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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성과도출) ’22년 1월 12일 기준 17개 병원을 통해 9,589명이 사업에 참여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구축 운영 중인 체계는 본 사업에 확대·발전시켜 적용할
예정임

[그림 2-15]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홈페이지(https://bighug.kdca.go.kr/bigdata/)
○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 동의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생산
및 수집하고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폐쇄환경을 구축하여 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
하고자 ’19년부터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이 수행됨
- (규모) 총 400명(① 암 생존자 200명, ② 건강인 100명, ③ 만성질환자 100명)
- (수집항목) 본인 동의하에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건강검진, 의무기록, 의료영상
정보, 설문, 유전체 검사 및 분석 정보, 웨어러블 정보, 멀티오믹스 등
- (성과도출) 디지털 의료 분신 ‘가상 자아(Digital Virtual Self) 시스템’ 구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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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주요국 법·제도
가. 미국
□ 미국은 의료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균일하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존재
하지 않으며 연방법 차원의 건강보험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14)의 Privacy rule에서 주로 규정함
○ HIPAA Privacy rule은 개인 건강 정보의 이용 및 공개 방법, 범위 등에 관한 법규
명령으로 ’02년 8월 14일 제정하여 ’03년 4월 14일부터 발효됨
○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개별 분야나 사안에 따라서 적용되므로 비식별화
관련 규제나 지침도 분야별로 다뤄지나, HIPPA를 근거로 연구목적 등 공익활동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15)
나. 영국
□ 영국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 정보와 관련하여 보통법(Common Law)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환자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보건의료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관하여 보통법상 비밀유지 의무 이외에 Data
Protection Act 1998,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Care Act 2014 등에 의해
규정됨
○ 보통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의하면 환자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공개가 가능함
- 환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환자 의사에 따라서 동의 내용 및 범위 변경 가능)
- 정보의 공개가 환자 개인, 타인, 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보를 공개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
14) HIPPA는 ’96년 의료기관에서 의료 보험사측에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더욱 강화되어 이후 의료 정보에 관한 기본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음
(출처: Kim, J. S. “Usages of medical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focus on HIPPA and HITECH.”
Adm Law J(2016))
15) 이재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의료정보 활용방향과 시사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pr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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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CIC(현재 NHS Digital)는 영국 내 일반의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저장, 분석, 가공하며 이를 제3자와 일반에 제공·공개하는 역할을 담당함
- Care Act 2014는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제정 후 개인정보보호가 부족
하다는 비판에 따라 HSCIC가 제3자에게 보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의료·복지
서비스의 증진, 혹은 국민 건강 증진’으로 제한함
다. 유럽
□ ’18년 유럽 일반데이터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시행
되며 기존의 유럽 개인정보 보호 지침은 ‘Regulation 2016/679’로 대체됨16)
○ GDPR은 EU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며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EU
법원이 특정 사안을 판단할 때 참조하므로 실질적 구속력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GDPR의 건강데이터 관련 규정으로 ‘특정 범주의 개인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가 있으며 예시로 유전 정보와 생체 정보가 제시됨
- 이에 따라, 바이오뱅크는 인체유래물 사용과 데이터 보호 목적 모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에 대한 처리는 금지되어 있으나 연구에
한해서는 동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도록 함17)
라. 일본
□ 대규모로 의료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같은 법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함
○ ’17년 5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가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동의 없이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고, 의료 데이터라도 익명·가공처리를 하면 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18년 5월 제정된 차세대의료기반법임

16) 정일영, 「유럽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
헬스 리포트(2019.10.)
17) 이재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의료정보 활용방향과 시사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pr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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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높은 정보보안 기술과 익명 가공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본인이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의료 데이터를 익명·가공
처리하여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핀란드
□ 핀란드는 ’13년 바이오뱅크 법안을 시행하여 정밀의료 실현에 필요한 유전체 데이터
정보 보유를 위한 바이오뱅크를 구축하였고 ’19년 5월 의료·건강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Secondary Use Act)을 승인함18)
○ 이를 통해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데이터 주체가 익명으로 처리되는 경우
데이터의 2차 이용이 가능해져 과학적·통계적 연구에 데이터를 활용함

18) 안지영, 「핀란드의 데이터기반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Bio Economy Brief
(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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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국가별 데이터 관련 규제 비교
구분

미국

일본

규정

HIPAA(’1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15년 개정)
차세대의료기반법(‘17년 제정)

동의형태

개인정보
식별 정보
구분

비식별화

데이터
이동권
민감정보
처리
비식별
정보 처리

치료, 지불, 의료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보 주체 동의없이
정보 사용 가능,
정보 제공자의 동의
철회권 인정
포괄적 법 체계가
아닌 특정부문별로
규제 체계가 나뉘어
있으며, 정보 별로
데이터 활용정책을
수립하여 활용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제시를
따를 시,
당사자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 가능

개인정보 활용 목적 공개를
명확화할 경우,
개인에게 동의 없이
정보 활용이 가능

핀란드
바이오뱅크법(’13년 제정)
2차 이용법(’19년 5월)
GDPR(’18년 시행)
데이터의 2차 이용 시
데이터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데이터 주체가
익명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용 가능

개인식별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식별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
보다 완화된 규율 적용

‘포괄 동의(broad
consent)’를 도입

‘익명가공정보’ 도입으로
비식별화한 정보는
사전 통지 조건 하
활용 가능

바이오뱅크법 기반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

개인정보를
열람, 다운로드,
제 3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정보 은행 사업 도입을 통해
개인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유통하고 대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사전 동의 필요

사전 통지 필요

허용

허용

마이데이터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를 개인이 다운
로드 받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명시적 동의 시 허용,
익명화 데이터는 가능
익명화 데이터 가능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원출처 : 박도휘, 강민영,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삼정KPMG Issue Monitor(2020.3.))

<표 2-9> 각 주요국 바이오의료 정보 활용 관련 규정
유럽
GDPR

미국
HIPAA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

한국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민감정보에 대해
원칙적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나,
연구에 한해서는
동의 면제사유에 해당

연구목적 등
공익활동을 위해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이용,
제공 가능

의료 정보 취급자는
개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익명가공의 의료 정보를
인정사업자에게 제공

연구 등을 위하여
서면 동의 구득
필수이며,
민감정보는 별도의
추가 동의서 요구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원출처 : 이재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의료정보 활용방향과 시사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pr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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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산업
가. 헬스케어 빅데이터 시장
□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야는 해외 다수의 시장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공통적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됨
○ Technavio에서 발표한 시장조사 보고서19)에 의하면, ’15년부터 ’19년까지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야는 연평균 42%의 고성장을 보일 것이며, 서비스 부문이 시장 점유율의
약 52%를 차지할 것이고,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63%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됨
○ Allied Market Research에서 발표한 시장조사 보고서20)에 의하면, 헬스케어 시장의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 규모는 ’17년 168억 7,000만 달러이고, ’18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19.1% 성장하여 ’25년에는 678억 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Market Research Future가 발표한 시장조사 보고서21)에 따르면,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시장의 규모는 ’18년 128억 달러이며, 연평균 24.98%로 성장하여 ’25년에
약 610억 달러의 가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IBM, SAS, Oracle과 같은 전통적인 IT업체에서부터 Cerner,
Allscripts와 같은 EMR 업체들이 언급됨22)
□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장은 ’13년 기준 857억 원이며, ’18년에 5,595억 원, ’23년
2조 1,358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이 전망됨
<표 2-10>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장규모(2013-2023)
구분
보건의료
빅데이터

2013

2018

2023

시장규모(억 원)

857

5,595

21,358

해외시장 점유율(%)

1.5

2.07

3.08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원출처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기획보고서 재인용, 산업통상자원부(2014))

19) 「Global Big Data Spending in Healthcare Industry–Market Research 2015-2019」, technavio (2015.9.)
20) Vishwa Gaul, 「Big Data Analytics In Healthcare Market: Global Opportunity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18 – 2025」, Allied Market Research(2018.12.)
21) 「Healthcare Big Data Analytics Market Trends, Growth and Insights - Global Forecast till 2027」,
Market Research Future(2021.2.)
22) 장성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최신 동향」, BRIC View 동향리포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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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체 데이터 시장23)
□ 글로벌 유전체 시장은 ’17년 147억 달러에서 연평균 10.6%로 성장하여 ’23년에는
약 270억 달러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유전체 데이터 규모 증가에 따라 데이터
분석 시장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맞춤의료 수요 증가, 정부투자 및 보조금/펀드의 증가, 유전체학 연구개발 증가 및
시퀀싱 비용 감소에 따른 진단 활용 증가 등으로 유전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빠른 성장을 보일 것임

[그림 2-16] 글로벌 유전체 시장 현황 및 전망
○ 유전체 시장의 기술 중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PCR 기술이 ’18년 전체 시장의
4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시장의 11.3%를 차지한 시퀀싱 기술은 ’23년까지
18.3%의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7] 기술별 유전체 시장 현황 및 전망
23) 홍지영, 김무웅, 「글로벌 유전체시장 현황 및 전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dustry(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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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진보와 함께 분석 비용 감소, 분석장비 수요의 증가, 암질환 관련 검사 등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시퀀싱 기술은 ’23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며, 유전체 분석 기반의 신약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에 대한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다. 유전체 분석 시장
□ 혁신적인 유전체 분석 장비의 개발과 미국의 유전자검사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하여
유전체 분석 시장은 향후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대중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됨24)
○ 글로벌 유전체 분석 장비는 대부분 NGS25) 방법을 이용하며, 글로벌 NGS 시장은
’18년 84.9억 달러에서 연평균 12.8%로 성장해 ’25년 197억 달러를 형성할 것임26)
○ 유전체 분석 장비는 Illumina, Thermo Fisher Scientific, Oxford Nanopore Technologies
등이 주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Illumina가 70% 이상을 점유함
- NGS 장비를 보유한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장비는 총 910대로 업체별로 Illumina 74%, Thermo Fisher Scientific 12%, Oxford
Nanopore Technologies 5%, PacBio 4%, Qiagen 4% 순으로 조사됨

[그림 2-18] NGS 장비 업체별 보유 현황
출처 : 김은중, 김무웅, 「유전체 분석장비를 개발하는 주요 업체동향」,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watch
(2018.1.25.)

24) 김은중, 김무웅, 「유전체 분석장비를 개발하는 주요 업체동향」,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watch
(2018.1.25.)
25)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은 유전체 염기서열의 고속 분석 방법으로,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DNA를 분절화하여 다수의 DNA 조각을 병렬로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며, NGS의 등장으로
분석 효율이 증가하고 비용이 절감됨
26) 이승태 외,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검사의 이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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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유전자 분석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유전체 분석 플랫폼
비즈니스의 후방 산업(NGS에 사용되는 유전체 분석 장비와 패널, 분석 소프트웨어
등)은 소수의 외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27)
○ Mordor Intelligence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유전자 분석 서비스 시장은
’14년 3.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2.4% 성장하여 ’17년 5.4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이후 10.3%로 성장해 ’22년에는 8.8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내 유전자 분석 서비스 시장은 ’14년 53.7억 원에서 연평균 8.4% 성장하여
’17년 68.4억 원의 규모이며, 향후 9.4%로 성장하여 ’22년에는 107.3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NGS 기술은 정밀의료 이외에 뷰티, 식생활, 건강관리 등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19] 세계(좌) 및 국내(우) 유전자 분석 서비스 시장 규모
출처 : 서성혁, 「기술분석 보고서 마크로젠(038290)」, 한국IR협의회 기술분석보고서(2019.12.19.)

27) 서성혁, 「기술분석 보고서 마크로젠(038290)」, 한국IR협의회 기술분석보고서(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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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문제/이슈로 8가지를 식별하여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이슈는
국내 바이오 데이터 구축 수준 한계에 관한 사항으로 바이오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및 활용성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이슈의 도출 및 분석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정책적/산업적/사회·문화적/기술적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현안 진단을 통하여 총 8가지 문제/이슈를 발굴하여 제시하였으나, 정밀
의료 실현 측면에서 바이오 빅데이터의 확보 필요성과 관련된 전제 조건의 검토와
데이터의 활용성과 관련된 근원적 문제/이슈의 분석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표 3-1>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문제/이슈
구분

문제/이슈

설명

1

바이오 데이터
규모의 한계

국내 바이오 데이터 규모는 중증난치질환, 암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정밀의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규모의 한계가
있음

2

바이오 데이터의
파편화

기존 데이터는 개별 연구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의 독립
Database에 분산 및 파편화되어 있어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움

3

데이터의
지속성 단절

기존 데이터(오믹스 데이터)는 사업 종료 후 추적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질병 발생 및 예후, 관련 동반 질환 등에 대한
연구 수행이 어려움

4

기존 바이오 데이터의
낮은 활용성

기존 오믹스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부재하여 연구 및 산
업계 등 제3자 활용성이 떨어짐

5

통합 바이오
데이터 부재

유전체, 임상 정보, 라이프로그, 프로테옴, 마이크로바이옴, 영상
정보 등 바이오 정보가 통합·연계된 사람 중심의 데이터가 부재
하여 연구적 활용 가치가 떨어짐

6

보안 요구수준이 높은
바이오 정보

유전체 등 바이오 정보는 민간에서 데이터를 수집·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 주도의 수집·관리가 필요함

7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인프라 부재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공유 인프라 부재로 인해
정밀의료 산업의 혁신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움

8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및 격차 발생

바이오헬스 분야는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기술수준 77.9%이며,
기술격차 3.1년으로 평가됨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재구성

60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는 국내 바이오 데이터를 연구/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및 해당 분야의 특성에 관한 부분으로, 旣 구축된 바이오 데이터의
현황 진단 측면에서 대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국내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대량의 인체자원을 전문적
으로 수집·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17개 민간 인체자원 단위은행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약 100만 명의 자원(2,100-3,000만 바이알)을 수용할 수
있는 저장 규모로 건립되었고(’12년 4월 개관), ’02년에 시작된 ‘한국인유전체 역학
조사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대규모 인구집단(코호트) 기반 자원 및 질병 기반
자원 수집을 통해 41.7만 명(총 941만 바이알) 규모의 인체자원을 수집한 상태임
- 다만,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자원은 기탁과제별 임상·역학 정보 수집항목
및 측정방법에 차이가 있어 대규모 정밀의료 코호트 사업 추진 시의 데이터 통합
및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13년 개정 이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된 자원의 경우 광범위한 연구 목적으로의 활용에 제한28)이 있음
<표 3-2>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자원수집 대상별 자원 확보 현황(’20년 2월 기준)
구분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
(24.7만 명)
코호트(인구집단)
기반 자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41.7만 명)

자원수집 대상

보유현황

대규모 코호트(도시, 농촌 코호트)

201,545명

유전환경모델코호트
(쌍둥이, 국내이주자 코호트 등)

3,202명

지역사회 코호트(안성/안산코호트)

10,030명

기타 코호트

32,189명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8.4만명)등
감염병 관련사업
(5.5만 명)

홍역 면역도 조사사업 등 5개 사업

55,677명

기타 기탁과제
(2.9만 명)

희귀난치 유전질환의 패널화,
선천성 기형 코호트 등 15개 사업

29,959명

소계
질병 기반 자원
(인체자원단위은행,
51.1만 명)

84,891명

질병 기반 자원

417,493명

종양성 질환 자원

269,232명

비종양성 질환 자원

242,680명

소계
총계

511,912명
929,405명

출처: 「2019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연보」,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2020)

28) 분양가능한 인체유래물은 DNA(143,652 바이알), 혈장(139,280 바이알), 혈청(134,651 바이알) 순으로, 사업
참여 및 유전자 동의서 내 제3자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DNA는 대략적으로 수집한 총량 대비 13% 수준을
분양할 수 있음(출처: 「2019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연보」,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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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가 산·학·연·병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29) 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수준 대비 국내 유전체, 임상 데이터 축적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73.9%였고 기존 바이오 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분산되어 관리되는 데이터를 취합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문제’, ‘상이한
데이터 형식으로 인한 데이터 연계(Mashup)의 어려움’, ‘오류 및 불량 등의 데이터
품질 문제로 인한 활용가치 저하’가 제시됨

[그림 3-1] 국내 유전체, 임상 데이터 축적의 글로벌 대비 수준(주관부처 FGI 결과)

[그림 3-2] 기존 바이오 데이터 활용시 애로사항(주관부처 FGI 결과)
- 또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실시간 이용 및 데이터
연계가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 표준화 추진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문제의 해결(56.5%), 데이터 품질 및 보안 향상(47.8%),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발굴 및 연계(43.5%)가 그 뒤를 이어 제시되었음
29) (목적)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내용과 규모, 데이터 활용 분야 등 전문가 시각에서 다양한
이슈 및 해결과제를 파악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내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간) 2020. 10. 13. 10:00~18:00, (방법) 설문 및 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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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주관부처 FGI 결과)
- 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30)에 따르면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쓸 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으로 나타남
- 상기와 같은 현황을 고려할 때 국내 바이오 데이터의 생산/관리의 측면에서 법·
제도적인 문제 이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표준화되고
정교화된 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 활용 및 자료의 2차적 활용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 구득’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국내 바이오 데이터의 현황과 관련된 문제/이슈가 바이오 빅데
이터의 구축과 관련된 핵심 이슈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국내 연구수요의
충분성, 연구결과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입증될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의
분석 및 근거자료의 제시는 미흡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수요조사 결과 중 일반국민, 환자,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는 바이오 빅데이터의 수집에 대한 참여도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바이오 빅데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연구수요에 관한 결과가 아님
- 주관부처는 ’21년 연구계를 대상으로 2차례의 수요조사를 수행31)하였고 1차 수요
조사 결과 49건의 연구수요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연구수요의 타당성, 중복성 및
우선순위 검토 등이 수행되지 않았고, 2차 수요조사 결과 33건의 연구제안요구서
(RFP)를 제시하였으나 연구수요 조사대상이 협소(26명)하며 1차 수요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타당성, 우선순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30) 「2020 데이터산업현황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1.3.)
31) (1차 연구계 수요조사) 연관 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 및 정밀의료 연구가 필요한 질환의 수
요와 구축·활용 목적, 대상자 규모, 추적 기간 등을 조사(2021.1.18.~2.5.)하고 수요조사 미충족 12개 연관 학
회에 대해 학회 대표 의견 조사(2021.2.15.~3.4.)
(2차 연구계 수요조사)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수집된 인체자원, 임상 정보, 유전체 정보
등을 연구에 적합하게 활용 및 지원하기 위해 연구계 수요를 파악(2021.5.27.~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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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가 산업계를 대상으로 ’20년에 수행한 연구수요 조사32) 또한 조사대상이
협소(16명)하며 연구수요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 외에 연구계/산업계/의료계를 대상으로 수행한 ’20년 수요조사33)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 관련하여 수행한 수요조사로 상기 수요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수요의 타당성, 중복성, 우선순위 검토 등이 수행되지 않아
연구수요의 신뢰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및 유사사업에서
창출된 직접적인 연구성과보다 국내 유전체 데이터 시장,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디지털 헬스 시장 및 바이오 의약품 시장 등이 제시되고 국내기업의 관련 기술
개발 동향이 나열되어 있어 연구의 효과성 검토가 제한됨
○ 동 사업과 관련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고 유전체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기존 연구
개발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수요의 충분성,
연구의 효과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근거자료의 제시는 미흡함
- 동 사업 시범사업인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과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이 현재 수행 중임
- 주관부처가 제시한 상기 시범사업의 성과는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 구축에
대한 성과가 대부분이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추진해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사례는 제시하지 못함
- 현재 시범사업이 착수된 후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성과가 창출되기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하여 국내 선행사업의
성과를 검토해보면, 논문이나 특허를 위주로 일정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나 해당
성과의 양적 규모 및 질적 수준을 고려할 때 대규모 빅데이터의 구축 필요성 및
바이오 분야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비 우수성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34)
32)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수집된 인체자원, 임상 정보, 유전체 정보 등을 산업계에 적합하게
활용 및 지원하기 위해 수요를 파악(2020.5.17.~2020.5.21.)
33)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연구 진행 시, 활용데이터 정보, 예상 소요예산액, 건강 상태 분류, 주제별
분류에 대하여 전문가(학계 및 연구계, 의료계, 산업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2020.11.11.~2020.12.18.)
34) 동 사업과 사업추진내용의 유사성이 높은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의 ’19년 성과지
표별 목표치는 논문(mrnIF) 69.5, SMART 반영 특허등급 5.5가 제시되었고 「형질분석연구」사업의 ’19년 성과지
표별 목표치는 논문(mrnIF) 55.53이 제시됨. 바이오 분야 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의 ’20년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논문(mrnIF) 70.03, 평균 K-PEG 특허등록지수 4.83, 「첨단
의료기술개발」사업의 ’19년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SCI 논문지수 69.51, 특허등록지수 5.83, 「바이오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19년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SMART 반영특허 6.43,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년 성과
지표별 목표치는 논문(mrnIF) 72.5가 제시됨(출처: NTIS 사업평가(자체·상위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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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바이오 빅데이터 댐 구축과 관련하여 당장의 연구수요를 충족시키기
보다 연구자원 수집을 통해 미래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소명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시급성 측면에서 미래 연구수요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연구수요의 충분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표 3-3> 동 사업의 시범사업 현황
구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

사업목적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의
시범적 구축을 통한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 고도화 및 맞춤의료 구현

개인 동의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생산·수집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폐
쇄환경 구축 및 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

사업기간

’20~’21년(2년)

’19~’21년(3년)

사업비

부처 합동 150억 원(‘20년)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간사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

사업내용

자발적 동의 및 참여를 바탕으로 2.5만
명 이상의 임상 정보·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희귀질환자와 관련된 산·학·
연·병 연구 활용 코호트를 구축하는
다부처 사업

보건의료 데이터의 생산·수집과 헬스케
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폐쇄환경 시스템
구축, 활용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①헬스케어 데이터의 수집, 생산,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②헬스케어 데이터셋 수집 및 생산
③개인정보보호 모델 마련
④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홍보 및 정책
개발 추진

주요성과

- 슈퍼컴퓨터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 동의 기반의 5,000명의 희귀질환자
모집, 5,000건의 선도사업 연계 기반
유전체 데이터 확보
- 유전체 데이터 분석 및 유전체 분석
보고서 생산
- 임상분석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20년 3월, 참여기관 서울대 산학협력단테라젠이텍스 컨소시엄은 세부과제에 대
한 기관 IRB(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신
청 등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재구성

○ 국내 연구자의 국내외 바이오 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고려할 때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수요는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계/산업계/의료계를 대상으로 수행한 ’20년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인원 405명 중 129명(31.9%)이 빅데이터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함
- 또한, 해외 바이오 빅데이터 DB ‘UK biobank’ 이용 현황35)을 살펴보면 ’19년부터
35) UK biobank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등록한 연구자는 19,000여 명이고 그중 22%는 영국 내 연구자이며, 영국 외
국가 연구자 비중은 7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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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까지 국내 연구진 프로젝트 9건36)에 대하여 데이터 활용이 승인됨
- 동 사업을 통해 바이오 빅데이터 댐이 구축되면 향후 관련된 연구수요의 증대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관련 수요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댐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연구수요에 부합하고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방식이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고 정밀의료 구현의 측면에서 바이오 데이터의 중요성은 높다고 판단됨
○ ICT의 발달에 따라 근거 중심 의학(evidence-based medicine)37)에서 데이터 중심
의학(data-driven-medicine)으로 바뀌어 간다고 할 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함
- 2000년대 초반 인간 유전체 서열이 해독된 이후 유전체 데이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함께 바이오 데이터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이며, 세계 최대의 시퀀싱 기계
생산업체인 Illumina 예측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연구 데이터인 유전체
염기서열은 향후 약 12개월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밀의료는 환자의 유전체 정보, 진료·임상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정밀의료
구현을 위하여 오믹스 데이터, 임상 정보 등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요구됨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대규모 정밀의료 자원을 수집하여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희귀질환, 암 등 각종 질환과 관련된 변이
발견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자 발굴 등 산업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단계에 있어 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음

36) https://www.ukbiobank.ac.uk/enable-your-research/approved-research?query=korea#articles
37) 임상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들의 경험과 적절한 과학적 근거를 통합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학적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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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유전체 데이터의 증가 속도
출처: Eisenstein, Michael. "Big data: The power of petabytes." Nature(2015)

<표 3-4> 주요국 바이오 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현황

미국,
All of us

미국,
Million
Veteran
Program
(MVP)

영국, UK
Biobank

바이오 데이터
수집규모/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100만 명/
’17~’26년

장기적인 관점의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사용가능한
대규모 코호트 및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통한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 구현

 국립보건원(NIH)은 미국 내 대학, 기업,
의료기관, 비영리기관 등과 협력하여
’17~’26년의 기간 동안 미국 전역의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100만 명의 대규모 코호트 사업

100만 명/
’11~계속

유전자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향 군인과 일반인의
건강 개선

 ’11년 이후로 VA에 등록된 재향 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자 100만 명의
설문조사 및 샘플을 수집하고 연구적
목적으로 유전자와 건강 및 질병의
연관성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코호트 구축 사업

50만 명/
’06~’10년

만성질환 관련 위험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추적과 자세한
평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질병발생 원인 규명

 NHS에 등록된 40-69세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50만 명의 기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신체검사 및 시료 등의
인체자원을 수집하여 만성질환의 유전
및 환경요인 연구를 위한 코호트 구축
(최소 30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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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Biobank
Japan

중국,
정준의료
계획

핀란드,
Finngen
Research
Project

EU,
1+
Million
Genomes

질병의 상세한 원인 규명을
통한 새로운 약물 및 치료법
개발과 유전자의 분석을 통한
맞춤의료 실현

 지역 병원으로부터 약 20만 명의 환자에
해당하는 임상 정보 및 인체시료를
수집·보유하고 데이터 서버에 정보를
통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진단 및
신약개발을 위한 자원 제공하는 정밀
의료 자원 구축 사업

100만 명/
’16~’20년

대규모 인체자원 수집을 통해
위암, 간암 등의 특정 암 연구에
주력한 유전체 인과 관계
규명과 기초연구 개발

 ’16~’30년의 기간 동안 1) 차세대 임상용
생명체학 기술연구, 2) 대규모 군층
(환자, 건강인) 연구, 3) 정밀의료 빅
데이터의 자원통합 저장·이용·공유
플랫폼 구축, 4) 질병예방·진단·치료
방안의 정밀화 연구, 5) 정밀의료 집적
응용시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국형
정밀의료 육성 계획

50만 명/
’17~’23년

핀란드 국민의 유전자 게놈
데이터와 건강 정보 결합을
통한 의학 혁신을 창출과
헬스케어·제약 분야의 대학과
제약회사의 공공 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 맞춤의료 실현

 ’17년 시작된 핀란드 대규모 정밀의료
프로젝트
 헬싱키 대학을 주도로 9개의 대형 제약
회사가 참여하여 500,000개의 핀란드
국민 혈액을 분석
 ’17년부터 10개 권역별 공공병원에서
환자 동의 후 유전자 정보 표본 수집,
분석한 뒤 이를 바이오뱅크로 전송

유럽의 최소 100만 개의 유전자
염기 서열 수집과 EU 국가 간
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질병예방, 맞춤의료, 임상
연구를 위한 연구자원 제공

 ’20~’22년의 기간동안 유럽 국가의
100만 명의 유전체를 수집하고 분산·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럽 전역에서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1) 국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모집
및 거버넌스 모델 정의, 2) 구체적인
인프라·가이드라인 구축 및 시범 운영
진행, 3) 공유, 확장 및 이니셔티브
지속 추진 사업을 진행하는 대규모
코호트 구축 사업

약 27만 명/
(1차)’03~’08년
(2차)’13~’17년

100만 명/
’21~’22년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재구성

□ 바이오 데이터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형·비정형 빅데이터로 잠재적인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분야에 해당함38)
○ 데이터 3법39) 개정에 따른 분야별 개인정보 유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의료분야에서의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었고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야별 빅데이터 산업 성장 가능성에서도 의료보건업이 2순위로 금융업에
이어 높게 조사됨

38) 이병철,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21.3.)
39)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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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데이터 3법 개정 후 분야별 빅데이터 산업 성장가능성
조사항목

산업 분야

기술/서비스

1순위

금융업

인공지능(AI)

2순위

의료보건업

빅데이터

3순위

시장조사 및 광고

고객맞춤 서비스

4순위

인터넷/IT

플랫폼 서비스

5순위

서비스업

클라우드

출처: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 4차산업혁명위원회(2020.6.)

□ 정밀의료는 다양한 보건의료 이해관계자가 연계된 산업인 동시에 다양한 법·제도적
제약을 해결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국가가 주도할
필요성이 존재함
○ 정밀의료 연구자원의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등 법·윤리적 이슈, 정보 유형별
표준 마련 등 제도적 이슈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또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데이터 등을 정밀
의료 연구자원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 국가·개인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40) 개념이 도입되면서 인간 유전체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데이터의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 규제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한국 자체 인프라의 확보를 통한 산업 보호의 측면에서 국가 주도의 바이오 연구
데이터 구축 필요성도 존재함
□ 바이오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 해결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국내 바이오 데이터 수집·관리 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
해당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시범사업 성과의 효과성, 유효성 검증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파편화되어 취합되고
있는 데이터의 공유, 표준화 및 품질 관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전체 정보를 포함해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다수의
40) 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 권리를 부여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
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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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데이터의 표준화 부분은 미흡한 실정이며,
동 사업의 착수 시점에 표준화 완료 계획도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됨
- 데이터 표준화란, 연구 데이터를 구성하는 항목의 범위와 각 항목에 대한 명칭,
정의 형식,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연구자가 통합 분석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기존 바이오 데이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낮은 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상
데이터, 라이프로그, 유전체 데이터, 오믹스 데이터 등 동 사업을 통해 수집, 생산,
연계되는 모든 실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표준화가 필요함
<표 3-6> 데이터 표준화의 개념 및 구성
구분

실데이터

메타데이터

개념

실험(계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실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형태
정보생산
예시

연구자
이미지, DNA서열,
단백질 구조 등

실험 제목,
실험기기명 등

연구관리전문기관
종명, 속성,
분류, 수집위치,
제공기관 등

과제명, 연구자명,
연구분야 등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에 제시된 표준화 실태평가 결과41)에
따르면, 임상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 간 연계·통합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 구조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임
- 주관부처는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에서 개발한 표준 프로토콜을 동
사업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형태의 표준화 적용 프레임워크를 개발
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해외 사례에 적용된 표준 프레임워크 및 국제표준 등을
41) ① (용어표준) ’국가보건의료용어표준‘은 컴퓨터 처리가능한 형태(Ontology)로 구조화 미흡, 임상·연구 현장
과 괴리, 용어매핑 규칙·가이드라인 부재로 매핑 일관성·신뢰성 저하
② (서식표준) 국가차원의 진료정보교류용 서식이 개발·활용 중이나, 의료기관은 진료과·의사별 요청에 따라
자체 서식을 개발·활용
③ (기술표준) 진료정보교류에 활용되는 CDA 표준은 문서 형태 데이터에 적합한 구조로,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기 곤란
④ (신종데이터) 보건의료데이터 범위 확장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의 원활한 결합 활용에 필요한 항목·기술
표준구조 및 내용, 표준관리 체계 부재
➄ (추진기반)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대한 국가전략, 거버넌스, 전담 기구·인력, 유인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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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계획임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원활한 표준화의 추진 및 동 사업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데이터 표준화의 정의를 ‘도메인별 변수, 수집항목에 대한 용어, 코드,
value set 등 국내외 표준 대상을 검토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채택할 표준을 정하는 과정’이라고 제시하였으나(2차 추가제출자료), 그 외에 전송
표준(HL7의 FHIR42) 등) 및 보안 표준(OAuth 2.043) 등)도 고려되어야 함
- 주관부처는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일부 질환의 표준화 내용을 연계한다고 제시
하였으나, 시범사업보다 질환 규모가 다양한 동 사업의 세부 질환 종류를 고려한
데이터 표준화 추진전략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 임상 정보와 관련하여 주관부처는 질병관리청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44)를 통하여
대상·항목·수집 방법 결정, 프로토콜 및 증례기록지 개발(eCRF, 코드북)을 추진한다고
제시하였으나, 해당 과제의 규모(약 3억 원)와 추진 기간(1년)을 고려할 때 공통
항목 외에 질환별 요구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획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상기 용역과제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45)를 추진
하여 대규모 조사 전 문제점을 파악하고 프로토콜 및 증례기록지를 보완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예산 및 세부과업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연구 기간(’22.7.~’23.6.)이
동 사업의 수행 기간과 일부 중복됨
- 또한, 주관부처는 임상 데이터와 관련하여 HPO46)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각종
검사 결과값이나 설문 조사 등에 대한 표준 항목 선정은 별도로 필요함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에서는 HPO가 아닌 SNOMED-CT47)가
기준이며,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질환·감염병의 표준참조 용어세트의 개발이 완료
42) 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FHIR), 데이터의 형식, 요소 및 전자건강기록 교환을 위한 API를
설명하는 표준으로 Health Level Seven International (HL7) 의료 표준 조직에 의해 만들어짐
43) OAuth 2.0, 제 3의 앱이 자원의 소유자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원 접근
권한을 위임하는 산업 표준 프로토콜
44)「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참여자 임상정보 수집・관리 프로토콜 개발」, A대학교 수행
중, (기간) 2021.6.~2022.6., (규모) 2.95억 원
45)「국가 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위한 참여자 임상정보 수집 프로토콜 시범 연구」추진 예정
46) Human phenotype ontology (HPO), 인간 표현형의 공식적인 온톨로지로서 유전질환에 대한 13,000개 이상의
용어와 156,000개 이상의 주석을 포함함
47)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Clinical Terms (SNOMED-CT), 임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진료
기록을 전산화하기 위한 종합적 임상 의학용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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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기를 ’25년으로 제시하고 있어 동 사업의 착수 시점인 ’23년에 해당 로드맵의
결과물을 활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단백체, 전사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의 경우, 실험방법에 의한 데이터 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료 처리 및 데이터 생산 표준화, inclusion criteria의 마련 등이
필요하나 주관부처는 향후 해당 데이터의 표준 협의체를 수립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표준화 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경우, 측정기기 제품이 다양하고 제품별 데이터 용어 형식,
측정항목(수집되는 데이터의 종류) 등이 상이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표준화 전략
제시가 필요하며, 참여자 디바이스 종류와 무관하게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이 가능
하도록 디바이스 플랫폼 사업자(구글, 애플, 삼성 등)와의 협력방안 제시가 요구됨

[그림 3-5] 빅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계획/일정
출처: 주관부처 1차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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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표준화 추진 계획
표준화 방안

수집
방법

산출물
형태

○ 희귀질환, 암질환, 중증난치, 자발적참여자 eCRF개발
- 기본 정보, 질환관련 정보, 생활습관 및 식생활정보 질문
지 개발
- 표준 프로토콜 준수하여 검진조사, 임상검사 입력을 위한
항목 및 코드북 개발
○ 국바빅 전용 DB 설계(’22년)
* 환자기본, 진단, 약제처방, 수술처방, 진단검사결과, 활력
징후 등
* 메타데이터에 분야별 표준용어 선정 및 적용

CRA
입력

File

구분

직접
데이터
수집
(사업
범위
포함)

기본
정보

유전체
검사

○ 국내·외 임상 유전체 표준양식 활용
- 바이오 연구데이터 표준 등록 양식(’20년)
생산기관
- 임상 유전체 분석 결과를 구조화하기 위해 국제표준 적용 분석기관
추진(ISO/TS20428 clinical genomic sequence information 등)

오믹스 ○ 국내·외 전사체, 단백체 등 표준 협의체 수립 예정
정보
- 프로테옴, 마이크로바이옴, 전사체 수집

생산기관
분석기관

리포트
fastq
bam
vcf
리포트

외부 공공 보건
의료 데이터
연계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표준 데이터셋 활용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DB, 검역, 결핵환자신고현
황, 예방접종내역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 요양기관,
사망 정보, 질병 정보(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자료연계
위암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원외처방전 상세내역 등
- (국립암센터) 암등록 정보
- (통계청) 사망 원인

DB

임상
정보

○ 마이헬스웨이 사업(PHR) 內 표준 데이터 셋 활용
- 마이헬스웨이 과업內 임상 표준 항목 정의(의료기관 정보화
수준에 따른 연계데이터 항목) 적용
* 예) 진단내역, 처방내역(약물처방, 처방약구입), 검사결과
(검체검사, 병리검사, 영상검사 등)
마이헬스
- FHIR 기반 표준서식 및 API 개발·적용
웨이

DB

○ 마이헬스웨이 사업(PHR) 內 표준 데이터셋 활용
- 마이헬스웨이 과업內 라이프로그 표준 항목 정의 예정
* 예) 기본 정보, 측정 정보, 활동 정보, 생체신호, 신체측정
정보 관련 필수 표준항목 수립·활용 (예정)

DB

자발적
참여자
추적
조사

라이프
로그

출처: 주관부처 2차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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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관련하여 주관부처가 소명자료로 제시한 마이헬스웨이 추진
위원회 활동과 ‘마이 헬스웨이 연계제공항목 v1.0’ 자료를 고려하면 참여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단계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동 사업의 착수 시점을 고려할 때 미흡한 점이 존재함
-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이
헬스웨이 표준제공항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21.12.17.)하였으나, 이는 FHIR 구조 기반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표준으로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직접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시스템)48)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 단위 공모를
통해 ’23~’24년 실증을 추진하고 전국 네트워크 구축은 ’25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동 사업 참여자 모집 시작 시기(’23년~) 및 대상(전국민) 측면에서
일부 불일치함
- 또한,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 이외에 민간(의료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20여 개의
개인 건강 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출시되어 있으나, 특정 병원 및 특정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종속된 플랫폼으로 개방성,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됨
- 따라서 웨어러블 생체신호 데이터의 복잡성을 고려한 이종 웨어러블 기기의 연동,
API를 오픈하지 않은 디바이스/서비스 기업(애플, 샤오미 등)을 고려해 환자 생성
건강 정보(PGHD49))의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실증이 추진
될 필요가 있음
○ 수집된 데이터의 공유·활용 증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화와 더불어 데이터의
품질 또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가 필요하나, SOP50) 수준의 품질 관리 기준 및
수행 방안의 제시는 미흡함
- 주관부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별·질환별 품질관리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제시하였지만, 시범사업은 일부 질환(희귀질환)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 착수 시점에 동 사업의 다양한 세부 질환별 완성도 높은 품질관리
기준 및 방안 마련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판단됨

48) 개인 주도로 ① 자신의 건강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② 직접 활용하거나 ③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49) Patient-Generated Health Data (PGHD), 환자생성건강정보
50)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 표준작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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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동 사업의 핵심 생산 데이터인 유전체 데이터는 현재 국제표준으로 여러 안
(ISO/TS 22692:2020 Genomics informatics— Quality control metrics for DNA
sequencing 등)이 제시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SOP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는 양식 검증과 내용 검증의 2단계로 추진되는데, 세부
질환별 바이오 데이터의 의미론적 분석이 포함되는 내용 검증 단계의 경우 해당
데이터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한 방안(샘플링 검사/전수 검사, 육안 검사/SW 기반
자동 검사 등)의 수립, 전문가(정제 인력) 확보 및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하여 제시가 미흡함
-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중요한 만큼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역할분담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처는 1차 검증 주체가 참여기관이고, 2, 3차 검증은
각각 인공지능 및 연구자의 피드백에 의존하는 형태의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제시
하였고 연간 3억 원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충분한 수준의 품질관리 책임성을
부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51)
- 주관부처가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향후 추가 재원의 조정 및 확보를 통하여
旣 계획된 연구네트워크 지원 분야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연구네트워크’ 추진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네트워크의
규모, 권한, 지원 예산 등이 불분명함
- 주관부처가 소명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거버넌스 개편(안)은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전담 조직의 신설 및 예산 배분을 통하여 사업계획 원안 대비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버넌스 개편과 신규 상설
조직 운영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요구됨
○ 바이오 데이터의 표준화·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 전문 인력 보유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일반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내 데이터직무별 인력 부족률은 평균 16.1% 수준이며 데이터분석가 직무
부족률이 26.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데이터산업 분야에서 인재 채용 시 발생
하는 애로사항으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51) 90년대 미국 에너지부(DOE)와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으로 진행된 Human Genome Project(인체 유전체
염기서열 규명) 수행 시 미국의 NHGRI는 미국 내 sequencing center 4곳에 주기적으로 blind sample을 보내
sequencing 결과를 받고 서로 비교하여 99.5% 정확도를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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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에 따르면 표준화 실태조사 결과 안정
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및 표준화 도구 활용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52),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정보 표준화 사업에 따른 수행인력이
있는 수준이며, 별도의 전문화된 표준화 교육과정은 미미하다고 제시함

[그림 3-6]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 동 사업 기술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재 수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수준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 관련 생명·보건의료 분야 기술 수준은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중 낮은 수준이며 동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중점 과학기술 수준은 선도그룹과 일정 간격이 유지되고 있어 별도의 R&D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에서 동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중점과학기술은 생명·보건
의료 분야의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 규명기술’53), ‘바이오마커기술’54),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55), ‘정밀의료 인프라 기술’56)임
52) 숙련된 전문가 한 명이 퇴원요약지(589개의 단어, 67개 줄로 구성)의 임상 관련 용어 추출, SNOMED-CT
코딩 및 정리를 하기 위해 총 60시간이 소요됨
53) 건강한 개인 및 질병 환자의 다양한 오믹스 정보를 생산하고 이들에서 유전체 구조, 발현, 기능조절, 상호
작용 등과 관련된 생물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술
54) 임상시료를 대상으로 또는 임상시험을 통해 바이오마커들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환자 및 정상인에 대한
질병 특이적인 진단·치료·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분자지표를 개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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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 규명기술’ 분야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 중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고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기술수준 미국(100%) > EU(90%) > 중국(80%) > 한국 = 일본(70%) 순이며
한국은 최고기술보유국 미국과 3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바이오마커기술’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 중 일본과 함께 3번째
순위이며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기술수준 미국(100%) > EU(93%) > 한국 = 일본(80%) > 중국(72%) 순이고
한국은 최고기술보유국 미국과 4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분야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 중에서 일본과 함께
3번째 순위이고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기술수준 미국(100%) > EU(93%) > 한국 = 일본(80%) > 중국(72%) 순으로
한국은 최고기술보유국 미국과 2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밀의료 인프라 기술’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 중에서 3번째 순
위이고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상승’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 기술수준 미국(100%) > EU(95%) > 한국(82.5%) > 일본(78.5%) > 중국
(76.5%) 순이며 한국은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과 2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3-8> 동 사업 연관 중점과학기술 수준평가 결과
기술수준

기술격차

연구단계역량

’18

’20

’18

’20

기초

응용개발

연구개발
활동경향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 규명기술

70.0

70.0

3.5

3.0

우수

보통

상승

중점과학기술

바이오마커 기술

73.0

80.0

4.0

4.0

우수

우수

상승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77.5

80.0

3.0

2.0

우수

우수

상승

정밀의료 인프라 기술

76.5

82.5

2.3

2.0

우수

우수

상승

출처 : 안지현, 「2020년 기술수준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4.)

55)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와 연계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혈압, 심전도, 체중, 뇌파, 활동량, 생활
패턴 등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생체 정보를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기술
56)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정보(코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환자 검체 포함)를 수집·저장·관리·분석
하기 위한 ICT 인프라 구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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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1. 이슈/문제
○ (데이터 규모 한계) 바이오 빅데이터는 암, 희귀·난치질환과 같은 의료 난제 해결의 실마리이자,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코호트 규모로는 정밀의료 구현에 한계가 있음
○ (데이터의 파편화 및 동의부재) 개별 의료기관·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바이오 데이터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학계 및 산업계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정보
수집 시 참여자 동의를 얻어 바이오 빅데이터가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데이터의 민감성) 바이오 데이터는 개인정보보다 보안 수준이 높은 민감정보로 민간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 주도의 수집·관리가 필요함
○ (통합 공유 인프라 부재)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합 공유 인프라 부재로 인하여 정밀의료
산업의 혁신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움
○ (기술수준 및 격차 수준) 바이오헬스분야는 최고기술 보유국(미국) 대비 기술수준 75.2%이며, 기술격차는
3.5년으로 평가됨

2. 목표
○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
-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구축 및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
- 동의 기반 바이오 데이터 수집 및 유전체 정보 생산
-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연구·산업적 활용성 확대

3. 수혜자
○ 직접수혜자: 참여자, 연구자(대학

및 연구기관, 임상기관, 바이오
헬스 기업 소속)
○ 간접수혜자: 정부, 국민, 산업계



4. 투입
○ 사업비:
9,788.3억 원
(국고
9,449억 원,
민간
339.3억 원)
○ 인력:
총 1,586명

○
○
○
○

5. 활동
○ 빅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및 개방 데이터
댐 구축
○ 선도사업 연계 및
신규모집을 통하여
통합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 질환 연구를 위한
유전체·오믹스 데이터
생산(수요기반)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 산업적 활성화 과제
지원(비즈니스모델,
유전체분석기술 등)

6. 산출
○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 데이터 댐(개방형 연구지원
및 활용 플랫폼) 1식 구축
○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 고품질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 건 구축(선도사업

30만 연계 포함)
- 전장유전체 40만 명 생산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 수요기반 오믹스 생산 유전
정보 40만 명, 전사체
4.5만 명, 단백체 5천 명,
메타게놈 2.5만 명 등

7. 성과/영향
○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적인 연구기반 마련
○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의료비 절감

○ 연구·산업계 중심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
촉진


















8. 가정
정보 주권에 대한 인식 확대 및 개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
그간 정부 재원으로 추진되었던 다양한 유전체 코호트·바이오뱅크 사업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신속한
데이터 확보 가능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 데이터로 전환하는 생산 비용은 지속 하락 추세(’03년 30억$ → ’07년 1억$ →
’14년 1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 신약·의료기기 개발 가속화 등 정밀의료 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 시,
사업 수요는 지속 증가 추정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및 1차 추가제출자료 재구성

[그림 3-7] 동 사업의 논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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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동 사업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사업목표는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이며 해당 목표는 동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와
기술적 연관성이 존재하나 문제/이슈 해결 측면에서 데이터 규모 외에 표준화되고
정교화된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가 전제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환경분석, 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으로 ‘정밀의료 실현을 통한 국가 보건의료 수준 향상 및 신산업 창출’을
제시하고, 사업목표로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을 제시함

[그림 3-8] 동 사업의 사업목표 및 전략목표
○ 정밀의료는 표준적·경험적 치료에 따른 치료 성과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개인별
맞춤형 의료를 구현하는 서비스로 바이오 빅데이터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동 사업
문제/이슈와 기술적 연관성이 존재함
- 정밀의료는 환자마다 다른 임상 정보(유전체 정보, 병력 등)와 생활환경 및 습관
정보 등을 토대로 환자를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등
개인별 맞춤 의료를 제공하는 차세대 의료서비스를 의미함
- 정밀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 자원의 확보가 요구되므로 정밀
의료 인프라의 구축 측면에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을 목표로 하는
동 사업과 연관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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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및 자료의
2차적 활용에 대한 참여자의 동의 구득, 표준화되고 정제된 데이터의 생산·관리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사항은 사업목표 수준이 아닌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
측면에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미 바이오 데이터가 수집 및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바이오 데이터 규모의 한계, 파편화 등의 문제/이슈는 바이오 빅
데이터 활용 댐의 구축 그 자체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가 연구자의 요구 수준에 부합해야 함
- 또한, 수집된 연구 자원의 활용 및 2차 자료 연계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동의
구득이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전략목표와 문제/이슈의 연관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전략
목표는 문제/이슈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①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구축
및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 ② 동의 기반 바이오 데이터 수집 및 유전체 정보 생산,
③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연구·산업적 활용성 확대를 제시함
○ (전략목표①)과 (전략목표②)는 기존 바이오 데이터 구축 현황의 한계점을 개선해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문제/이슈와의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전략
목표③)은 산업 육성 및 연구 지원 측면에서 목표 및 과제가 제시되어 문제/이슈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동 사업의 목표에 사용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의 수준, 사업목표 달성시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함
○ 사업목표가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으로
제시되었으나, 해당 사업목표에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활용 댐의
수준 및 달성시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바람직한 목표 설정 조건으로 언급되는
SMART57)중 구체성, 시간제약성이 반영되도록 사업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7) Specific(구체성), Measurable(측정가능성), Attainable(달성가능성), Relevant(문제/이슈 연관성), Timely(시간
제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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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에 사용된 ‘정밀의료’, ‘산업혁신’,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부가 설명을 통해 적절히 제시됨
- 다만, 동 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이슈가 해결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빅데이터 활용 댐의 구축 수준 및 시기가 사업목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3대 전략목표 중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연구·산업적 활용성 확대’는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을 전제로 한 바이오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및 연구 지원 관련 목표
이므로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됨
□ 사업목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동 사업의 핵심성과에 해당하는 100만 명 규모의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목표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정밀의료 연구에서
연구 자원의 규모가 클수록 더욱 다양하고 정밀한 연구수행이 가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주요 연구 대상 질환을 확정하고 해당 연구가 가능한 규모로 단계적으로
연구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정밀의료 연구에서 위험인자의 빈도 및 상호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통계적
검정력의 확보와 해외 사례, 전문가 검토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100만 명의 참여자
모집 목표 규모를 제시함
- 주관부처는 주요 질환별 발생율과 유병율을 고려하여 질병 예방 및 예측의 근거
확보가 가능한 신규 발생자수 최소 5천 명을 기준으로 100만 명 규모의 참여자
모집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또한, 코호트 및 환자-대조군 분석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희귀질환자 10만 명,
암 환자 10만 명, 중증난치질환자 20만 명,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을 모집할 계획을
제시함
<표 3-9> 주관부처 참여자 모집 규모 도출 과정
대분류

중분류

세부분류

① 사전 조사
(대국민 설문조사,
문헌조사 등)

② 전문가 자문
(F.G.I, 자문회의,
해외사례 분석)

③ 각계 의견수렴
(전문자문단, 학회 수요조사, 자문회의 등)

빅데이터
(100만 명)

질병
대상자
자발적
참여자

출처: 주관부처 1차 추가 제출자료

40만 명

60만 명

희귀질환

10만 명

암

10만 명

중증난치질환

20만 명

선도사업

20만 명

본 사업

4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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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주관부처가 제시한 주요 질환별 규모(안)
대분류
희귀질환
(10만 명)

암
(10만 명)

중증난치
질환
(20만 명)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

중분류

상세 질환명

추정치

희귀질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추후 결정)

100,000

위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육종,림프암,유전성암등
신장암
담관/담낭암
난소암
방광암
간암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순환계통의 질환
심부전
부정맥
알츠하이머
신경계통의 질환
파킨슨
뇌전증(간질)
소화계통의 질환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중증 대사 질환
제1형 당뇨병
간의 질환
간경변, 간염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당뇨망막병증
비뇨생식계
말기신부전증
기관지천식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이식분야
장기이식(선도사업)
호흡기질환
COPD
이상지질혈증
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지방간
골다공증
우울증
소화성궤양병
골관절염
백내장

15,000
15,000
12,000
12,000
12,000
6,000
6,000
6,000
6,000
5,000
5,000
20,000
20,000
20,000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10,000
5,000
10,000
15,000
20,000
20,000
10,000
10,000
220,000
200,000
190,000
156,000
55,000
36,000
34,000
15,000
11,000
4,000
1,000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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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 연구자원 구축 현황을 살펴볼 때 대부분 50만 명 이상의 규모로 연구
자원의 수집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과 유사한 환경의 일본 사례를 고려하면
더 작은 규모로도 목적 지향적인 연구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표 3-11> 주요국 정밀의료 데이터 구축사업 현황
국가

수집규모/수집기간
(누적 현황)

사업 목적

미국,
All of us

100만 명/’17~’26년
(30만 명(’21.10.))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가 사용 가능한
대규모 코호트 및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통한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 구현

미국,
Million Veteran
Program(MVP)

100만 명/’11~계속
(83만 명(’21.2))

유전자가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향 군인과 일반인의 건강 개선

영국,
UK Biobank

50만 명/’06~’10년
(완료)

만성질환 관련 위험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추적과 자세한
평가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질병발생 원인 규명

영국,
100,000
Genome Project

환자 및 가족
8.5만 명
(완료)

통일된 국가 표준과 함께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기반
으로 NHS 보건과 연구를 위한 표준화된 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웰니스를 구현

일본,
Biobank Japan

27만 명/’03~’17년
(완료)

질병의 상세한 원인 규명을 통한 새로운 약물과 치료법
개발, 유전자의 분석을 통한 맞춤의료 실현

중국,
정준의료계획

100만 명/’16~’20년
(-)

대규모 인체자원 수집을 통해 위암, 간암 등의 특정 암
연구에 주력한 유전체 인과 관계 규명 및 기초연구
개발

핀란드,
Finngen
Research Project

50만 명/’17~’23년
(35.6만 명(’21.8.))

핀란드 국민의 유전자 게놈 데이터와 건강 정보 결합을
통한 의학 혁신 창출, 헬스케어·제약 분야의 대학과
제약회사의 공공 협력 활성화를 통한 국민 맞춤의료
실현

EU,
1+Million
Genomes

100만 명/’21~’22년
(-)

최소 100만 개의 유전자 염기 서열 수집, EU 국가 간
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질병예방, 맞춤의료, 임상
연구를 위한 연구자원 제공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및 주관부처 1차 추가제출자료 재구성

- Biobank Japan(BBJ)의 경우, 맞춤의학 구현을 목표로 4년 간격으로 1기~3기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약 20만 명의 환자, 51개 질환군에 해당하는 임상 정보 및
인체시료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으며, 3기 사업(’13~’17년)에서는 대상 질환을 51개
중 38개로 집중하고 20만 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며 신규로 10만 명에 대한
DNA 샘플, 라이프스타일, 의무기록을 수집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또한, 해외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와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일본인 고유 특성 규명
연구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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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U 등에 비해 유전적/환경적 다양성이 작은 국내 현황과 환자 및 일반인
hybrid 모형을 적용하는 계획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대상 질환별 연구 자원을
수집하고 해외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와 연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한국의 경우, 독자적으로 30만 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코호트를 확보하고 기존
유전체 코호트와 연계하여 50만 명 규모의 코호트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다는 연구결과58)도 존재하므로 동 사업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세부 질환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연구자원 수집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성 시 주요 연구가능 질환 규모를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연구의 파
급효과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우선순위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타깃 질환을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연구자원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총 47개 연관 학회의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 및 정밀
의료 연구가 필요한 질환의 수요와 구축·활용 목적, 대상자 규모, 추적 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주요 질환별 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 우선순위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음
- 희귀질환자의 경우, 중점 희귀질환 276개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동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질환별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신뢰성 있는 연구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연구 효과성을 고려해 동 사업에서 대상으로 할 타깃 희귀질환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질환, 질환의 발생률이 최근 증가하고 있거나 정밀
의료가 비교적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 해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현황이 미흡한 분야(차별화가 가능한 분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타깃 질환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연구자원의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대상자 모집 규모별 10년 추적 시 신규 발생자수 5천 명 이상을 확보
할 수 있는 주요 질병을 제시하였고, 50만 명 기반 구축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COPD, 골다공증, 천식, 암, 갑상선저하증, 뇌졸중 등의 연구가 가능하다고 제시함

58) 성주헌, 조성일, “한국 유전체 코호트 구축의 전략적 고려사항”, 예방의학회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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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대상자 모집 규모별 10년 추적시 신규 발생자 5천명 이상 확보 가능 주요 질병
기반 구축 규모

10만 명당
발생률

1만 명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2,000명이상

고혈압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
당뇨병

COPD
골다공증
천식

COPD
골다공증
천식

COPD
골다공증
천식

암(전체암 합계)
갑상선저하증
고관절골절
뇌졸중

암(전체암 합계)
갑상선저하증
고관절골절
뇌졸중

500-2000명

100-500명

50-100명

급성심근경색
갑상선암(여성)
백내장
갑상선항진증
유방암(여성)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의 수집 가능성 검토 시, 희귀질환자 10만 명과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의 모집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희귀질환자 10만 명의 도출 근거로 5년간 3개 상급종합병원 희귀질환
진단에 참여한 환자가 총 5만 명 수준이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평균 가족원 수
2명을 고려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환자들에게 데이터 수집·활용 동의를 구득할
수 있는 비율59)을 고려할 때 실제 해당 규모의 모집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 규모와 관련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산출 근거가 미흡60)
하고 기존 유사사업에서 일반인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질환자와 달리 일반인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자발적 참여자 데이터 확보가 질환자 데이터 확보보다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함61)
○ 국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구축 규모 이외에 해외 데이터와의 연계·
통합 또는 국내 특화 등 구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사전에 형성될 필요가 있음
59) (전문가 인터뷰) 실제 환자의 포괄 동의 비율은 45% 수준으로 기타 사유를 고려할 때 발생 건수의 10% 목
표가 현실적이며 20% 목표는 상당한 노력 필요(출처: 주관부처 2차 추가제출자료)
60) 예방적 지표 산출 측면에서 50만 명 필요, 100만 명 규모 산출을 위해 60만 명 도출(출처: 주관부처 2차 추
가제출자료)
61)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06~’09년)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 수준이 ‘만족’
이상이면서 재참여 의사와 권유 의사가 있는 핵심 고객은 50% 수준임(출처: 주관부처 2차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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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 동 사업 성과지표의 구성은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 구축’이라는 사업목표와 3대 전략목표의 달성도 측정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서에 총 18개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으나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성과지표를 재조정하여 사업단계별 목표에 따라 7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함
<표 3-13> 동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
구분

내용

성과
목표

한국인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공유·활용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1단계 (2021~2023)

단계별
성과
목표

성과
지표

2단계 (2024~2026)

○ 연구 및 산업계의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 미래의료 연구자원 수집 및 개방
을 통한 미래 신산업 촉진
-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연구 과제 지원
공유 데이터 댐 구축
- 동의 기반 100만 명 규모 데이터 연 - 공공·민간·이종산업간 연계 및 활용을 통해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
계·수집·생산
- 통합 바이오 데이터 관련 제품·기술 고도화
-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유전체 분석장비·기술 국산화)

지표명

지표명

통합 빅데이터 품질 오류율

3종 이상 데이터 연계 구축율

3종 이상 데이터 연계 구축율

데이터 서비스 가용률

데이터 서비스 가용률

테스트베드 활용건수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우수성

유전체분석기술 및 장비국산화

테스트베드 활용건수

진단·치료법 개발

출처: 주관부처 1차 추가제출자료

○ 사업목표에 제시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의 질적/양적 수준의 측면에서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하나 주관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는 동 사업에서 목표한 수준을 검토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바이오 데이터의 규모, 데이터 품질 등을 고려한 바이오 데이터 댐의
수요자 만족도 관련 성과지표가 핵심지표가 되어야 함
- 따라서 데이터의 양적 규모 측면에서 ‘3종 이상 데이터 연계 구축률’ 이외에 동
사업의 동의 기반 100만 명 규모의 데이터 수집, 생산, 연계 관련 성과가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성과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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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 사업에서 수집·생산된 데이터의 질적 수준과 관련하여 오류 판정 기준
등이 항목별로 세분화·구체화 되어 정의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수준 및 실제 활용도를 검토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제시되어야 하나,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수준 이외에 실제
성과물의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제시가 미흡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데이터 서비스 가용률’,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우수성’ 성과
지표는 동 사업 핵심 성과의 대표성 측면에서 미흡하므로 실제 서비스 활용도와
관련된 지표(플랫폼 접속량, 데이터 분양 실적 등)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 ‘테스트베드 활용 건수’ 성과지표는 연구/산업화 과제 지원 건수 중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확률을 25%로 가정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측정 산식이 모호하고 도전성이
낮게 설정되어 타당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자의 범위는 동 사업의 연구 및
산업화 과제 참여자에 국한되지 않음
○ 동 사업의 추진범위에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품 및
기술 고도화/국산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성과지표(기술이전료, 매출액
등)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유전체분석기술 및 장비국산화’ 성과지표는 기술개발 건수가 아닌 해당 기술개발을
통한 장비의 국산화 실적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진단·치료법 개발’ 성과지표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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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혜자 표적화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동 사업의 수혜자를 보완하여 제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동 사업 성과의 활용·확산을 통해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수혜자와 간접적인
수혜자가 대체로 적절히 표적화됨
○ 동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진단결과 보고서, 유전체 결과보고서 등을 받는 동
사업 참여자와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자인 산·학·연·병
연구자이며, 동 사업 범위에 유전체 분석기술/장비 개발 및 국산화가 포함되므로
관련 산업체도 직접적인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와 일반국민은 동 사업 성과물에 기반한 연구 및 산업적 활용을 통하여 사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수혜자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3-14>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수혜자
동 사업 성과

1차 수혜자 및 혜택
환자

100만 명 규모의
정밀의료 자원
(임상 정보,
유전체 정보,
마이크로바이옴,
라이프로그,
단백체 등)



참여자

자발적
참여자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자

의료기관
산업계

출처: 주관부처 1차 추가제출자료

진단결과
보고서, 유전체
결과보고서 등
결과 환류
다양한 연구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연구 Data
제공 혜택

2차 수혜자 및 혜택




정부, 일반국민

연구 및
산업적 활용 결과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의 경감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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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동 사업은 3대 전략목표에 해당하는 전략사업 분야별로 총 26개 세세부과제가 포함
되어 있으며, 이 중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전략사업 분야의 일부 세부
활동은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3개 전략사업, 10개 세부과제, 26개 세세부과제로 구성됨
<표 3-15> 동 사업 세부활동의 구성
전략사업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세부과제
1.1.1
1.1 데이터 구축
1.1.2
1.1.3
1.2.1
1.2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1.2.2
1.3.1
1.3 데이터 거버넌스
1.3.2
2.1.1
2.1 참여자 모집 및
2.1.2
임상정보 수집
2.1.3
2.2.1
2.2 인체유래물
바이오뱅킹
2.2.2
2.3.1
2.3 질병 유전체 정보생산
2.3.2
3.1.1
3.1 인체유래물 활용
3.1.2
연구과제 지원
3.1.3
3.2.1
3.2 데이터 활용
3.2.2
연구과제 지원
3.2.3
3.3.1
3.3 신산업 연계형
新 비즈니스 창출
3.3.2
3.4.1
3.4.2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3.4.3
3.4.4

세세부과제
데이터 구성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결과 환류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대국민 소통 및 윤리적 공감대 형성
참여자 모집
임상정보 수집 및 관리
지속가능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검체운송 및 보관
인체자원 분양
질병 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연계
유전체 데이터 변이분석 및 품질관리
유전체 연구
프로테옴 연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임상·역학 과제 지원
오믹스 과제 지원
헬스케어·AI 과제 지원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검체채취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핵산추출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전처리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염기서열분석/해독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 ‘(전략사업1)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은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구축
및 지속가능한 데이터 관리·운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3개 세부과제와 7개의
세세부과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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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사업2)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은 동의 기반 100만 명 규모(선도사업 포함)의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유전체 정보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3개 세부과제와
7개의 세세부과제로 구성됨
- ‘(전략사업3)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은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연구 및
산업 활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4개 세부과제와 12개의 세세부과제로
구성됨
○ 동 사업의 (전략사업1)과 (전략사업2)의 세부활동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수집/생산 및
관리에 연관된 직접적인 활동으로서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나,
(전략사업3)의 일부 세부활동은 사업의 성과물인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을
기반으로 바이오 데이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이므로 사업
목표와의 연관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3-1) 인체유래물 활용 연구과제 지원’ 세부과제는 유전체(기능유전체, 전사체 등),
프로테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데이터 생산과제를 사업단에서 공모·선정 후 과제
별로 적합한 오믹스 데이터를 생산하고 정보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데이터의
확보 측면에서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일부 인정됨
- ‘(3-2) 데이터 활용 연구과제 지원’ 세부과제는 데이터 댐에 축적된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역학 연구, 오믹스 연구, 헬스케어/AI 연구과제를 공모해
지원하는 활동이며 수요자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일부 존재함
- ‘(3-3) 신산업 연계형 新 비즈니스 창출’ 세부과제는 구축된 바이오 빅데이터의 다양한
산업적 활용(수요 맞춤형 데이터셋, 인공지능 모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므로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낮음
-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세부과제는 검체 채취, 핵산추출, 전처리 및
염기서열 분석/해독 등 유전체 분석 전주기 과정에 대한 핵심기술 및 분석기기의
국산화 연구를 지원하는 과제이며 해당 과제 성과물을 동 사업의 유전체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낮음
□ 동 사업 추진범위에는 총 58종, 1,228.6억 원 규모의 장비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장비는 동 사업의 목표 및 세부활동과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장비구축은 빅데이터 스토리지 및 플랫폼 구축, 정보생산 및 인체유래물 바이오뱅킹과
연계된 (전략사업1), (전략사업2)에 포함되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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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동 사업의 장비 구축 계획
구분

구축장비명

제작사

단가
(백만 원)

수량

총금액
(백만 원)

세부1-1-001

바이오 빅데이터 스토리지
및 컴퓨팅 시스템

HPE, DELL,
Renovo

36,943

1

36,943

세부1-1-002

유전체 관리 및 전송 시스템

HPE, DELL,
Renovo

800

1

800

세부1-1-003

임상정보 생산 시스템

HPE, DELL,
Renovo

500

1

500

세부1-1-004

보안전송망 구축용 100g 스위치

시스코

90

2

180

세부1-1-005

보안전송망 구축용 10g 스위치

시스코

10

2

20

세부1-1-006

양자암호통신망 장비

IDQ

175

2

350

세부1-1-007

바이오 빅데이터 네트워크
차세대 방화벽

FORTINET

125

4

500

세부1-1-008

사이버위협 상황정보 수집장치 및
딥러닝기반 차세대 악성탐지시스템

SNIPER 등

100

5

500

세부1-1-009

네트워크 및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HIWARE

250

1

250

세부1-1-010

통합로그관리시스템

LogCops

250

1

250

세부1-1-011

민감(개인)정보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소만사

250

1

250

세부1-1-012

보안관제 전용 플랫폼
운영 스토리지 구매

-

250

1

250

세부1-2-001

플랫폼 운영 서버 (운영용)

HP

65

2

130

세부1-2-002

플랫폼 운영 서버 (개발용)

HP

65

2

130

세부1-2-003

임상데이터 중앙관리 서버 (운영용)

HP

25

5

125

세부1-2-004

임상데이터 중앙관리 서버 (개발용)

HP

25

3

75

세부1-2-005

임상데이터 분산 데이터
서버 (운영용)

HP

88

6

528

세부1-2-006

임상데이터 분산 데이터
서버 (개발용)

HP

45

5

225

세부1-2-007

임상데이터 수집 서버

HP

79

46

3,634

세부1-2-008

임상데이터 연계 서버

HP

39

46

1,794

세부1-2-009

임상데이터 변환 장비(개발용)

HP

69

3

207

세부1-2-010

네트웍 스위치

Cisco

10

2

20

세부1-2-011

네트웍 어댑터

이지넷유비
쿼터스

0.1

16

1.6

세부1-2-012

네트웍 방화벽

AXGATE

94

2

188

세부1-2-013

네트웍 서버랙

인투알

1.2

1

1.2

세부2-1-001

웹 서버

Tmax

27

11

302

세부2-1-002

WAS 서버

Tmax

43

11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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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2-1-003

수집서버

HP

28

4

113

세부2-1-004

데이터베이스 서버

세부2-1-005

오브젝트 스토리지

HP

43

5

213

Naver

202

1

202

세부2-1-006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Naver

13

1

13

세부2-1-007

클라우드 커스터마이징 팩

Naver

261

1

261

세부2-1-008

클라우드 운영 및 기술지원 팩

Naver

57.6

1

57.6

세부2-1-009

ESB engine

MESIM

254

1

254

세부2-1-010

품질 관리 SW

DataStreams

464

1

464

세부2-1-011

IP-SEC VPN

CISCO

180

5

900

세부2-1-012

시스템 통합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제시스템

Naver,
Earni
Solution

998

1

998

세부2-1-013

데이터베이스 서버

HP

43

8

346

세부2-1-014

ESB engine, ESB Agen

MESIM

84

4

334

세부2-1-015

참여기관 수집서버

HP

28

8

220

세부2-2-001

바코드 스캐너

ZEBRA

0.5

125

62.5

세부2-2-002

원심분리기

eppen -dorf

25

50

1,250

세부2-2-003

믹스롤러

IKA

1

125

125

세부2-2-004

냉장고

대영 이앤비

2

25

50

세부2-2-005

데스크탑 컴퓨터(모니터 포함)

LG전자

1

75

75

세부2-2-006

자동화 인체자원 제작장비

ThermoFish
er

15,700

1

15,700

세부2-2-007

임상검사 분석장비

Roche

187

1

187

세부2-2-008

임상검사 분석장비

Roche

264

1

264

세부2-2-009

바이오뱅킹 관리시스템

Lab-vantage

2300

1

2300

세부2-2-010

공장형 자동화 냉동 저장장비

Li- CONiC

37,400

1

37,400

세부2-3-001

염기서열분석기

MGI

924

10

9,240

세부2-3-002

라이브러리 자동화기기

MGI

330

5

1,650

세부2-3-003

초저온 냉동고

Nihon
Freezer

20

66

1,328.4

세부2-3-004

항온항습기/실외기

㈜남영냉열
설비

6.6

12

79.2

세부2-3-005

초고속 네트워크 스위치
(클라이언트 서버 연결 용도)

Cisco

29.7

2

59.4

세부2-3-006

초고속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연결 용도)

Cisco

26.4

2

52.8

세부2-3-007

초고속망 네트워크 케이블 및 공사

LS 전선

27.5

1

27.5

세부2-3-008

데이터 전송 서버

Dell

27.5

2

합계
출처: 장비구축계획서 재구성

55
122,856.8

92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가. 세부활동의 적절성
□ 동 사업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활동이 대체적으로 적절히 도출되었으나,
일부 세부활동은 추진전략의 구체화 및 추진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업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세부활동으로서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1) (전략사업1)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 (전략사업1)은 ‘(1-1) 데이터 구축’, ‘(1-2)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1-3) 데이터 거버넌스’
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1-1) 데이터 구축’ 세부활동은 동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아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세부활동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컴퓨팅 인프라 구축 수준의 재검토가 요구됨
○ (1-1) 세부활동은 ‘(1-1-1) 데이터 구성’, ‘(1-1-2)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 ‘(1-1-3)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세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1-1-1) 세세부활동은 예산이 투입되는 활동이 아니며 동 사업에서 수집·생산하는
데이터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1-1-2) 세세부활동에 반영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성패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질적 수준
만족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와 직접 연관된 (1-1-2) 세세부활동 예산 규모(6년간
18억 원) 및 상세 추진계획62)은 완성도 높은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의 실효성 및 구체성이 미흡
하다고 판단됨
- (1-1-2) 세세부활동이 시범사업 및 용역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데이터별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계획의 적용 수준에서 도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 질환별/데이터별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실험방법에 의한 데이터 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처리 및 데이터 생산 표준화, inclusion criteria 등을 포함)
62)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전문가 위원회 운영(사업단),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적용/관리, 데이터 연계, 연구자 의견수렴,
데이터 가공 및 지식 DB 구축 등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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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활동이 (2-3), (1-2-2), (3-1) 등의 세부활동에서
분산적으로 수행되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하나의 세부
과제로 통합하거나 각 세부과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 (1-1-3) 세세부활동은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활동으로 동 사업이 수집·생산·관리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 및 해외 구축 사례를 고려할 때 데이터 저장 인프라
구축 수준은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컴퓨팅 인프라 수준은 재검토가
요구됨
- 주관부처는 데이터 저장 인프라로 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60PB, 연구자 서비스용
(분석 지원용) 24PB, 백업 스토리지 36PB 등 총 120PB를 제시함63)
- 동 사업의 분석용(저장용, 서비스용) 스토리지는 40만 명분의 질환 유전체 데이터
(30X 기준, gzip 파일의 경우 70GB, 종양 조직의 경우 기준 대비 3배), 60만 명분의
일반인 유전체 데이터를 포함하여 임상 데이터, 오믹스 데이터 및 라이프로그,
연구자별 저장 공간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에 있다고 판단됨
- NGS 데이터 저장 인프라로 37.7X coverage, BAM 파일 기준 82GB이 요구되며64),
해외 Genomics England의 스토리지 구축 사례를 살펴보면 50PB 규모의 데이터
저장 인프라를 통해 10만 명 규모의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 중임65)을 고려할 때 동 사업 데이터 저장 인프라 구축 수준은 적정 범위에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동 사업 컴퓨터 인프라 수준은 원본 데이터 1PB 당 600코어를 기준으로
산출한 265 노드(33,920 코어)66)를 제시하여 분석용 스토리지 전체가 아닌 저장용
스토리지 60PB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수준임
- 또한, 1PB당 600코어 산출 근거로 제시된 해외 사례(Wellcome Sanger Institute,
1PB당 636코어)와 달리 국내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 연구 수준이 불분명한 상황
63) 동 사업의 데이터 저장 인프라는 유전체 데이터의 경우 압축된 fastq 1 copy, 임상 데이터, 오믹스 데이터
및 라이프로그 각 1 copy를 위한 백업용 스토리지, 유전체 데이터의 경우 압축된 BAM 및 vcf 파일 각 1
copy, 임상 데이터, 오믹스 데이터 및 라이프로그 각 1 copy와 연구자별로 할당되는 저장 공간을 위한 분석용
스토리지로 구성할 계획임
64) Strandngs : Guide to Storage and Computation Requirements(출처: https://www.strand-ngs.com/support/
ngs-data-storage-requirements)
65) https://aws.amazon.com/solutions/case-studies/genomics-england/
66) 128코어/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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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국내외 사례에서 600코어 미만 사례가 다수 존재67)하여 컴퓨팅 인프라 산출
기준의 재검토가 요구됨68)
- 주관부처가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방안으로 자체 구축과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방안을 비교해 소요비용이 낮은 자체 구축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application 개발이 용이하도록 기술적 기능 지원 가능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가
아직 수립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ISMP 수립 후 인프라 구축 수준 적절성 재검토가
필요함69)
□ ‘(1-2)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세부활동은 동 사업의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아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세부활동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2) 세부활동은 ‘(1-2-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2-2) 데이터 결과 환류’ 세세부
활동으로 구성됨
○ (1-2-1) 세세부활동은 동 사업에서 수집·생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치료 연구
개발, 정밀의료 지원 SW와 도구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제공하므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나 (3-3-1) 세세부활동과의 통합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1-2-1) 빅데이터 플랫폼은 바이오 빅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인프라이며, (3-3-1)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은 산업적인 목적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별 데이터셋 및 분석환경이 구축된 플랫폼이라고 제시하였으나 빅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측면에서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UK Biobank가 ’18년 이후 연간 250개 이상의 연구를 승인하고 있고
각 연구에 4~7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것을 가정하여 플랫폼 동시 활용 연구자 수를
1,000명으로 제시하였으나, 국내 연구수요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70) 향후 실제
67) 유럽 EBI(1PB당 125코어), 일본 DDBJ(1PB당 286코어), 중국 NGDC(1PB당 567코어). 국내 GSDC(1PB당 286
코어), 소재 데이터(1PB당 350코어) 등
68) 분석 노드의 스펙이나 수량은 시간의 문제에 해당하며 분석의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음
69) (ISMP 수립 및 검토 계획) 기재부 협의(’21.9월) → 추진위 승인(’21.10월) → ISP 수립 및 최종산출물 도출
(~’22.5월) → 기재부(정보통신예산과)에 ISP 검토 요청(’22.5월)(출처:1차 추가제출자료)
70) UK biobank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9~’21년 사이 해당 데이터 활용이 승인된 국내 연구진 프로젝트는 9건
에 불과함(https://www.ukbiobank.ac.uk/enable-your-research/approved-research?query=korea#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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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요에 기반하여 단계적인 확대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1-2-2) 데이터 결과 환류’ 세세부활동은 ‘(2-1)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수집’ 세부
활동과 통합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2-2) 세세부활동은 유전체 분석 보고서의 생산이 주요 활동이므로 ‘(1-2)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세부활동으로서 연계성이 미흡함
□ ‘(1-3) 데이터 거버넌스’ 세부활동은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의 운영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부활동이므로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 (1-3) 세부활동은 ‘(1-3-1)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1-3-2) 대국민 소통 및 윤리적 공감대
형성’ 세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1-3-1)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세세부활동은 동 사업에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명확한 임무와 권한을 가진 추진체계가 요구되지만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 제시가 미흡함
- 동 사업은 양질의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표준화위원회, 사업단 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조직 등 거버넌스 조직의 임무와 권한을 구체화하고 동 사업을 통하여
수집·생산되는 데이터가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3-2) 대국민 소통 및 윤리적 공감대 형성’은 데이터의 수집·생성·활용 이외에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된 임무에 해당하므로 (1-3-1) 세세부활동과의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전략사업2)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 (전략사업2)는 ‘(2-1)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수집’, ‘(2-2) 인체유래물 바이오뱅킹’,
‘(2-3) 질병 유전체 정보생산’ 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2-1)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수집’ 세부활동은 동 사업의 핵심적인 활동으로서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추진전략의 구체성이 미흡함
○ (2-1) 세부활동은 ‘(2-1-1) 참여자 모집’, ‘(2-1-2) 임상정보 수집 및 관리’, ‘(2-1-3) 지속
가능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세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참여자 모집의 대상 및 규모 측면에서 100만 명 규모 도출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고

96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선도사업 연계를 포함한 참여자 모집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함
- 선도사업 연계를 통해 수집 가능한 세부 질환별 참여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참여자 모집 방안(각 질환별 연간 참여자 모집 규모, 동 사업+선도사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표 3-17> 사업 수행연도에 따른 질환자 연간 모집 인원수(안) (단위 : 명)
시범사업
(2+1)
구분

시범사업

암

연계형

’20년

’21년

5,000

10,000

0

모집

합계

2단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75,000

0

0

4,000

4,000

5,000

4,000

4,000

4,000

25,000

0

0

0

15,000

30,000

45,000

45,000

15,000

0

150,000

선도
연계

500

0

0

24,500

25,000

0

0

0

0

50,000

모집

0

0

0

11,000

21,000

21,000

19,000

9,000

0

81,000

선도
연계

400

0

0

8,600

10,000

0

0

0

0

19,000

5,900

10,000

0

73,100

100,000

81,000

78,000

38,000

14,000

400,000

합계

’22년

1단계
’23년

희 모집
귀
질 선도
환 연계
중
증
난
치

본사업
(4+2)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 대상 질환별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범위를 특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집 규모에 집중할 경우 질환별 데이터가 과소 집계되거나
과다 집계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환자 선정기준이 사전에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자발적 참여자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40만 명 규모의 직접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도사업의 연계를 통해 20만 명 규모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 나이, 지역 등을 면밀히 고려한 구체적인
참여자 모집 계획의 제시는 미흡함
- 동 사업의 착수 시점부터 모든 범위의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는 계획이 제시되
었으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방안이 완성도 높게 수립된 질환이나 데이터별로 단계적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초기에 생산된 데이터는 잘못 수집되거나, 적절하게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향후 표준화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활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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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임상 정보 및 유전체 데이터에 비해 오믹스 데이터 및 라이프로그의 표준화,
품질관리 기준 수립 등의 선행작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단순 반복을 통하여 데이터 규모의 빠른 증가가 가능하므로 양질의 데이터
구축 가능성이 확인된 이후에 데이터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데이터 완결성에
대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됨71)
- 라이프로그의 경우, 다양한 측정기기를 사용하더라도 표준화된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디바이스 플랫폼 사업자(구글, 애플, 삼성 등)와의 협력 방안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 참여기관의 데이터 수집 과정이나 방법 등이 기존 프로토콜과 달라질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참여기관 또는 기관장이 연구자의 표준화
가이드라인 준수 및 표준화된 시스템 사용을 관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참여기관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제시하였으나, 필수
조건 등이 미제시되었고 참여기관이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할 동기 부여
요인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2-1-1) 참여자 모집’ 세세부활동은 참여자 모집 일정에 관한 활동이므로 (2-1-2)
세세부 활동과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2) 인체유래물 바이오뱅킹’ 세부활동은 동 사업의 핵심적인 활동으로서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2-2) 세부활동은 ‘(2-2-1) 검체 운송 및 보관’, ‘(2-2-2) 인체자원 분양’ 세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통해 수집될 시료들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 인프라에 대한 활용성을 검토하여 인프라 구축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수집된 인체유래물은 현재 941만 바이알 수준이며 세부
적으로 혈청(Serum)이 3,768,658 바이알, 혈장(Plasma)이 3,738,135 바이알로 도합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DNA는 1,100,524 바이알로 12% 수준임72)
71) 현재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QC가 제대로 되지 않아 summary statistics도 해외 연구
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기관의 태도나 데이터 수집·처리 수준이 달라졌다는 증거 없이 다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전문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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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종류별 수집 현황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저장시설로 3,203㎡(970평) 및 1,200㎡(370평) 규모의 2개의
저장실이 운영 중이고 최대 822대73)의 저장장비 설치가 가능하며 현재 저장장비
683대(최대 저장공간 대비 83.1%)가 가동 중임
- 동 사업에서 100만 명분(3,000만 바이알 규모)의 인체자원 저장 장비 구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수집현황(43만 명분, 941만 바이알)을
고려할 때 신규 인프라 구축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됨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냉동고에 보관 중인 시료에는 주관부처가 기존 사업의
한계로 제시한 바와 같이 동의 구득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동 사업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QC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 및 시계열상 데이터의 활용성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시료들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에서 새롭게 수집하는 데이터의 바이오뱅킹 인프라 수준은 기존
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 기존 인프라의 활용성 제고 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야 함
- 또한, 동 사업에는 100만 명 규모의 인체자원 제작 및 저장 장비에 대한 계획만
제시되어 있고 해당 장비가 설치되는 시설의 구축은 별도의 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74)이므로 추진계획상 불확실성이 존재함
72) 2019년 기준 267,532 바이알 수집(혈장 119,016 바이알, 혈청 100,630 바이알, DNA 23,435 바이알, 단핵세포
11,792 바이알, 요 9,037 바이알, 연막 3,622 바이알 등)
73) 기계식냉동고(-80℃) 204대, 액체질소냉동고(-150℃) 609대, 전자동자원관리플랫폼 6대, LN2 공급탱크 7기(8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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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질병 유전체 정보생산’ 세부활동은 동 사업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유전체 데이터 생산전략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2-3) 세부활동은 ‘(2-3-1) 질병 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연계’, ‘(2-3-2) 유전체 데이터
변이분석 및 품질관리’ 세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2-3-1) 질병 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연계’ 세세부활동은 유전체 데이터 생산 측면에서
국고를 지원하여 국내 민간 유전체 기업들과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제고 및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주관부처는 유전체 데이터 생산전략으로 사업 참여기관이 생산장비를 일괄 도입하여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안(1안)과 참여기관의 생산 및 민간 위탁생산을 통한 데이터
분할 생산(2안)을 고려하고 있음
- 동 사업 참여기관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유전체 데이터를 직접 생산할 경우
유전체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사업 종료 후
장비의 활용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민간의 유전체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함
- 따라서 동 사업 추진 시 상기 (1안), (2안) 외에 유전체 데이터 전량을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방안(3안)을 포함하여 사업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선택되도록 관련 민간기관 및 협회 등과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75)
○ ‘(2-3-2) 유전체 데이터 변이분석 및 품질관리’ 세세부활동 관련하여 유전체 분석
파이프라인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고도화하기보다는 기존에 구축된 파이프라인 중
분석 대상 유전체에 가장 적합한 파이프라인을 선정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전략사업3)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 (전략사업3)은 ‘(3-1) 인체유래물 활용 연구과제 지원’, ‘(3-2) 데이터 활용 연구과제 지원’,
‘(3-3) 신산업 연계형 新 비즈니스 창출’,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세부
74) 주관부처는 국립중안인체자원은행의 저장용량 포화도가 80%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별도 사업 추진을 통해
인체자원 관리시설 증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관련 용역(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관리시설 증축방안
연구, ’20.5~’20.10.)을 수행하여 타당성 및 소요 예산(약 185억 원)은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75) 주관부처는 (1안)에 비해 (2안) 추진 시 약 7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관련 근
거의 제시는 미흡하며, 최근 민간 유전체 생산 시장의 비용 하락 추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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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구성됨
□ ‘(3-1) 인체유래물 활용 연구과제 지원’ 세부활동은 자발적 참여자(60만 명) 데이터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은 존재하나 데이터의
수집이 아닌 활용 지원에 해당하여 동 사업 내에서 대규모로 추진할 필요성은 미흡
하다고 판단됨
○ (3-1) 세부활동은 ‘(3-1-1) 유전체 연구’, ‘(3-1-2) 프로테옴 연구’, ‘(3-1-3) 마이크로바
이옴 연구’ 세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주관부처는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에 해당하는 유전체 데이터는 수요자 연구목적
및 사용자 요구에 맞게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생산할 계획이며, 이때 데이터 생산을
위한 추가 플랫폼 도입을 검토한다고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데이터 생산계획은
미제시됨
- 주관부처는 질환자 4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는 (2-3) 세부활동을 통해 생산하고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는 (3-1) 세부활동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수요자 요구에 따라 생산할 계획을 제시함
-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정보 수집 및 생산 측면에서 (3-1) 세부활동을 ‘(2-3) 질병
유전체 정보 생산’과 분리하여 추진할 당위성은 크지 않음
- 또한, 성별, 나이, 지역 등이 면밀하게 고려되고 연구과제와 연계된 자발적 참여자
모집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제시가 미흡하고 공모
방식의 과제 지원으로는 다양한 코호트 구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백체, 전사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의 경우, 유전체 데이터와 다르게 구체적인
확보 목표의 제시가 미흡하고 향후 활용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실험방법에 의한 데이터 간 오차 최소화를 위해 조직처리 및 데이터 생산 표준화,
inclusion criteria 마련 등이 필요하나, 관련 품질관리 계획 제시가 미흡하고 공모
방식에 의해 생산을 추진하여 데이터 생산의 일관성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상기 데이터는 유전체 데이터와 달리 연구수요에 따라 생산되는 데이터의
결과물에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활용범위에 제한이 있음
○ 인체유래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유한한 자원이므로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나 관련 계획의 구체성은 미흡함
- 주관부처는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인체유래물의 활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분양 심의 단계에서 선착순이 아니라 활용가치가 높은 오믹스 데이터를 생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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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심의할 계획임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제시
되지 않음
-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는 국고를 통해 지원하는 것보다 이미 펀딩이 확보된
사업성 높은 연구 주제에 한해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데이터 생산을 공모·지원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데이터 생산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세부활동은 데이터의 생산과 더불어 동 사업을 통해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관련 피드백 채널 구축 측면에서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은
존재함
□ ‘(3-2) 데이터 활용 연구과제 지원’ 세부활동은 (3-1) 세부활동과 같이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의 데이터를 수요자 요구에 따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목표와 연계성은
존재하나 데이터의 수집이 아닌 활용 지원 측면에서 동 사업 내에서 대규모로 추진할
필요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 (3-2) 세부활동은 ‘(3-2-1) 임상·역학 과제 지원’, ‘(3-2-2) 오믹스 과제 지원’, ‘(3-2-3)
헬스케어·AI 과제 지원’ 세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3-2) 세부활동은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동 사업에서 수집·생산한 빅데이터 활용
제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 등에서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성이 높음
○ 또한, (3-2-3) 및 (3-3-2) 세세부활동은 인공지능 기술과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단·예측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차별성이 낮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TRL 상 차이점을 소명하였으나 TRL 단계에
따라 세부활동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 수요자 연구목적 및 사용자 요구에 맞게 연구과제에 연계한 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위한 추가 플랫폼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데이터 생산
계획은 미제시됨
- 자발적 참여자 모집 방안이 연구과제와 연계되어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미흡하고, 공모 방식의 과제 지원으로 다양한 코호트 구축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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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세부활동은 (3-1) 세부활동과 같이 동 사업을 통해 수집 및 생산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관련 피드백 채널 구축 측면에서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은
존재함
□ ‘(3-3) 신산업 연계형 新 비즈니스 창출’ 세부활동은 동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미흡하여
세부활동으로서 적절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3-3) 세부활동은 ‘(3-3-1)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3-3-2)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세세부활동으로 구성됨
○ 新 비즈니스 창출 지원 측면에서 기업 수요에 필요한 일반적인 모형을 제공하는
방안의 효과성이 의문시됨
- 주관부처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형태를 가진 바이오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기술적, 인적 역량의 한계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제시하였지만, 관련 근거의 제시는 미흡함
- 주관부처가 실시한 FGI 결과를 살펴보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은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조사됨76)
- 중증난치질환, 암, 희귀질환 진단/예측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세부질환별 서비스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데이터셋이 상이하므로 해당 서비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데이터셋을 수집할 경우 이를 활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기업들이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여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성과물의
창출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접근 방안이라 판단됨
○ ‘(3-3-1)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세세부활동은 ‘(1-2)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세부활동 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세부활동은 동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미흡해
세부활동으로서 적절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3-4) 세부활동은 ‘(3-4-1) 검체채취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3-4-2) 핵산추출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3-4-3) 전처리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3-4-4)
염기서열분석/해독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세세부활동으로 구성됨
76) 실시간 이용 및 데이터 연계가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 표준화 추진(65.2%) >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적 문제해결(56.5%) > 데이터의 품질 및 보안 향상(47.8%) >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발굴 및 연계(43.5%) >
맞춤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39.1%) > 데이터 생성, 관리, 활동 등 생애주기별 가이드라인 제공(30.4%) >
데이터 제공방식의 다양성(21.7%)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17.5%) > 기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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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자료에서 향후 정밀의료에 대한 산업 기반기술로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국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지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 목표인 동 사업 내에서 해당 세부활동을 추진할 당위성은 부족하므로 해당
세부활동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별도 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품화 및 인허가 목표 시기가 ’27~’28년이므로 동 사업 내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하였을 때 동 사업의 세부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다수의 유사 연구과제가 존재함
나. 기획위원회 전문가 구성 및 기획 활동의 적절성
□ 동 사업 기획위원회의 산·학·연·병 전문가 구성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의 성과물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전문가의 참여나 임상의학 외 보건
의료계 전문가의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획을 위해 총괄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당 위원회에 산·학·연·병 전문가 54인77)이 참여함
- 총괄기획위원회는 기획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5명씩
추천을 받아 의료계, 학계, 산업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총 16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고 전체 기획의 사업내용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
- 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데이터 댐 구축, 참여자 모집, 데이터 생산, 데이터 활용)를
구성하고 총괄위원회 소속위원을 포함하여 산·학·연·병 전문가 54인이 참여하여
내역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함

[그림 3-10] 동 사업 기획위원회의 구성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77) 중복 참여 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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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 기획위원회별 전문가 구성을 검토한 결과, 소속기관 측면에서 산·학·연·병
구성이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술분야별 균형성의 측면에서 일부
분야 전문가의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동 사업 기획위원회는 학계 참여비중(44.4%)이 높고 연구소의 참여 비중(5.6%)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기반조성형에 해당하는 동 사업의 특성과 병원 관계자의
참여(22.2%)가 중요함을 고려할 때 소속기관 측면에서 균형성은 적절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됨
- 다만, 기획 참여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데이터 수집·생산·활용에 치중되어
있어 빅데이터 플랫폼(HW/SW) 구축 관련 전문가의 참여78) 및 임상의학 외 보건
의료계 전문가의 참여는 미흡함
<표 3-18> 동 사업 기획위원 구성 현황
구분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산

학

연

병

기타

계

5

6

-

5

-

16

데이터 댐 구축

2

2

-

3

1

8

참여자 모집

2

7

1

4

-

16

데이터 생산

1

10

1

2

-

14

데이터 활용

5

4

1

4

1

15

13

24

3

12

2

54

계 (위원회 중복 참여 제외 기준)
출처: 주관부처 2차 추가제출자료 재구성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획을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수의 수요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성, 우선순위 평가 등이
이루어지 않았고 동 사업 (전략사업3) 분야의 세부활동이 해당 수요조사 결과로부터
적절히 기획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획을 위해 일반국민, 환자, 연구계,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수요조사를 실시함
- 일반국민 및 환자,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는 국가 주도로 바이오 빅데
이터의 수집 및 생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 형성 및 의료
정보 제공 참여도 관련 근거자료로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산업, 의료, 연구계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는 동 사업 성과물인 빅데이터 댐의
직접적인 활용 수요 측면에서 동 사업 (전략사업3)의 세부활동과 연계하여 검토가
78) 기획 참여위원의 전공분야를 고려할 때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전문가는 4인 내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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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3-19> 주관부처가 실시한 수요조사 현황
수요조사 대상

수요조사 시기

일반국민
(406명)

’20.10.8.~10.14.

일반국민
(1,000명)

’21.3.3.~3.9.

환자 및 가족
(919명)

주요 내용

수요발굴
성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성 파악
•본 사업 단계별 일반 국민의 수요 파악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 여부 파악

-

’21.5.13.~5.19.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성 파악
•본 사업 단계별 환자의 수요 파악

-

연구계 1차
(55명)

’21.1.18.~2.5.

•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구축
및 정밀의료 연구가 필요한 질환의 수요와
구축·활용 목적, 대상자 규모, 추적기간
등 조사

연구수요
49건

연구계 2차
(26명)

’21.5.24.~6.4.

•인체유래물 활용 연구과제 지원, 데이터
활용 연구과제 지원 과제 수요조사(RFP)

RFP 33건

산업,의료,연구계
(405명)

’20.11.11.~12.18.

•본 사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해 활용
가능한 R&D 연구과제 수요조사

연구수요
158건

산업계
(16명)

’20.5.17.~5.21.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지원과제 도출

RFP 22건

총괄위
(4명)

’21.4.13.~4.20.

•본 사업에서 구축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한 활용사례 도출(CASE STUDY) 실시

빅데이터
활용
사례 7건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재구성

○ 주관부처가 실시한 수요조사는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연구수요로서 객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연구수요 발굴 측면에서 실시한 대부분의 수요조사 대상이 협소하다는 한계점이
있고, ‘(전략사업3)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세부활동은
수요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연구계 2차 수요조사 결과로 제시된 연구 유형별 과제 현황은 동 사업의 세세부
과제를 기준으로 수요조사가 실시되었고, 해당 수요조사의 결과가 동 사업의 세부
활동 도출에 반영되기 불가능한 시기에 해당함
- 산업, 의료, 연구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20.11.11.~12.18.) 결과를 살펴보면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연구 진행 시 활용 데이터 정보는 ‘진료·검진
정보, 물리적 측정 데이터’가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전체 정보’(63.3%),
‘공공 의료 정보’(47.5%)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동 사업 세세부활동인 `(3-1-2) 프로테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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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1-3)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3-2-2) 오믹스 과제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도출됨
- 또한, ‘(3-2-3) 헬스케어·AI 과제 지원’을 비롯하여 ‘(3-3) 신산업 연계형 新 비즈니스
창출’ 및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과제의 도출과 관련된 타당한 수요
조사 결과는 제시되지 못함

[그림 3-11] 수요조사 결과 활용데이터 정보 우선순위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 (전략사업1)과 (전략사업2)의 세부활동은 bottom-up 형태의 연구수요조사보다 세부
수행방식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검토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FGI 자문,
법률 검토 등을 수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 기획을 위해 6차례의 FGI 자문과 2차례의 법률 검토를 수행함
<표 3-20> 주관부처가 실시한 FGI 자문 및 법률 검토 현황
구분

F.G.I
자문

법률
검토

실시시기

주요 내용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이슈 사항 점검
(1차) ’20.10.13.
•단계별 애로사항 및 활용성과 파악
(2차) ’20.10.13.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방안 논의
(3차) ’20.10.13.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4차) ’20.12.23.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활용 지원 방안 논의
(5차) ’21.3.22.
•고부가가치 바이오 정보 생산과제(생산종류, 규모, 방법 등) 계획
(6차) ’21.3.22.
•개인 맞춤형 건강 정보 생산과제(생산종류, 규모, 방법 등) 계획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법률 검토
(1차) ’21.1.26.
•주민등록번호 연계 등에 대한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법률 검토
(2차) ’21.4.13.~4.20.
•주민등록번호 연계 등에 대한 자문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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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활동의 과학기술적 유사·중복성
□ 최근 5년간 수행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키워드 등을
중심으로 동 사업의 유사과제를 도출하여 유사·중복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지원,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과 관련된 유사
과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유전체 수집·생산 관련 세부활동은 추진규모 및 범위 측면에서 기존 유사사업과
차별성이 존재하고 기존 유사사업의 성과물을 동 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며 향후에
성과물을 연계하여 관리할 계획이므로 동 사업의 유전체 수집 및 생산 외의 세부
활동인 (3-3), (3-4)에 대한 유사·중복성 검토를 수행함
○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출 지원 관련 유사과제 수행현황(’16~’21년)을
NTIS에서 조사한 결과,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개인기초연구’,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자주도 질병극복연구사업’ 등에서 약 30건이 도출됨79)
○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관련 유사과제 수행현황(’16~’21년)을 NTIS에서 조사한
결과,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바이오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서 약 90건이 도출됨80)

79) (NTIS 검색 키워드) ‘건강정보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 ‘진단 관리 인공지능’, ‘수요 맞춤형 데이터’, ‘비즈
니스 모델 개발’, ‘인공지능 모델’ 등
80) (NTIS 검색 키워드)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유전체 분석 국산화’, ‘검체채취 자동화’, ‘핵산추출 자
동화’, ‘시퀀싱 라이브러리 제작’, ‘염기서열분석 국산화’, ‘염기서열분석 소프트웨어’, ‘염기서열분석 하드웨어’,
‘핵산 추출 카트리지’, ‘나노포어 멤브레인’ 등

108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원안에서 미제시된 세부과제별 성과지표를 소명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세부활동의 성과지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분과별 기획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지표 전문가 검토를 수행
(’21.12.7.~12.15.)하여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를 보완하여 제시함
○ (1-1) 세부활동의 경우, ‘품질관리 수준 유지’ 성과지표의 오류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성과지표는
ISMS81), ISMS-P82) 인증 획득을 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데이터 품질관리 만족도’ 성과지표는 유사사업(바이오 데이터 관련 기존 사업
등)을 고려하여 목표 초기치 설정값에 대한 근거 제시가 요구됨
○ (2-1) 세부활동의 경우, ‘미래의료 자원 모집율’, ‘임상정보 자원 정도관리 적합률’이
연차별 질환자/자발적 참여자 모집목표 대비 비율로 제시되어 있고 해당 기준으로
산출된 ‘실제로 연구에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규모는 사업계획에 제시한 수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미흡함
- ‘임상정보 자원 정도관리 적합률’을 연차별 모집목표에 적용할 경우, 사업의 종료
시점에 수집되는 데이터 규모는 약 83만 명 수준임
- 주관부처가 목표치 설정근거로 제시한 참여자의 참여 철회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현실적 참여자 모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목표 재검토가 요구됨
○ (3-2) 세부활동의 ‘데이터 기반 가이드라인 개발’ 성과지표는 건강식품, 치료 후 케어
등의 필요성과 정의가 모호하므로 비급여 대상 가이드라인의 정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3-3) 세부활동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과지표는 실증을 통해 유효성이 확보된
서비스 모델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81)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8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이 증명하는 제도(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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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활동의 기간 추정과 시간적 선후관계의 적절성
□ 동 사업 세부활동은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이 착수되는 시점부터 대부분의 세부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세부활동의 시간적 선후관계 타당성은 낮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3개의 전략사업 대부분의 세부활동을 사업 착수 시점부터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음
<표 3-21> 동 사업의 세부활동 추진 로드맵
중분류

추진내용
(1-1-1)
데이터 구성

시범

Y0

Y1

Y2

Y3

Y4

Y5

2020~21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범사업)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데이터 구성안 마련
(시범사업) ← 데이터별, 질환별 표준양식 및 표준운영절차 마련

(1-1-2)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
(1-1)
데이터
구축

(1-1-3)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시범사업)

표준양식 및 표준운영절차 업데이트 (필요시) →

(시범사업) ← 데이터별, 질환별 품질관리 기준 및 방안 마련
(시범사업)

지속적인 데이터 정제 →

(시범사업)

인공지능 기반 품질관리 자동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

(시범사업)

24PB,
54노드
컴퓨팅
시스템

32PB,
72노드
컴퓨팅
시스템
증설

24PB,
56노드
컴퓨팅
시스템
증설

24PB,
56노드
컴퓨팅
시스템
증설

12PB,
32노드
컴퓨팅
시스템
증설

4PB,
15노드
컴퓨팅
시스템
증설

(시범사업) 보안전송망 구축 및 운영 →
(시범사업) 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

(1-2-1)
(1-2)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1-3)
데이터
거버넌스

(시범사업)

바이오 빅데이터 DB 구축 →

(시범사업)

민감데이터 활용 보안환경 구축 →

(시범사업)

사용자 맞춤형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화경 구축 →

(시범사업)
(시범사업)

일반 참가자 지원 환경 구축 →
바이오 데이터/정보 공유/교류 환경 구축 →

(시범사업)

플랫폼 운영 및 사용자 지원 환경 구축 →

(1-2-2)
데이터 결과 환류

(시범사업)

참여자 및 일반 대중 등에게 데이터 환류 →

(1-3-1)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시범사업)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연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
사업단 구성 및 운영 →

(1-3-2)

(시범사업)

← 윤리위원회 및 ELSI 연구 구성 및 운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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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추진내용

시범

Y0

Y1

Y2

Y3

Y4

Y5

2020~21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참여자 대표체 구성
(시범사업)

←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운영(안) 마련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운영
(웹사이트, 공공미팅, 유선상담,
홍보물 발간 등)

대국민 소통 및
윤리적 공감대
형성

상시 ELSI 과제 연구 수행
(시범사업)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자 독려 전략 개발

(시범사업)

개발한 콘텐츠의 매체를 통한 전달

설문조사를 통한
사업 인식도 확인 및
사업 개선 방향 모색 →
(시범사업)

사업 참여자 독려를 위한 컨텐츠 개발
← 참여자 모집 수행체계 수립
(수행체계 역할 구성, 컨소시엄 선정 등)

(시범사업)
(2-1-1)
참여자 모집

참여자(자발적 참여자·질환자) 모집
← 선도사업 연계 위한 선도사업 운영체계 마련
(전문위원회 선정 등)
← 선도사업 선정 및 시범사업 이관
← 유전체 보유 선도사업 선정
← 임상정보 수집구성(질환자 자발적 참여자 임상정보)

(2-1)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수집

← 추적조사 임상정보 관리 체계 수립(질환자·자발적 참여자)
(2-1-2)
임상정보
수집 및 관리

(시범사업)

← 참여자 임상정보 수집·관리 프로토콜 개발
← 임상정보 관리 및 표준화 방안 마련
추적조사 임상정보 수집 및 관리
(상시 추적조사 주기, 수집정보 등)
← 공공기관, 마이헬스웨이를 통한 2차 자료 수집을 위한
연계기관 수집항목 협의 및 표준 데이터 셋 도출, 추가
연계기관 모집

(2-1-3)
지속가능한
← 상시 추적조사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수집체계
참여자 추적조사를 위한 공공기관 2차
구축
자료 연계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
연계시스템 오픈, 2차 연계자료 개방 및 연계기관 지속 확대 →

← 검체수집 프로토콜 개발, 검체수집체계 구축 및 교육
(2-2)
인체유래물
바이오뱅킹

(2-2-1)
검체 운송 및
보관

(시범사업)

← 운송체계 구축 및 운송기관 선정

(시범사업)

← 제작기관 선정 및 인체자원 제작(1차년도)

(시범사업)
(시범사업)

검체수집 및 운송 →
← 자동화 자원제작장비·저장장비 도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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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추진내용

시범

Y0

Y1

Y2

Y3

Y4

Y5

2020~21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밸리데이션
(시범사업)

자동화 자원제작 →

저장장비 자원
(시범사업) 자동화저장
및 관리 →
← 자원제작기관 선정
← 인체자원 제작
← 자동화 자원제작장비 구축 및 밸리데이션

(2-2-2)
인체자원 분양

자동화 자원제작 →
← 자동화 저장장비 도입 및 밸리데이션
자동화 저장장비 자원
저장 →
← 유전체 생산장비·시약 선정·계약(협상) 및 유전체 생산기관 선정

(2-3-1)
질병 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연계

유전체 데이터 생산
유전체
생산장비·시
약
단가협상 →
← 기본변이분석(Germline, Somatic mutation) 파이프라인
비교연구 및 정밀성 검증
← 기본변이분석 파이프라인 고도화
← 고도변이분석(Germline, Somatic mutation)
파이프라인
비교연구 및 정밀성 검증

(2-3)
질병 유전체
정보 생산

고도변이분석
파이프라인
고도화 →
(2-3-2)
유전체 데이터
변이분석 및
품질관리

변이분석 자동화
알고리즘 연구
대규모 코호트 분석·통계보정 파이프라인 개발·검증·고도화
품질관리 기준·가이드라인 및 파이프라인 개발·고도화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의 고속 변이분석기술 개발
한국인 표준유전체 서열 기반 변이분석 적용기술 연구
국내외 인간 표준유전체 데이터 수집
기본 및 고도변이분석 수행
대규모 코호트 집단분석을 통한 변이보정

(3-1)
인체유래물
활용
연구과제
지원

← 현황조사 및 과제 선정
(3-1-1)
유전체 연구

← 검체 확보 및 동의 구득
데이터 생산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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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추진내용

시범

Y0

Y1

Y2

Y3

Y4

Y5

2020~21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현황조사 및 과제 선정
(3-1-2)
프로테옴 연구

← 검체 확보 및 동의 구득
데이터 생산 및 연구
← 현황조사 및 과제 선정

(3-1-3)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3-2-1)
임상/역학 과제
지원

(3-2)
데이터 활용
(3-2-2)
연구과제 오믹스 과제 지원
지원
(3-2-3)
헬스케어/AI 과제
지원

← 검체 확보 및 동의 구득
← 데이터 생산 및 연구
5개과제
선정

7개과제
선정

8개과제
선정

10개과제 14개과제
선정
선정

2개과제
선정

5개과제
선정

5개과제
선정

7개과제
선정

8개과제
선정

3개과제
선정

7개과제
선정

6개과제
선정

9개과제
선정

11개과제
선정

16개과제
선정

13개과제
선정

10대암/희귀질환/만성질환 관련 유전체/오믹스 등에 대한
기업수요 기반의 데이터 수집
수집된 데이터의 세트화 및 세트화된 데이터의
구조매뉴얼제작
(3-3-1)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수집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분석환경
개발/구축

분석환경 고도화

데이터간 융합 및
데이터의 가공/추출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환경 개발/구축

데이터 처리환경 고도화

생성된 데이터세트에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3-3)
신산업
연계형 신
비즈니스
창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성능 검증
암진단기술개발
암치료 또는 예후관리 기술개발
만성질환 치료/관리를 인공지능 모델 기반의 만성질환
위한 인공지능 모델 치료 또는 관리 서비스 모델 실증
개발
희귀질환 치료/관리를 인공지능 모델 기반의 희귀질환
위한 인공지능 모델 치료 또는 관리서 비스 모델 실증
개발

(3-3-2)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빅데이터 빅데이터
수집도구 수집도구
검증
수정/보완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도구 분석도구
검증
수정/보완
(3-4)

(3-4-1)

용기구조

제품화 및 양산화

인허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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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추진내용

시범
2020~21

Y0

Y1

Y2

Y3

Y4

Y5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분석 및
시제품
생산

시약성분
분석 및
시제품
생산

검체채취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3-4-2)
핵산추출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3-4-3)
전처리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프로토콜 개발

신뢰성
평가

성능검증 및 양산화
프로토콜개발

인허가 및
신뢰성평
가

장비 설계 및
시제품제작

제품화

시약성분분
석 및
성능검증 및 양산화 인허가 및 신뢰성평가
프로토콜개발
시제품
생산
장비 설계 및
시제품제작

시약성분
분석 및
시제품
생산

제품화

인허가 및
신뢰성
평가

성능검증 및 양산화 인허가 및 신뢰성평가
프로토콜개발

장비 설계 및
시제품제작
(3-4-4)
염기서열분석/
해독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인허가 및
신뢰성
평가

제품화

인허가 및
신뢰성
평가

변이 검출을 위한 분석기술개발
유전체 분석용 소재기술 개발
유전체 분석 해독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 동 사업의 세부활동은 ① 세부 질환별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발, ②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 ③ 빅데이터 기반 활용 연구과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나, 각 세부과제가 병렬적으로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시간적 선후관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세부질환별 데이터의 표준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의 활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슈가 다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먼저 세부 질환별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완성도 높은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향후 표준화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변경·추가를 지원함
으로써 과거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함

114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주관부처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표준 프로토콜을 동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형태의 표준화 적용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임을 제시
하였지만, 실제 원활한 표준화 추진 가능 여부는 의문시됨
- 또한, 빅데이터 활용 과제는 빅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빅데이터 활용 과제가 사업의 착수 시점부터 수행되어 시간적
선후관계가 적절하지 않음
- ‘(3-3-1)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세세부활동의 경우 데이터셋 구축과
해당 데이터셋 구축 이후 가능한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3-3-2)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세세부활동의 경우
추진전략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어 시간적 선후관계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함
-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세부활동의 경우, 개발된 분석기술과 장비를
사업 종료 직전 시점에서야 동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성과의 연계·활용 측면
에서 부적절한 추진 일정으로 판단됨

5. 추진전략의 적절성
가.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사업단 구성방안을 비롯해 과제 선정 및 관리 계획은 대체로 적절히 제시되었으나
동 사업이 인프라 구축 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 및 연구 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동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물 관리·활용·확산 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정밀의료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 평가를 통한
사업단장 선정 계획을 제시함
- 사업단장의 선정은 1차 평가위원과 2차 평가위원을 상이하게 구성하여 선입견을
배제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선정평가 지표는 비전과 리더십(25), 과거 업적
및 R&D 관리역량(20), 사업운영전략 및 계획(30), 국제적 네트워킹 역량(25)임
○ 과제 선정, 관리 및 평가는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므로
동 사업 추진단계별, 과제별 담당 전문기관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과제의 선정은 계획서 접수(사업단) → 사전검토(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 서면
평가(평가위원회) →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실사평가(사업단) → 투자적격성 및
규모심사(투자심의위원회) → 최종 확정 및 연구 개시의 절차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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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평가, 투자적격성 및 규모심사는 각 연구단계별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서 구성·운영할
계획임
- 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한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마일스톤 평가와 연차 점검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동 사업은 하나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사업 전체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각
부처별 임무 및 역할을 고려하여 추진단계별/과제별 선정평가, 마일스톤 방식의
진도 관리, 다음 단계 진입과 연계한 최종평가 및 성과관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성과관리 계획이 ‘사업에서 창출된 성과현황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전주기에 반영’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제시되었으나 소명자료를 통해 구체성을 개선함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바이오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연구 참여자로 구분된
성과물 관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의 활용·확산 및 사업화와 관련된 연차별
주요 활동 계획(안)을 제시하여 사업계획 원안 대비 구체성을 개선함
- 다만, 동 사업은 양질의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페널티 부과
방안83) 등 성과 환류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나.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동 사업의 추진체계 구성, 역할 분담 및 사업단 운영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양질의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 운영, 부처 간 업무조정을
위한 강력한 권한 부여가 요구됨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사업으로 4개 관계부처가 전체 예산 대비 매칭 비율을 설정한 후
‘(가칭)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이하 ‘사업단’)’과 최종예산 협약을
83) 주관부처는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동 사업은 표준화된 데이터 수립을 위해 페널티 부과 등의 네거티브
방안 보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도
록 할 예정이나 기관 단위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표준화 가이드라인 준수 및 표준화된 시스템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참여기관 자격을 박탈할 계획임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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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사업단에서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형태임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법인의 형태로 신규 사업단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단이 사업 운영과 실무지원을 총괄하고 사업의결기구로서 사업 주관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추진체계가 제시됨
- 이사회는 사업단 최고 의결기구로서 4개 부처의 국장급 4인과 의료계·학계·산업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민간위원 약 20여 명으로 구성되고 정관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함
- 사업단은 법적 정체성 확보 및 민감정보의 안정적인 관리, 사업종료 후 후속 사업
기획·수행 등을 위해 법인의 형태로 신규 구축되며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연구개발과제 기획·관리·평가 및 성과 창출 지원, 협약, 예산 집행·정산, 홍보 등의
실무를 주관하여 수행함
- 사업단의 자문·협의 기구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빅데이터 표준화위원회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처 협의를 거쳐 분야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 유관기관 협의체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등 사업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운영됨
- ELSI 위원회는 민감정보를 다루는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타당성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심의·자문 등 수행함
- 개인정보보호센터는 민감한 건강·임상 정보, 유전체 데이터 등의 〮오·남용 및 유출
방지, 가명처리 적정성 검증 등 수행함

[그림 3-12] 동 사업의 추진체계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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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동 사업 수행주체의 구성, 주요 역할 및 기능(안)
조직

구성

주요 역할 및 기능

이사회

•4개 부처 국장급 4인,
•사업단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관 및 운영, 사업
의료계·학계·산업계·시민
계획 수립·점검, 예산 집행 및 결산 등 주요 의
사회 등 분야별 민간
사결정사항 심의·의결
위원 약 20여 명

사업단

•단장 1인, 사무국장
1인, 사무국 직원 23인 •사업수행 총괄
내외

(가칭)
R&D
운영
지원

경영
지원

과제
관리

•총 4인 내외
(팀장 1인 포함)

•사업운영 제도 및 규정관리
•정부 및 관련기관 대응, 사업비 운영
•사업단장 수행 및 사업단의 일반 행정관리
•계약 및 협약 체결
•위원회 등의 운영
•그 외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 관리

•총 5인 내외
(팀장 1인 포함)

•R&D 사업추진의 총괄적인 업무 담당
•과제기획의 방향성 설정
•과제평가 및 성과관리 등 총괄운영 담당
•세부과제별 마일스톤 관리
(진도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 관리 등)

(가칭)
연구자원 •총 5인 내외
수집 및
(팀장 1인 포함)
생산
(가칭)
R&D
(가칭)
수행
국가
통합
지원
•총 8인 내외
바이오
(팀장 1인 포함)
데이터 댐
운영

•참여자 및 자원화 관리
•IRB 및 전자 동의서 관리
•임상 정보 수집 및 정제
•ICT 인프라 및 대용량 정보 처리
•개인정보 관리 및 정보보호위원회·진단위원회
등 운영
•폐쇄연구환경지원 안내 콜센터 운영
•사업단 홈페이지 관리

분야별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의료/기초연구/법·제도/산업·활용지원 등 분야
구성
별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빅데이터
표준화위원회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데이터 품질관리계획 수립, 표준화 및 품질관리
구성
자문 등

유관기관 협의체

•의료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을
개발사업 전문기관 등
위해 협의체 설치·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

ELSI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민감정보를 다루는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타당성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윤리적·
법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심의·자문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민감한 건강·임상 정보, 유전체 데이터 등의 〮오·
구성
남용 및 유출방지, 가명처리 적정성 검증 등

출처: 주관부처 1차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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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양질의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자문 수준으로 제시된 빅데이터 표준화위원회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동 사업을 통해 수집·생산된 자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표준화위원회는 데이터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표준화 및 품질관리 자문
역할 이외에 실제 데이터 품질이 미흡하거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을 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해 동 사업에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가 해당 위원회
에서 수립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제를 통해 질환별 데이터를 수집 및 생산하는 경우 해당 질환별 데이터의
품질을 자체적으로 평가·검증할 수 있는 세부 품질관리조직의 구성(데이터 수집·
생산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위주의 품질관리 담당자)이 요구되며, 세부 품질
관리조직을 통해 검증된 데이터를 다시 평가·검증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총괄 품질관리조직(동 사업단의 품질관리 담당자, 각 질환별 데이터 의미론적
분석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2-3) 세부활동에서 유전체 데이터의 변이분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팀이 포함된 그룹을 운영84)한다고 제시하였으나, 실제 추진체계에는 해당
그룹 및 역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바이오 빅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업단
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바이오 빅데이터 표준
화위원회 아래 세부 분과(표준화분과, 품질관리분과)를 신설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상기 거버넌스
개편과 신규 상설조직 운영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요구됨

84) 유전체 데이터 변이분석·품질관리 그룹은 연구개발팀, 변이분석팀, 품질관리팀과 총괄운영팀으로 구분되며,
팀 내외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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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 거버넌스 개편(안)
출처: 주관부처 소명자료

○ 부처별 업무조정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괄기획·조정기구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통의 사업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의 총괄기획·조정기구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한다고 제시함
- 또한, 동 사업은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 간 기획-예산-평가 전 단계의 칸막이 없는
협업 강화를 추진한다고 제시하였으므로 부처별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단·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추진체계에서 ELSI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는 두 위원회 모두에 연계되므로 통합 운영하거나 사업
단의 인력 배치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ELSI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심의·자문하고
권고사항을 만드는 조직이고, 개인정보보호센터는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관리하는 상설조직으로 서로 구별됨을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제시함
○ 또한, 바이오 데이터 활용 시 법률 위반(제3자 데이터 재활용·재제공 등)에 관한
모니터링 수행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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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사업 성과분석 결과의 반영 정도
□ 주관부처는 다수의 선행사업과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한계 및 동 사업과의
차별성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외부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한 동 사업 세부 추진전략의 적절성 검토는 미흡함
○ 주관부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한국인유
전체 역학조사 사업’ 등 13개 선행사업의 주요특징 및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
으나,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외부 지적사항들의 제시는 미흡함
- 선행사업별 한계점과 동 사업과의 차별성, 성과물 연계·활용 방안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나 동 사업의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측면의 개선사항
발굴 및 분석은 미흡함
○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2개 시범사업(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한 동
사업의 준비 방향을 분석하여 제시함
- 시범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최종 성과물의 분석 등에 한계가 존재하나, 주관
부처는 데이터 활용, 수집·생산 및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동 사업의 준비 방향을
분석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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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필수계획 및 유관 분야 선택군 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필수계획으로 ‘정밀
의료’ 및 ‘바이오 빅데이터’와 관련된 계획을 선택군 계획, 기타 계획으로 분류하여
동 사업과의 부합성을 분석함
○ 동 사업은 필수계획, 선택군 계획 및 기타 계획과 부합성이 높게 나타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부합도

구분

계획명

필수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선택군 계획

낮음

보통

높음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22.)

∨

기타 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21.5.26.)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21.4.27.)

∨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필수계획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보통

대체로 적절

적절

부합도 보통

대체로 부적절

보통

대체로 적절

부합도 낮음

부적절

대체로 부적절

보통

선택군 계획

부합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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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의료혁신을 위한 정밀의료 실현의 내용을 포함하여
동 사업과 부합성이 높음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수립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이자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임
○ 동 사업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 4.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과 관련된 ‘중점추진과제 16.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과 부합성이 높음
- ‘중점추진과제 16.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은 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② 의료혁신을 위한 정밀의료 실현, ③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가보건의료
체계 구축의 내용을 포함함
- 동 사업은 정밀의료를 위한 질환별 유전체 생산 및 품질관리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과의 부합성이 높음
○ 또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20개의 중점과학기술 중 생명·보건
의료 분류의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규명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정밀의료 인프라 기술’ 등은 동 사업의 기술개발 내용과 연관성이 있음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전략

동 사업 관련 내용

중점추진과제 16.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②의료혁신을 위한 정밀의료 실현
○ 난치성 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한 원리 규명
전략 4.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 건강한 개인 및 질병 환자의 오믹스(omics)*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질환
의 원인을 규명하는 유전체 정보 이용 질환원인규명기술 개발
* 유전체(genome),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질체(proteome) 등 생물학적 정
보의 총체적인 해석에 관여하는 학문체계

○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
○ 개인 의료 정보 등을 활용한 신의료 기술·제품·서비스, 생명시스템
분석기반의료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합의 및 법적 근거 마련
출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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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미래의료 기반 확충 및 보건의료 연구자원
개방·공유의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사업과 부합성이 높음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거,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반영하여
수립됨
○ 동 사업은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략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의 ‘중점과제 1-3.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
‘전략 2.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의 ‘중점과제 2-1. 보건의료
연구자원의 개방·공유 강화’와 부합성이 높음
- ‘중점과제 1-3.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의 ‘세부과제 1-3-1. 개인 맞
춤형 정밀의료 확산’은 다양한 질병에 대한 맞춤형 예방·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정밀의료 자원 구축을 포함하고 있어, 동 사업과 부합함
- ‘중점과제 2-1. 보건의료 연구자원의 개방·공유 강화’의 ‘세부과제 2-1-1. 안전한 보호에
기반한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정보 활용’은 의학·정책연구 목적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유전적 요인, 임상 정보,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동 사업과 부합성이 높음
<표 4-4>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전략
전략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전략 2.
개방·연결
·융합을 통한
R&D 혁신
시스템 구축

동 사업 관련 내용

중점과제 1-3.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
1-3-1.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 예방부터 치료까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 유전체 정보 기반 맞춤형 항암제 개발 및 전(全) 암 동반 진단 플랫폼 구축 등
으로 암 정밀의료 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
- 다양한 질병에 대한 맞춤형 예방·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정밀의료 자원 구축

중점과제 2-1. 보건의료 연구자원의 개방·공유 강화
2-1-1. 안전한 보호에 기반한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 국민적 동의를 거쳐 의학·정책연구 목적으로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치 강화
-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환자 진료 정보 등 보건의료 정보의 수집·활용체계 전반에 있어 시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지원
- 환자 정보 수집·이용·제공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의 통제권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체계를 마련

출처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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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은 선진적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내용을 포함하여 동 사업과 부합성이 높음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바이오 연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생명
연구자원85)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연구·산업현장에 원활히 공급하여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됨
- 바이오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혁신형 R&D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촉진(빅데이터 활용률 ’25년 40%) 및 안정적
연구를 위한 연구 소재 자립률 제고(소재 자립률 ’25년 60%) 등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및 10개 추진 과제로 구성됨
<표 4-5>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4대 전략 및 추진 과제
4대 전략
1.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10개 추진 과제
1-1.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체계 마련
1-2. 선진적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2-1.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14대 소재 클러스터 육성

2.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2-2. 현장 눈높이에 맞는 소재 공급·활용 환경 조성
2-3. 국제 환경 대응을 위한 국내 환경 정비

3.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 정립

3-1. 바이오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재·데이터 자원 신속 공급
3-2.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활용 환경 구비
4-1. 범부처 협력 체계 공고화

4.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4-2. 연구·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4-3. 생명연구자원 활용 인력 양성

출처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20.5.13.)

○ 동 사업은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전략 1.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의 ‘추진과제 1-2. 선진적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과 부합함
8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
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유전자원을 포함)과 관련 정보 등
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
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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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1-1.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체계 마련’에 의하면,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활용되는 모든 데이터(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익
명화된 임상 데이터 등 포함)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서 수집하며, 동
사업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은 사업 초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의
연계·활용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 ‘추진과제 1-2. 선진적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의 주요 내용은 데이터 가치 제고를
위해 임상 연구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에
제공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임상 정보, 유전 정보 및 멀티오믹스 정보, 진료·검진
등 2차자료 연계 정보 및 개인생활습관 정보를 포함)로 구성된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동 사업과 부합성이 높음
<표 4-6>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전략

동 사업 관련 내용

추진과제 1-1.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 체계 마련
○ 범부처가 협력하여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조성
- (체계) 부처·사업·연구자별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이하,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 특수 목적으로 부처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복지부 CODA, 농진청
NABIC 등 자체 전산 HW 설비와 DB를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 및 소재
클러스터 DB는 데이터스테이션에 실시간 연계(API방식)

- (범위)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활용되는 모든 데이터(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익명화된 임상 데이터 등 포함)를 수집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를 유전정보, 임상정보 등의 수집·제공이
가능한 인체유래물 은행으로 허가 추진

1.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리제도 마련
- R&D로 생산된 데이터가 데이터 스테이션에 수집될 수 있도록 ‘국가 생
명연구자원 수집·관리 표준지침’ 제정(관계부처 사전 협의)
- 민·관 합동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데이터 국가 등
록 표준(안) 마련

추진과제 1-2. 선진적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 임상 연구 데이터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가치 제고
- 바이오 빅데이터*, 암 빅데이터 플랫폼 등 바이오 R&D사업에서 생산되
는 임상 연구 데이터를 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CODA, 복지부)과 데
이터스테이션에서 수집·제공
* 한국인 100만 명의 유전·임상정보 수집·공급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 임상 연구 데이터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하에서 안전하게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처리 방법,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 임상 정보 및 바이오 데이터 등을 포함한 연구를 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역할 및 심의 기준 등을 포함한 상세 가이드라인 제정

출처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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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22.)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중 하나로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동 사업과 부합성이 높음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통한 사람중심 혁신성장’
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된 전략으로, 혁신의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을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신규
일자리 30만 명 창출 등을 목표로 함
- 기술개발, 인허가, 생산 및 시장출시 각 단계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함
<표 4-7>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단계별 주요과제
주요 정책과제

내용
1.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2. 병원을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육성
3. 혁신 신약·의료기기 정부 R&D 확대
4. 바이오헬스 금융·세제 집중 지원

(인허가)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

1. 식약처 전문성 강화 및 인허가 신속 처리

(생산)
바이오헬스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1.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협력체계 구축

(시장출시)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2. 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3.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의 규제 선진화
2.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3. 5년 내 원부자재 30% 국산화로 전후방산업 동반 성장
1. 시장 진입 지원
2. 플랜트 패키지 수출
3. 해외시장 진출 기반 강화

출처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 합동(2019.5.22.)

○ 동 사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중 ‘1.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부합성이 높음
- ‘1.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는 ①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 ② 단일 병원 단위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新기술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 ③ 인공지능 등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탐색을 지원하여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④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산업경쟁력 진단 및 유망기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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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⑤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개방·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동 사업은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데이터 구성 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100만 명 규모 국가 미래의료 임상 정보 집적,
임상·역학 과제/오믹스 과제/헬스케어·AI 과제 지원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연구
및 산업적 연구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므로, 해당 계획과 부합성이 높음
<표 4-8>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주요 정책과제

동 사업 관련 내용
1. 기술혁신을 위한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① (바이오 빅데이터)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
개발 등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20~, 복지부·과기부·산업부)
○ 희귀난치질환 원인 규명, 개인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질병
극복 연구에 활용
○국내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 글로벌 유전체 생산을 강화하여 범아시아
바이오 기술 선도
* 장기체류 외국인(236만), 다문화 가정(96만), 외국인 환자(40만) 등

○ 유전체 분석기술·장비 개발 지원을 통해 유전체 분석역량 확충
② (데이터 중심병원) 단일 병원 단위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新기
술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20, 복지부)
바이오 헬스
○
데이터 보유규모, 연구역량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하여,
기술개발
비식별화된 진료기록 빅데이터 구축
혁신생태계 조
* 본인 동의,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내 전산 환경, 병원 내 기관생명윤리위원
성
회(IRB) 등 절차 준수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
* 병원 내·외의 다학제 협업연구 및 신약개발 등에 활용

○ 정부 산하 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설치, 데이터 중심병원 종합지원
및 의료데이터 활용도 제고*
* 데이터 중심병원의 의료데이터 정제·표준화 및 병원 간 용어매핑, 국제표준 보급·
확산 등 데이터 활용가치 증대

⑤ (국민건강 공공 빅데이터)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이 보유
한 의료 빅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개방·활용(’19~, 복지부)
○ 공개대상 정보 범위, 개방·활용대상, 절차 등 별도 TF 구성·사회적 논의
* 가명조치된 정보는 본인동의가 없어도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중(’19, 행안부)

출처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 합동(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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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여 제약·의료
연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동 사업과 부합성이 높음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을 비전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 도약하기 위해 제시된 계획임
- 전체 28개의 추진과제 및 10대 대표과제를 제시하며, 10대 대표과제에는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 그린 스마트 스쿨, ⑤ 디지털 트윈,
⑥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 스마트 그린산단,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 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됨
○ 동 사업은 10대 대표과제 중 ‘① 데이터 댐’의 내용과 부합하며, ‘디지털 뉴딜’ 중
‘1. D.N.A. 생태계 강화’의 내용과 부합성이 높음
-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 1. D.N.A. 생태계 강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에서는 임상 정보, 검체, 유전체 데이터 등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여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제약·의료 연구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연계·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함
<표 4-9>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정책방향

동 사업 관련 내용

① 데이터 댐
○ (데이터)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10*→30개), 공공데이터 14.2만 개
신속 개방, AI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 데이터 확충
* (現)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디지털 뉴딜

1. D.N.A. 생태계 강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데이터 수집·활용) 생산성 증대 및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생활밀접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증대
[의료·바이오]
○ 임상정보·검체, 유전체 데이터 등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
하여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제약·의료 연구 활성화
○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보유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확대 개편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

출처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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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21.5.26.)
□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에는 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이 포함되어 동 사업과 부합성이 높음
○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21.5.26.)에서 BIG3 산업 중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안건들이 집중 상정되어 논의되었고,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에
제시된 ‘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위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안)’에는
사업 추진체계 실증을 위한 2.5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의 추진
내용 및 성과, 본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이 포함됨
- 선도사업 30만 명을 포함하여 총 100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를 구축·관리하기 위해
6년간 약 9,878억 원(민간 339억 원을 포함), 1,557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됨
-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대규모 빅데이터 구축, 동의를 기반으로 한 통합 연구자원
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산업화 활용 극대화 등 3대 전략과 연계된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정밀의료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및 ‘정밀의료
글로벌 선도국가 TOP 5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그림 4-1]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사업 비전 및 전략
출처 :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 관계부처 합동(20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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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위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안)’에서 제시한 비전 및 전략, 사업개요, 전략별 추진과제와 부합성이 높음
<표 4-10>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3대 전략

동 사업 관련 내용
① (참여자 모집·정보 수집) 개인 동의 기반으로 질환자 40만 명*,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 등 참여자 모집 및 바이오 데이터 수집

동의 기반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생산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구축·운영

* (질환별 모집규모(안)) 희귀질환: 10만 명, 암환자: 10만 명, 중증·난치질환: 20만 명
** (자발적 참여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포함, 연령별·성별·지역별 다양성 확보

② (인체유래물 바이오뱅킹) 수집된 검체(혈액·뇨·조직 등)는 국립중앙인체자
원은행(국립보건연구원 소재) 기탁하여 반영구적으로 보관·관리
③ (바이오 데이터 생산) 고품질 유전체 데이터 생산(전장유전체분석 중심) 및
변이분석, 품질관리를 거쳐, 임상·개인생활습관정보 등과 결합하여 개인 단위의
통합 바이오 데이터 생산
④ (데이터 추적·환류) 2차자료 연계 등을 통한 질병 발생 및 예후, 동반 질환
정보 등 참여자 데이터 지속 추적·환류체계 마련
① (데이터 댐 구축) 임상·유전체·멀티오믹스·공공 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등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및 플랫폼(H/W) 구축
② (데이터 활용환경 구성) 대용량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활용·연구할 수 있도록
슈퍼컴퓨팅 기반 보안 분석환경 구축, 분석·연구 결과 환류
③ (데이터 거버넌스) 대규모 민감정보 활용에 따른 사회적 협치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산·학·연·병 및 시민사회 참여)

① (고부가가치 바이오데이터 생산) 연구 목적에 따라 유전체·임상 정보 등 기존
정보 외 추가 바이오 데이터 구축·활용 연구 지원
데이터 활용 ② (정밀의료 선도과제 지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데이터 기
반 임상·역학연구 등 정밀의료 기술개발 연구과제 지원
지원을 통한
연구·활용 ③ (산업 연계형 新비즈니스 창출) 기업수요 기반 맞춤형 데이터셋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실증을 위한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성과 극대화
④ (유전체 분석기술·장비 개발) 검체채취-핵산추출-전처리-염기서열 분석 등
유전체 분석단계별 핵심기술 및 장비, 소모품 국산화 개발 지원
출처 :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 관계부처 합동(2021.5.26.)

사.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21.4.27.)
□ 데이터 공유·연계·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21~’25)」은 동 사업과 부합성이 존재함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이 성숙됨에도
표준화 전략 및 방안의 미흡으로 임상적·산업적 성과 창출에는 제약이 있어 보건
의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의 관건인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화 전략 및 실천로드맵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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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핵심과제
핵심과제

내용
① 한국인 주요 질환·감염병 대상 표준참조용어세트 개발

1. 활용 중심 용어 표준화

② 국제용어표준 기반 매핑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③ 우리나라 의료현장에 맞는 K-표준용어체계 마련

2.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
(FHIR) 도입
3. 미래형 데이터 표준화
4. 표준화 선도사례
실증·확산
5. 추진기반 강화

① FHIR 도입을 위한 공통데이터 항목 표준 마련
② 표준 전환 가이드라인 개발
① 실사용례 기반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
② 임상-개인생성건강데이터 연계·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① 표준화 선도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 추진
② 지속가능한 표준화 유인체계 마련
① 표준화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② 보건의료정보 용어·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

출처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 보건복지부(2021.4.27.)

○ 동 사업은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수집·생산한 정보를 데이터 댐과 연계하여
연구·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핵심과제 ‘1. 활용
중심 용어 표준화’ 및 ‘3. 미래형 데이터 표준화’와 부합성이 존재함
- 단,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의 일정을 고려할 때, 해당 로드맵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된 결과물(참조용어세트, 용어 표준화, 가이드라인)이 동 사업이
착수되는 ’23년에 즉시 적용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4-12>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핵심과제
1. 활용
중심
용어
표준화

동 사업 관련 내용

① 한국인 주요 질환·감염병 대상 표준 참조용어세트 개발
○ (대상질환)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질환·감염병 총 20종
- (국제표준기반 대상 질환 개발 계획) 주요 10대 호발암 ’21~’23년, 감염질환 ~’21년,
주요 심뇌혈관질환 ’22~’24년, 주요 만성질환 ’23~’25년

○ (임상 분야 확대) 사실상 표준이 부재하거나 그간 현장에서 표준화 필요 영역*
으로 제안된 분야의 용어 표준화
* 증상, 임상 소견 등 더욱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하는 SNOMED-CT 도입 및 확산

① 실사용례 기반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표준화 방안 마련
○ 현황조사 및 분석자료 기반 실증적 표준항목 도출
3. 미래형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마이헬스웨이(PHR) 구축 시 임상데이터·개인생성건강데이터
연계 지원을 위한 표준화 방향, 범위 및 지침서 도출을 위한 연구
데이터
표준화 ② 임상-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연계·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 임상데이터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연계 및 활용 공통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출처 :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 보건복지부(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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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가. 관련 사업 간의 차별성
□ 동 항목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예산요구서에서 제공한 연구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및 유전체와 관련된 유사·유관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 목적,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 측면에서 동 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연계의 적절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함
○ 주관부처는 바이오 빅데이터, 유전체, 정밀의료, 바이오 플랫폼 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NTIS에 검색한 결과 및 정부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총 13개 유사사업을 선별하였고,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5점 척도의
유사중복성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사중복성 높음(3.5이상~4.5미만), 매우 높음
(4.5이상)에 해당되는 선행사업은 없다고 제시함
<표 4-13> 주관부처가 제시한 유사중복성 평가 결과 및 연계방안
유사중복성
(5점 만점)
매우 높음
(4.5이상)
높음
(3.5이상
~4.5미만)
보통
(3.0이상
~3.5미만)

선행사업

비고(선행사업 연계)

없음

-

없음

-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 사업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사업 (’20)에서
KoGES 데이터 2,500명을 연계하였으며,
이 중 2,500건의 전장유전체를 생산하고,
추가 데이터는 본 사업과 연계할 계획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자폐 가족 WGS 사업
정밀의료 기반 암진단·치료법 개발
대장암 다중유전체 분석사업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오믹스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
CDM 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매우 낮음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 개발
(2.5미만)
데이터 스테이션 사업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사업
낮음
(2.5이상
~3.0미만)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유전체
보유, 미보유 선도사업을 구분해 연계 추진
중, 본 사업에서의 제3자 동의 및 추적
가능 여부, 데이터 수준 등을 선도사업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계할 계획
유사중복성이 매우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수집된 데이터는 동 사업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연구 및 산업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 범위 확대를 고려
동 사업 종료 이후에도 데이터가 지속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스테이션
사업과 통합·연계를 통해 국내 바이오
빅데이터 자원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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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가 실시한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는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기준이 미제시되
었고 유사중복성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수(3인)가 작으며 위원별 의견 차이가 큰
사업도 존재하므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선행사업을 포함해 총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동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표 4-14>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사업간 차별성 및 연계 방안 조사대상 사업
주관

사업명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다부처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사업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울산시/UNIST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
보건의료 생물자원 종합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형질분석연구사업
산업통상자원부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질병관리청
코호트 추적조사 및 기반 연구지원 사업

사업기간
’14~’21
’04~계속
’19~’22
’17~’21
’16~’20
’17~’21
’19~’24
’17~’26
’21~계속
’19~’23
’08~계속
’20~계속
’12~계속
’15~’21
’05~계속

’21 정부예산
(백만 원)
40,768
29,639
10,346
12,051
180
6,000
1,100
5,000
1,800
7,653
9,400
2,168
4,091
4,695

출처 : 예산요구서, NTIS 등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이 동 사업과 유사·유관 사업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상당수의 조사대상 사업들과 데이터 수집 대상 질환 및 데이터 규모
이외에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나, 동 사업은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므로 사업목표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하고 조사대상 사업
들과의 적극적 성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연계를 추진 중인 4개 사업의
연계 현황 및 향후 연계가 가능한 조사대상 사업들과의 성과 연계 계획(데이터의
내용, 추적가능 여부, 제3자 동의 여부 등)을 제시함
○ 다만, 주관부처가 연계 계획을 제시한 선도사업 외에도 조사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 연계(샘플 및 旣 구축 데이터의 연계/활용, 데이터 표준 및 가이드라인
활용 등)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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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은 인간 유전체 분석 및 서비스 인프라 구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과 지원분야/대상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해당 사업은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인간 유전체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해양수산생물, 동·식물, 미생물
등)의 유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함
○ 각 부처에서 생산한 유전체 정보는 해당 부처 유전체 정보센터에 등록 후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로 공유 및 연계됨
□ 주관부처는 제3자 동의 여부, 추적가능 여부, 데이터 수준 등을 검토하여 동 사업과
연계할 계획을 제시함
○ 주관부처는 확보된 인간 유전체(약 650명) 연구자원의 경우, 동 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여 제시함
<표 4-15>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14년~’21년(총 8년)
사업유형
부처별 상이
미래 수요에 대비한 유전체 유망분야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체 정보 활성화를 위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미래유전체 유망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연구 지원, 사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사업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질환 중심 인간유전체 실용화 임상연구, 유전체 데이터 분석 핵심
기반기술 개발 및 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사업내용
지원, 질환별 고성능·저비용의 다중 오믹스분석 S/W플랫폼 기술개발, 한국인
유전체 연구자원 정보생산 및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체 산업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물 유전체연구 및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동·식물, 미생물 등 유전 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생명자원 개발
다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부처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통해 생산한 유전체 정보는 해당 부처 유전체
정보센터에 등록하고, 이후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KOBIC)로 공유 및 연계
추진체계
 GenomeInfraNet 시스템(GINs)을 통하여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에서
생산된 모든 유전체 정보 통합 관리
’14
’15
’16
’17
’18
’19
’20
’21
예산확정액*
(백만 원)
46,200
49,069
55,204
49,381
49,880
50,290
48,602
41,468
* NTIS에서 확인된 7개 부처 예산확정액 총합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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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은 바이오 연구 및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하여 소재
자원을 수집하여 조직화·체계화하고 범부처가 협력하여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으로 통합하여 산·학·연·병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과 지원분야/대상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조성’ 내역사업은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소재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또한,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기반조성’ 내역사업은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의 통합 수집·제공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해당 사업과 동 사업의 적극적인 성과 연계가
필요하며, 주관부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수립된 표준등록양식 및 표준운영절차를 동
사업의 유전체·오믹스 데이터 표준화에 활용할 예정이고, 동 사업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사업 종료 후에도 ‘데이터 스테이션’으로 지속적 연계할 계획임을 제시함
<표 4-16>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추진체계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21년~계속(기존 사업 이관 이후)
사업유형
연구인프라조성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조성·육성
 1. (소재) 분야별 육성·연계 전략 없이 품목별 운영하던 각 부처 소관 소재자원은
행을 14개 분야 클러스터로 조직화·체계화하여 육성
 2. (데이터) 범부처가 협력하여 R&D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에 통합 수집하여 산·학·연·병에 제공
다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총괄)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공동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해 사업
참여부처가 공동 이행하고, 생명연구자원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운영
주요 사안 결정
 (세부) 분야별로 책임·관계 부처, 기관, 인프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예산확정액*
(백만 원)

’21
97,815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기반조성 29,639)

사업내용
부처

- (바이오 연구 소재) 14대 클러스터별 책임부처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해당소재 분야
연구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협력하여 이행
- (바이오 연구 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여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활용 지원

* NTIS에서 확인된 6개 부처 예산확정액 총합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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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은 공통데이터모델(CDM)의
국내 표준모델 제시 및 이를 활용한 의료데이터 기반의 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동 사업과 사업목적/지원대상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함
○ 해당 사업은 기관별로 상이한 의료데이터의 구조를 하나로 변환하기 위한 CDM
표준안 마련 및 규약 개선, CDM의 활용을 통한 의료기술, 보건의료 정책 등 공공
목적의 연구 지원, CDM의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보보호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의료기관 내 축적된 임상 데이터의 직접 교환 없이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을 통하여 여러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동 사업과 성과물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됨
<표 4-17>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19년~’21년(총 3년)
사업유형
응용연구
 공통데이터모델(CDM)*의 국내 표준모델 제시, 호환 방안 및 규약개선 마련
 CDM 활용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의료 데이터 기반의 공공·
산업적 연구 활성화
* CDM(Common Data Model) : 기관별 상이한 데이터 구조를 동일한 하나의 구조로 변환
하기 위해 정의된 데이터 구조 (예: OMOP CDM, Sentinel CDM 등)

사업내용

부처

추진체계

 (CDM 표준안 마련 및 규약개선) 공공기관-민간기관(병원) 간 CDM 표준안 마련
및 국제 표준화, 용어 매핑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모델 연계, 호환 방법 및
규약 개선 연구
 (CDM 활용을 통한 의학·정책 등 공공목적 활용연구) CDM을 활용한 의료기술,
보건의료 정책 등 보건복지부 소관분야 연구 지원
 (CDM 활용을 통한 제도·정보보호 등 공공목적 활용연구)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
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CDM의 활발한 활용을 위한 제도 및 정보보호 기반마련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분담
 (공동추진) 규약 개선 등을 위한 연구는 부처 공동 추진*
* 부처 간 데이터 연계는 불가능한 구조, 의료데이터 민감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분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민간 CDM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실증
 (보건복지부) 의학·정책·제도·정보보호기술 등 공공목적 연구
’19
’20
’21
예산확정액*
(백만 원)
8,541
11,654
10,346
* NTIS에서 확인된 2개 부처 예산확정액 합계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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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정밀의료)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정밀의료)’는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데이터 및
임상 정보 수집 등을 추진하여 동 사업과 지원분야/대상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해당 사업은 NGS 암패널 분석을 통한 암 환자(1만 명)의 유전체 프로파일링 및
암 유전체 변이와 표적치료제를 매칭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정밀의료 기반의 암
진단·치료법 개발(K-MASTER)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P-HIS)을 추진함
□ 주관부처는 제3자 동의 여부, 추적가능 여부, 데이터 수준 등을 검토하여 동 사업과
연계할 계획을 제시함
○ 해당 사업을 통해 구축된 K-MASTER 포털에 공개되는 일반적 통계 정보 이외에
진단 정보, 유전체 변이 정보, 임상·치료·생존 정보 및 1만 명의 암 유전체 데이터
베이스 등은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사업으로 연계되어 활용 가능함
<표 4-1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정밀의료)
’17년~’21년(총 5년)
사업유형
응용연구
 개인 유전체 및 임상데이터,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예측 의료를
통해 암 진단·치료법 및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지원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치료법 개발) 진행성 암환자 1만 명에 대한 유전체 자료
확보,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 실시 등을 통한 암 진단·치료법(K-MASTER) 개발
 (정밀의료 기반 병원정보 시스템 개발) 내원 환자의 의료데이터, 유전체, 병원정
보 등을 실시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 내 정밀의료시스템(P-HIS*) 구축
* P-HIS : ‘Post’, ‘Precision’, ‘Personalized’ Hospital Information System
- 병원별로 구입 및 운영중인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현, 표준화
된 자료관리·보안 대응

부처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통) 정밀의료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 관련 사항의 심의 및 조정
 (보건복지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정밀의료) 총괄,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 및 치
료법 개발 사업단 관리
- (주관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 (참여기관) 산·학·연 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단 관리
- (주관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예산확정액*
(백만 원)

’17
4,200

’18
18,449

’19
13,471

’20
12,668

’21
12,051

* 보건복지부의 NTIS 예산확정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예산요구서 붙임 1-2 예산 규모 합계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NTIS,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보고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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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는 1만 명 규모의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
정보, 의료 정보, 전장 유전체 확보를 위한 인체유래물 등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여
유전체 및 다중오믹스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므로 동 사업과 지원분야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해당 사업은 울산광역시/UNIST 주관으로 울산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자로부터
획득한 인체유래물(혈액, 타액)과 임상 정보(건강검진결과, 의무기록)를 바탕으로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전 정보와 표현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주관부처는 제3자 동의 여부, 추적가능 여부, 데이터 수준 등을 검토하여 동 사업과
연계할 계획을 제시함
○ 해당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10,000명(건강인 4,700명과 질환자 5,300명)에 대한
연구자원이 수집되었고 2,000명에 대한 유전체 해독이 완료됨
○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하여 시범사업에서의 연계 현황(1,600명의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데이터의 연계가 진행 중) 및 제3자 동의를 얻은 4,000명에
대한 연계 계획을 제시함
<표 4-19>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16년~’20년(총 5년)
사업유형
인프라
 한국인 표준유전정보 수집, 맞춤형 건강 증진과 의료비용 절감, 연구 촉진을 통해
유전체기반 진단 및 치료의 국산화/상용화에 기여
 한국인 유전체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혈액, 타액
등 인체유래물과 임상정보(건강검진결과, 의무기록 등)를 기증
 기증한 인체유래물 중 일부는 유전체 해독/분석 연구에 사용되고, 나머지 인체유
래물은 향후 연구를 위해 보관(기증 시, 인체유래물 보존기간, 2차적 사용 제공
여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및 폐기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대량의 유전정보 확보 대상인원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빅데이터 구축
- 한국인 특이적 다중변이 발굴 및 한국인 유전자 표준형 확립
- 게놈 산업 기술의 국산화 및 상용화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UNIST
 (참여기관) 지역병원, 대학·연구소 및 기업
총사업비
예산확정액*
(백만 원)
18,000 이상
추진체계

* “한국인 만명 게놈 해독 완료!... 초대형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마련”, UNIST Biomedical Engineering(2021.4.28.)
출처 : 기획보고서, http://10000genomes.o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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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내의 ‘자폐증 분자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검증
과제’는 난치성 뇌기능질환자(자폐스펙트럼 장애, ASD86))를 대상으로 트리오 샘플,
임상 데이터, 전장유전체 등을 수집하여 질환을 발현하는 유전 형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므로 동 사업과 지원분야/대상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제3자 동의 여부, 추적가능 여부, 데이터 수준 등을 검토해 동 사업과의
연계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함
○ 해당 사업을 통하여 총 2,014명(정상인 1,412명, 자폐스펙트럼 환자 602명)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20년 12월까지 931명에 대한 전장유전체 서열분석이 완료됨
○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하여 시범사업에서의 연계 현황(203명의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데이터의 연계가 진행 중) 및 추적 관찰이 가능하고 제3자
동의를 얻은 600명에 대한 연계 계획을 제시함
<표 4-20> 자폐증 분자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검증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목표

연구내용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자폐증 분자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검증
’17년 5월~’21년 12월(총 5년)
사업유형
기초연구
 자폐증 환자 유전체 정보 및 대사체 정보를 기반으로, 자폐증 진단과 관련된 복
수의 분자표적을 발굴, 선별
 선별된 바이오마커를 토대로 분자 진단법의 기초 안을 제시하고, 이를 환자에 적
용하여 진단적 타당성 도출
 자폐증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바이오마커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표준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자폐증으로 진단한
성별 일치 대조군을 대상으로, 유전자 및 단백질
- 자폐증 증상의 영역별 심각도, 사회적 상호성,
주산기력, 발달력 등의 포괄적인 표현형을 함께

한국인과 양쪽 생물학적 부모 trio 및 연령연구를 위한 혈액, 소변, 타액을 동시에 수집
선천적 특성, 지능 및 인지기능, 가족력 및
수집함

 자폐증의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을 위한 분석 대상 유전자 스크리닝 및 목록 결정
 유전자 및 단백질 분석을 통해 자폐증의 분자 진단을 위한 표적 발굴
 신규표적 분자와 경로를 이용한 자폐증의 새로운 병리모델 제시 및 조기 진단기술
개발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체계
(주관기관) 서울대학교
’17
’18
’19
’20
’21
예산확정액
(백만 원)
138
169
172
160
180
출처 : 주관부처 2차 추가제출자료, NTIS

86) Autism Spectrum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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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은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다중오믹스 수집 및
생산·분석을 통한 바이오마커 발굴, 예측·진단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므로 동 사업과
지원분야/대상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해당 사업은 난치질환 전향적 환자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체 샘플을 확보하여
다중오믹스 데이터(전사체, 유전체 등)를 생산하고 분석하여 질환 관련 바이오마커
및 신약 타겟을 도출(1단계)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예측 및 진단 기반기술
개발(2단계)을 추진함
□ 해당 사업을 통해 인체 샘플과 다중오믹스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요구됨
○ 주관부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수집된 샘플 및 오믹스 데이터를 동 사업으로 연계·
통합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연계 현황 및 연계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4-21>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19년 3월~’24년 12월(총 6년)
사업유형
개발연구
 유전체·단백체 등의 생체정보(오믹스)를 대량 분석하여 난치성 질환과 관계된
생체지표(바이오마커) 발굴 및 예측·진단기술 개발
 여러 오믹스*(Omics)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발굴, 분석하여 난치성 질환에 대한
바이오마커 및 신약 타겟을 도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예측/진단 기반
기술 개발
* 유전체(Genome), 단백체(Proteome), 전사체(Transcriptome), 대사체(Metabolome) 등

사업내용

내용
오믹스 획득
오믹스 분석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내용
인체 샘플 확보 (200명 이상)
유전체 염기서열, 단백체 유형·구조 분석 등
질환에 관계된 바이오마커 발굴·검증

예측·진단 기술개발

진단키트, 의료기기 등 예측·진단 기술 개발

비고
1단계
(3년)
2단계
(3년)

※ ’21년 요구내용에 의하면, 사업을 통해 수집된 샘플 및 오믹스 데이터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연계 및 통합

부처
추진체계
예산확정액
(백만 원)

’19
6,000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NTI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주체) 과제별 상이
’20
’21
4,167
6,000

총사업비
3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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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대장암 특이적 정밀진단 마커 개발을 위한 다중유전체
데이터 연계 확장 분석’ 과제는 대장암의 旣 보유 조직을 포함한 전향적 코호트를
구성하는 동시에 임상 유전체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바이오뱅크 구축을 추진하므로
동 사업과 지원분야/대상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함
○ 해당 과제는 대장암 샘플로부터 임상 데이터와 연계된 다중 유전체 데이터, 후성
유전체 데이터, 단일 세포 전사체 및 조절체의 서열 분석 데이터 등을 확보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장암 정밀의료 마커를 발굴하여 임상적 효용성을
검증하는 내용을 포함함
□ 주관부처는 제3자 동의 여부, 추적가능 여부, 데이터 수준 등을 검토하여 동 사업과
연계할 계획을 제시함
○ 해당 사업을 통해 ’19년 기준 총 1,000여 건의 대장암 임상 시료 및 정보가 수집됨
○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자료에서 시범사업 연계 현황(전장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데이터 연계 진행, 200명) 및 제3자 동의를 얻은 406명에 대한 연계 계획을 제시함
<표 4-22> 대장암 특이적 정밀진단 마커 개발을 위한 다중유전체 데이터 연계 확장 분석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대장암 특이적 정밀진단 마커 개발을 위한 다중유전체 데이터 연계 확장 분석
’17년 5월~’26년 5월(총 10년)
사업유형
개발연구
 병원 클러스터의 대장암 샘플에 대하여 생산된 유전체 및 후성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정보와 연계한 딥러닝 분석을 통해 대장암 특이적인 유전체와 후성
유전체 바이오 마커를 찾고, 이를 통합하여 대장 정밀의료 마커를 개발
연구목표
 발굴된 정밀의료 바이오마커는 기술적 검증을 거쳐 조직과 혈액에서 임상적 효용
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대장암 진단/예후/치료예측 정밀의료 진단패널 및 분석
플랫폼의 사업화를 목표로 함
 대장암 유전체 마커 검증 및 noncoding 유전체로 마커 발굴 영역 확장
 후성유전체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마커 발굴
연구내용  다중 유전체 통합 분석을 통한 대장암 정밀의료 마커 고도화
 LIMS 기반의 대장암 정밀의료 데이터 및 시료 관리
 사업화 추진을 위한 사업단 운영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체계
(주관기관) 연세대학교
’17
’18
’19
’20
’21
예산확정액
(백만 원)
1,100
1,100
1,100
1,100
1,100
출처 : 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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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의료데이터 통합·활용 플랫폼(My Healthway)
구축 및 운영,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과 차별성이 존재함
○ 해당 사업은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증하고,
개별 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 간 데이터를 중계하는 My Healthway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표준 API 개발, 의료기관 시스템 연계 확산 지원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함
□ My Healthway 플랫폼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본인 또는 활용기관 간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하므로 동 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주관부처는 자발적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My Healthway 플랫폼과 연계체계 구축 계획을
제시함
○ 동 사업의 세세부사업 ‘(2-1-3) 지속가능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의 내용으로 공공
기관 2차 자료 정보연계와 My Healthway 플랫폼 연계체계 구축이 포함됨
- 주요 연계 대상은 의료기관 보유 데이터, 건강 데이터 현황 등이며, 사업 참여자에게
My Healthway 플랫폼을 통한 정보 기탁을 안내하고 연계할 계획임
<표 4-23>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21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사업유형
 개인 주도의 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데이터
활용 산업 활성화

사업목적

- 개인은 My Healthway(의료데이터 통합·활용 플랫폼)를 통해 산재된 모든 의료정보를 수집·
확인하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제공하거나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 질병 예측에 활용
* My Healthway란, 참여주체 인증,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주도 플랫폼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증하고, 개별 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 간 데이터를
중계하는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플랫폼 연계지원)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데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표준 API 개발 및 의료기관 시스템 연계 확산 지원 기반 마련
부처
보건복지부
추진체계
(정책방향 결정,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추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1
예산확정액
(백만 원)
5,000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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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
□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목적의
연구 지원과 의료데이터 기반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보안 기술 활용
연구 지원이 사업목적이므로 동 사업과 차별성이 존재함
○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기반 연구,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및 역동적 동의체계 연구, 의료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존 컴퓨팅 기술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효과검증 연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강화 측면에서 동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업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한정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지원
하므로, 상업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동
사업과의 연계 과정에서 연구·활용과 관련한 세심한 검토·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4>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 개요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기간
연구목표

연구내용

부처
예산확정액*
(백만 원)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
’19년 12월~’23년 12월(총 5년)
사업유형
응용연구, 개발연구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질병관리본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정책개선, 정보보호기술 등 고가치 연구개발 지원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18~)됨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연구개발 지원을
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안정적(연계키
값을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성별/생년월일 조합으로 사용,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에서 데이터 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거버넌스의 심의를 통해 공공성
목적의 연구에 한정하여 이용 가능
-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원칙) ①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 ② 시민참여·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구조 구축, ③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
- (활용 사례) 취약계층 건강권 관련 연구, 사회적 건강위험 관련 연구, 질환 양태 및 대책 관련
연구, 보건의료 전달체계 관련 연구, 보건·복지 정책개선 관련 연구, 희귀·난치 질환 관련
연구, 의약품 부작용 관련 연구, 의료기술 간 효과비교 연구

’19
1,000

보건복지부
’20
2,300

’21
1,800

* 보건복지부의 NTIS 예산확정액 중 내역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연구’ 예산확정액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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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건의료 생물자원 종합관리사업
□ ‘보건의료 생물자원 종합관리사업’이 지원하는 인체자원은행은 대체로 기탁 자원을
관리 및 분양한다는 점에서 자원을 자체적으로 수집·분석·연계·활용하는 동 사업과
차별성이 존재함
○ 해당 사업은 인체자원은행의 운영(질환자원 수집·관리 및 분양 등), 인체자원연구
지원센터 운영, 인체자원은행 고도화의 내용을 포함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에서 신규로 확보한 검체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하여
관리·분양할 계획을 적절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인체자원의 장기보관 및 관리를
위해 저장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요구됨
○ 기획보고서에 의하면 일 평균 대상자 1,000명의 검체는 약 4,000개의 검체 튜브로
자원제작기관에 접수되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중앙집중형으로 자원 제작을
수행하며, 검체처리 정보는 HuBIS_Tracker 시스템에 입력되어 전송·관리될 예정임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저장시설 최대 수용능력의 약 63%가 사용 중(’19년 말 기준)이며,
동 사업에는 인체자원 제작 및 저장장비에 대한 구축 계획만 제시되어 있고 해당
장비가 설치되는 시설 구축은 별도 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
<표 4-25> 보건의료 생물자원 종합관리사업 개요
사업명

보건의료 생물자원 종합관리사업
’21년~계속
사업기간
사업유형
연구기관지원
(당초 ’08년~계속에서 변경)
사업목적
생명윤리 및 안전이 확보된 대규모 고품질 인체자원의 안정적 수집 및 분양
 (인체자원은행 지원) 대학병원소재 인체유래물은행의 질환자원 수집·관리 및 분양
등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인체자원연구지원센터 운영) 17개 인체자원단위은행이 보유한 인체자원을 효율
사업내용
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
 (인체자원은행 고도화) 특정질환 관련 인체자원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질환중심형 바이오뱅크 네트워크 운영 지원 및 질환자원 공개분양을 위한
공유개발플랫폼 구축과 임상정보 표준화를 위한 KBN-CDM 개발
부처
보건복지부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추진체계  (지원대상) 인체자원단위은행,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참여기관,
특화질환자원 수집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기관, 공유개발플랫폼구축사업 등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예산확정액
(백만 원)
3,960 4,320 4,090 4,065 5,784 5,351 5,244 5,244 5,249 7,653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NTIS,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보고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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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데이터의 보유 규모나 연구역량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의료데이터 표준·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품질의
진료기록 빅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동 사업과 지원분야 측면에서 일부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사업목적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차별성이 인정됨
○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이 독점적·폐쇄적으로 관리·운용하던 의료 빅데이터의 2차
활용을 위해 대형병원 컨소시엄을 공모하여 데이터 중심병원을 선정하고 의료기관에
집적된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하여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함
○ 선정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체 암 환자 70% 규모의 암 빅데이터, 발병 전의 진료·
검진 데이터, 사망통계 등 장기 추적하여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을 추진함
□ 주관부처는 해당 사업과 동 사업의 연계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해당 사업의 성과로 25개 병원, 38개 민간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누적
환자 4,700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여 임상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를 동 사업과 연계할 계획임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연계·
활용 방안의 제시는 미흡함
<표 4-26>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20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사업유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규모와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빅데
이터 플랫폼을 구축, 데이터 기반 新의료기술 개발에 활용되도록 지원
- 데이터 보유 규모, 연구 역량 등을 고려해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하고, 고품질 진료기록
빅데이터 구축을 지원(전산장비, 정보보호 체계·장비, 데이터 관리·활용·보호 인력 지원 등)

사업목적
및 내용

 (의료데이터 표준·활용지원센터 운영) 정부 산하 표준·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표준화, 데이터 품질 제고 등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 데이터 중심병원의 의료데이터 정제·표준화 및 병원 간 용어매핑, 국제표준 보급·확산 등
데이터 활용가치 증대

 (암특화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암특화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 및 EMR 개선 비용 지원
부처
보건복지부
추진체계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참여기관) 데이터중심병원
’20
’21
예산확정액
(백만 원)
9,289
9,402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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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질분석연구사업
□ ‘형질분석연구사업’은 한국인 인구집단 형질분석 연구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요 만성
질환 관련 인체조직 유래의 오믹스 정보 생산 및 공개를 추진하므로 지원분야/대상
측면에서 동 사업과 유사성이 존재함
○ 해당 사업은 질병관리청의 ‘코호트 추적조사 및 기반 연구 지원사업’에서 구축한
코호트를 대상으로 오믹스 정보를 생산하여 질환 마커 후보를 발굴 및 검증하고,
생산된 오믹스 정보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심의를 거쳐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함
□ 주관부처는 旣 구축된 오믹스 정보(유전체, 전사체, 후성유전체 등) 활용 측면에서
동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자료에서 구축된 코호트의 연계 현황 및 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통하여 약 11만 명의 유전체, 대사체, 후성유전체 등의
오믹스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오믹스 정보의 활용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활용 방안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27> 형질분석연구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형질분석연구사업
’12년~계속
사업유형
기초연구
한국인 인구집단 형질분석 연구기반 구축
 인구집단 대상 형질분석연구를 통한 만성질환 관련 후보 마커 발굴 및 검증
 주요 만성질환 관련 인체조직유래 오믹스정보 생산 및 공개
※ 형질분석연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오믹스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심의 후 국내연구
자에게 분양 중

사업내용

 (한국인형질분석연구) 전장유전체 분석연구(질병연관 유전요인 분석, 인종별 유전
적효과 비교 분석, 유전적 위험도 분석, 유전질환 원인유전자 분석), 오믹스 분석
연구(다중오믹스 질병 연관성 분석)
 (주요 만성질환관련 오믹스데이터 생산 및 기반구축) 한국인 코호트 기반 오믹스
데이터 구축, 주요 만성질환 관련 인체조직유래 오믹스정보 생산 및 공개
 오믹스정보 구축 전략
- (혈액 기반) 질병관리청 기 수집 코호트 자원을 이용하여 연구 수요가 높은 유전체, 전사체,
후성유전체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연구 기반 구축
- (조직 기반) 내시경, 수술 등을 통해 자원을 수집하고 오믹스정보를 구축하여 오믹스 심화
연구(질환의 근본적인 원인, 병태생리학적 발생 등) 기반 구축

부처
추진체계
예산확정액
(백만 원)

’12
5,500

’13
5,500

보건복지부
(주관기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14
’15
’16
’17
’18
’19
3,000 3,800 2,002 2,026 2,170 2,170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NTIS, 2019 형질분석연구사업 자체평가보고서

’20
2,206

’21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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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바이오산업기술개발
□ ‘바이오산업기술개발’의 내역사업인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은
국제표준 흐름에 따라 개인 건강 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데이터 표준
및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공통 플랫폼 구축, PHR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실증 등을 수행하므로 동 사업과 차별성이 존재함
○ 해당 내역사업은 개인동의 하에 수집된 PHR 데이터를 개방형 오픈 API를 통해
연계·통합하며, 딥러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질환의 분석·예측 등을 지원하는 PHR
플랫폼의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함
□ 해당 사업을 통해 구축된 PHR 데이터 표준 및 표준 가이드라인은 동 사업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PHR 플랫폼에 수집된 데이터를
동 사업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계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주관부처는 해당 사업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 계획을 제시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연계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8>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개요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기간
연구목표

연구내용

바이오산업기술개발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15년~’21년(총 7년)
사업유형
응용연구
 개인동의 기반의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예측․관리 플랫폼 개발 및 관련
된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융합 신산업 생태계 및 시장 창출
 (필요성) 삶의 질 추구, 고령화 등으로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관리로
전환되고, IT기술 발달,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대표적 융합 신산업으로 부각
 ① 측정기기로부터 데이터 측정 (데이터 센싱) → ② PHR(Personal Health
Record) 플랫폼* 데이터 수집·분석(데이터 통합·판독) → ③ PHR플랫폼 활용 건
강관리서비스 개발 (데이터 활용 및 산업화)로 구성
* PHR 플랫폼이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건강기록(라이프로그, 유전체데이터, 진료데이
터) 등 정밀 의료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주도형 플랫폼을 의
미하며, 60여종의 IoT 헬스케어 기기와 연동하여 200여개의 PHR 데이터를 측정함

부처
추진체계
예산확정액*
(백만 원)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PHR 데이터 표준 및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15
’16
’17
’18
’19
’20
’21
2,900
2,300
2,300
898
4,117
5,007
4,091

* 산업통상자원부의 NTIS 예산확정액 중 내역사업 ‘PHR기반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개발’ 예산확정액
출처 : 2021 예산요구서, NTIS, 2018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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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 사업
□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은 건강·생활습관 설문조사 및 검진을 통하여 23만 5천
명의 대규모 코호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사(완료) 및 추적조사(진행 중)를
통해 역학·임상 정보,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일반 연구자에게 분양하여 임상, 역학,
유전체 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지원분야의 측면에서
동 사업과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됨
○ 해당 사업을 통해 ’01년부터 ’13년 말까지 약 23만 5천 명 규모의 코호트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자원을 분양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임
- 해당 사업을 통한 신규 참여자 모집은 수행하지 않으며 旣 구축된 코호트에 대한
일부 반복 조사(안성·안산, 도시기반, 농촌기반 코호트)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계적
반복 조사는 종료됨
- 현재 해당 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을 통해 코호트
추적조사 및 기반 연구지원, 자료통합/표준화/통합분석, 코호트 자료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4-2]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 경과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 해당 사업은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골다공증,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유전적·환경적인 요인을 밝히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하므로
동 사업과 사업목적 측면에서 일부 차별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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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건강 설문조사, 검진 정보, 인체유래물(혈액, 소변, DNA 등) 등을 수집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코호트를 구축하고 수집된 자료·자원 분양을 통해 다양한 연구
추진이 가능하므로 동 사업과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됨
<표 4-29>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 사업 공개 자료 목록
코호트명

지역사회기반 코호트
(안산, 안성)

도시기반 코호트1
농촌기반 코호트2

쌍둥이 및 가족 코호트

기반/추적
기반조사
1차 추적조사
2차 추적조사
3차 추적조사
4차 추적조사
5차 추적조사
6차 추적조사
7차 추적조사
8차 추적조사
기반조사
1차 추적조사
기반조사
1차 추적조사
2차 추적조사
기반조사
1차 추적조사
2차 추적조사
3차 추적조사

참가자수(명)
10,030
8,603
7,515
6,688
6,665
6,238
5,906
6,318
진행 중
173,357
진행 중
28,338
15,839
진행 중
3,399
2,158
992
173

조사년도
2001-2002년
2003-2004년
2005-2006년
2007-2008년
2009-2010년
2011-2012년
2013-2014년
2015-2016년
2017년2004-2013년
2007-2016년
2004-2011년
2007-2014년
2010-2016년
2005-2013년
2008-2014년
2009-2014년
2009-2014년

1. 3,969명(Affy 6.0)에 대해 전장유전체정보(GWAS) 확보되어 있음
2. 3,666명(Illumina Omni1), 1,816명(Affy 6.0)에 대해 전장유전체정보(GWAS) 확보되어 있음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원출처: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

□ 주관부처는 제3자 동의 여부, 추적가능 여부, 데이터 수준 등을 검토해 동 사업과의
연계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함
○ 해당 사업의 검체와 임상 정보는 질병관리청에 기탁되어 있고, 사업 참여 및 제3자
분양 동의가 구득되어 있어 동 사업으로 연계가 가능함
-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2,500건의 전장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데이터 연계가 시범
사업을 통해 진행 중임
○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제3자 동의를 얻은 12만 2,801명에 대한 연계
계획을 제시함
-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6,307명, 농촌 기반 코호트 5,527명, 도시 기반 코호트 11만
967명에 대해 동 사업 과정에서 연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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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추진의지
□ 동 사업의 관계부처는 범부처 합동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사업 관련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 사업을 기획해온 바, 추진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019.1.9.)에서 ‘맞춤형의료 구현, 바이오헬스 신시장
선점을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를 통해 제4회 과학
기술관계장관회의(2019.4.25.)에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함
○ 동 사업의 관계부처는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범사업 2개를 사전에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 초기 단계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사업단,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자간 협약서(MOU)를 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동 사업의 관리규정은
부처별 검토 결과를 통합하여 마련하고 실시하여 사업 추진 시에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계획임을 제시함
○ 또한,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속적인 부처 간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 간 예산,
인력 등의 공동 활용 및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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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 R&D 투자전략 및 부처별 예산의 추이에 의하면, 동 사업의
정부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6년간(’23~’28) 총사업비 9,788억 원 중 96.5%인 9,449억 원은 국고로,
3.5%인 339억 원은 민간 재원으로 조달할 예정임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하여 동 사업이 추진되는 6년 동안 4개 부처·청이
각각 2,989억 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38억 원(보건복지부), 1,613억 원(산업통상
자원부), 2,409억 원(질병관리청)의 예산을 조달할 계획임을 제시하였음
<표 4-30> 동 사업에 대한 4개 부처·청 예산
부처·청
(단위: 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연평균)

863.6

623.4

428.4

403.2

357.2

313.2

2,989(498)

보건복지부

328

551.8

581.8

567.8

308.8

99.8

2,438(406)

산업통상자원부

49

274.5

372

397

375.5

145

1,613(269)

147.84

2,409(402)

질병관리청
합계

875

439.67

357.7

352.1

236.69

2,115.6

1,889.37

1,739.9

1,720.1

1,278.19

705.84 9,449(1575)

출처 : 주관부처 1,2차 추가제출자료 재가공

○ 4개 부처·청 R&D 예산의 추이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국고 재원 조달의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국가재정운용계획(’20~’24)에 따르면, 향후 정부 R&D 예산은 ’24년까지 연평균
7.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5년(’17~’21년) 간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R&D 투자 예산은 국가 R&D 투자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1%(’17~’21년)를 상회함
- 또한, ’28년까지 종료되는 동 사업 관련 선행사업의 종료 시점을 고려할 때, 3조
4,599억 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 가용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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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추이
구분
(단위: 억 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전체 R&D 예산

연도별 예산
2019
2020(A) 2021(B)

2017

2018

67,484

67,357

69,956

79,882

87,357

5,243
32,057
(518)†
194,615

5,479
31,623
(605)†
196,681

5,511
32,068
(749)†
205,328

6,170
41,718
(790)†
242,195

8,030
49,518
1,062
274,005

증감
(B-A)/A

연평균
증가율

7,474

9.4%

5.3%

1,860
7,800
272
31,810

30.1%
18.7%
34.4%
13.1%

8.9%
9.1%
19.7%
7.1%

B-A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20.9월)으로, ’20년까지 질병관리청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에 포함됨
출처: 주관부처 2차 추가제출자료(원출처 : 김주일,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2020)을 바탕으로 추정, 2021년 정부 R&D 사업 투자 방향 및 부처별 사업계획, 과학기술정보
통신부(2021.1.), 질병관리청 주요 R&D 예산(내부 자료))

<표 4-32> 각 부처의 동 사업기간 내 신규 R&D 사업 가용 예산 규모
구분
국가바이오빅데이터시범구축사업
다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 위한다부처 유전체 사업
부 CDM기반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기술 개발
처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정밀의료 기술개발)

과
기
부

복
지
부

산
업
부

사업기간 연간 가용예산
총예산
(단위: 억 원) 시행 종료 (단위: 억 원)
409.6

‘20

‘21

204.8

3,104.4

‘14

‘21

367.0

360.2

‘19

‘21

103.5

630.8

‘17

‘21

126.2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9876.0

‘20

‘25

1646

AI융합 의료영상진료 판독 시스템

300.0

‘21

‘23

100.0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사업

360.0

‘19

‘24

60.0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

280.0

‘21

‘24

70.0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43119.31

‘04

‘20

2536.4

의료데이터 보호·활용기술개발사업

495.7

‘19

‘23

99.1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

240.8

‘20

‘24

48.2

헬스케어빅데이터쇼케이스구축

78.0

‘19

‘21

26.0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기반 구축사업

148.3

‘19

‘22

37.1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

248.3

‘19

‘21

82.8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

25.2

‘18

‘21

6.3

첨단의료기술개발

6303.9

‘08

‘21

기타 관련 사업

4871.4

-

-

852.1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개발

262.0

‘20

‘24

52.4

산업혁신기반구축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지원플랫폼 구축)

126.7

‘18

‘21

31.6

신규 R&D 사업 가용예산 : (연간 평균) 5,759억 원, (6개년) 3조 4,599억 원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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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동 사업 민간 재원의 조달 계획은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3-3) 신산업 연계형 新 비즈니스 창출’의 연구비
중 155억 원(34.1%),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의 연구비 중 184억 원
(33.9%)을 민간 재원으로 제시함
○ 주관부처는 기획 과정에서 총 29개 기업의 참여의향서를 접수하여 총 339억 원의
민간 재원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참여의향서에는 단순히 사업명만
제시되어 있어 투자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국내기업 ’20년 매출액
(합계 3,605억 원)을 제시하며, 국내기업의 매출액 대비 평균 연구개발 비율(’19년
기준 3.51%87))을 고려하면 연간 127억 원 수준의 연구개발비 조달이 가능하므로
동 사업에서 제시한 민간 재원조달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소명함
-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비용 전액이 동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 재원
조달 계획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법·제도적 위험요인
가. 동 사업 관련 법·제도
□ 동 사업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결과, 모든 정보를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하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한 활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경우, 법적인
위험요인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사업 참여자(질환자 40만 명,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
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사업참여동의서’를 구득하고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를 포함한 완벽한 동의(연구 및 제3자 제공 동의, 민감정보활용동의, 공공
자료 연계 동의 등)를 구득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동 사업과 관련한 관계 법령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존재하며, 복잡하게 연계된 관계 법령이 동 사업에서
제시하는 세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법적인 위험요인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87) 정민우,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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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됨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이
다루는 인간대상연구88) 및 인체유래물89) 연구는 「생명윤리법」이 우선 적용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들 법률을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90)
○ 「개인정보보호법」에는 ① 최소수집의 원칙, ② 목적 외 활용금지의 원칙, ③ 데이터
품질 보장의 원칙, ④ 투명성의 원칙, ⑤ 데이터 안전관리의 원칙 등 5가지 개인정보
보호 원칙91)이 제시되어 있음
□ 동 사업은 참여자 전원의 사전 동의 구득을 전제로 추진하며, 개인정보 활용범위와
방식을 한정하고 연계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기관을 관리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위험요인은 낮다고 판단됨

88) (생명윤리법 제2조)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89) (생명윤리법 제2조) 11.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
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90)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1) (① 최소수집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
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해야 하고, 수집된 목적이 달성된 경
우 해당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되어야 함(동법 제21조 제1항)
(② 목적 외 활용금지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이 불가함(동법 제3조 제2항, 제21조 제1항)
(③ 데이터 품질 보장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이 필요함(동법 제3조 제3항)
(④ 투명성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공개하고, 열
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동법 제3조 제5항)
(⑤ 데이터 안전관리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동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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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
□ 「생명윤리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생명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동 사업은 참여자 전원의 본인 서면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유전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성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충분한 사업설명을 통해 ‘연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감정보 활용 동의서’ 등의 확보를 전제로 하여 「생명윤리법」과 관련된
법적 위험요인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생명윤리법」 제16조92), 제37조93)에 의하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해 대상자로부터 연구 목적/기간/절차/개인정보 보호/동의 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전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민감정보94)로 분류되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함
○ 또한, 「생명윤리법」 제42조95)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 기증자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
92) (생명윤리법 제16조)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서면동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
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
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
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3) (생명윤리법 제37조)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
래물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
증자의 권리, 연구 목적의 변경,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4)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95) (생명윤리법 제42조) ①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
뢰할 때에는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체유래물등이 제공되는 연구자 및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
항 4.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 동의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등의 처
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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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96)에 따라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개인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함
○ 주관부처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 대상과 활용에 특화된 동의서 양식을 개발하고,
선도사업 연계 시 서면 동의가 완벽히 구득된 정보만을 포함할 계획이며, 참여자
의사결정권 강화를 위해 역동적 동의를 구할 예정임
○ 또한,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질병관리청(개인식별정보 관리 주체)은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체유래물 기증동의서’와 함께 사업 참여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별도의 ‘사업참여동의서’ 작성을 독려할 계획을 제시함
(3)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의료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됨
□ 동 사업에서의 공공데이터 연계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97)에 의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건의료기본법」을 기반
으로 한 연계 가능성이 존재함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5조98)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 장기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은 기간·목적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13조의499)가 규정한
만성질환 장기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참여자 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96) (생명윤리법 제43조) ②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번호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7)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98)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
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99)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
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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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므로 시행령 제15조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또한, 「생명윤리법」 제18조100)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 포함에 동의한
경우 연구자는 익명화하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주관부처는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하여 동 사업에서 바이오 데이터의 제3자 사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재식별, 정보처리 후 파기하지 않고 데이터 재활용, 다른 제3자
에게 데이터 재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3자 책임 문제 및 법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시함
○ 원칙적으로 동 사업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다운로드(온라인)하거나 복사(오프라인)
하는 형태로는 제공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101)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의 법적 제재 적용이 가능함
○ 개인정보를 재식별하거나, 정보처리 후 파기하지 않고 재활용 또는 재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02) 위반에 해당하여 동 법 제75조103)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가 부과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관리를 위해 ‘재식별 위협 관리’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포함할 계획을 제시함
100) (생명윤리법 제18조)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
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
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3)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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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관부처는 1차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제3자에게 바이오 데이터를 제공한 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 귀속의 주체 및 관련 근거를 제시함
○ 연구개발목적으로 제공된 데이터에 한하여 그 성과로 발생한 수익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104)에 의거하여 연구자에게 귀속됨
○ 동의를 수락한 정보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자
에게 진단참고보고서 제공, 건강검진 비용 지원,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해당됨
□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데이터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105)이 발간되며 법적 근거가 상당 수준 마련되었으나, 법률적 명시 관련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존재함106)
○ (가명화 처리 데이터의 법적 책임) 현행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 가명처리 규정으로 민감정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적 명시가 요구됨
○ (의료 데이터의 산업적 연구 목적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가명처리 목적 중 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포함하여 기재107)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108)에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처리의 목적으로
‘산업적 연구’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의 법률적 명시가 요구됨
○ (용어 재정비)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생명윤리법」 제2조109)에서 ‘개인식별
10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
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
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
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05)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1.)
106) 이승덕, “데이터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학신문(2021.1.11.)
107)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 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
출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9.)
108)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09) (생명윤리법 제2조) 17.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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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의 의료 데이터에 대해 법률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이 현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비가 요구됨
나. IRB
□ 동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일 IRB(single IRB, sIRB) 시행이 필요
하며 주관부처는 단일 IRB의 시행과 관련된 소명자료 제출을 통하여 추진주체 및
추진방향을 사업계획 원안 대비 구체화하여 제시함
○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
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 피험자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윤리
관련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각 연구기관에서는 독립적으로 IRB를 설치해 임상
연구 관련 법률과 규정, 각종 가이드라인, 연구가 수행되는 기관이 가진 내부 규정을
고려하여 관련 심의를 수행하고 있음
○ 시범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상이한 기관 IRB 심의 기준으로 인한 추가 협의 요구가
제시되었던 바, 단일 IRB 시행 검토가 요구됨
- 단일 IRB란, 하나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연구에서 각 기관별 개별 심의
(심의 중복)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IRB 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 「생명윤리법」 제12조110) 및 시행규칙 제11조111)에 단일 IRB에 대한 근거 규정 및
수행기관의 합의사항에 대해 제시되어 있음
○ 주관부처는 ① 참여기관의 대표 IRB위원으로 자문단 구성, ② 단일 IRB 도입 방안에
따른 각 기관위원회 의견수렴 및 협의(안) 도출, ③ 단일 IRB 운영에 따른 표준운영
지침(SOP) 마련 및 협약 체결 과정을 통하여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해 단일 IRB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소명자료를 통하여 공동 IRB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제시함
110) (생명윤리법 제12조)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
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행 기관은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11)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1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
정하여 심의하려는 수행 기관의 장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 기관위원회의 선정
방식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등에 대한 사항 2. 기관위원회의 운영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기관위원회
심의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등 보호 등 연구의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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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IRB에 대한 논의가 이전부터 진행되었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여 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IRB의 수립 및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관부처는 2차 추가제출자료, 소명자료를 통해 단일 IRB와 관련한 현황으로
본인 동의(Informed Consent) 기반 전자동의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며,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112)을 통해 공동 IRB 추진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상세 SOP 등을 포함한 결과가 ’22년 3월 도출될 예정이라고 제시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전자동의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사업 등의 전자동의서는 PDF를 보여주고 전자서명을 받는 형태이므로 취약
계층을 고려한 UX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다. WTO 보조금 분쟁 가능성
□ 동 사업의 추진범위에서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세부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부활동은 상품무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초 연구 지원 활동이므로 WTO 보조금 협정 분쟁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동 사업에서 제시한 세부활동 대부분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수출 촉진이나 수입 억제 등 국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판단됨
○ 다만, ‘(3-4)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세부활동은 그 목적이 검체 채취, 핵산
추출, 전처리, 염기서열 분석/해독 등 유전체 분석 전주기 과정에 대한 핵심기술
및 분석기기 국산화 연구에 대한 지원이므로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과제 목표 및 성과지표에 국산화가 명시되어 있는 등 유전체 분석 장비는 상품
무역에 관련성이 있고 동 사업의 재정적 기여를 받는 국내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업체가 한정적이므로 특정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함

112)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ELSI 대응을 위한 윤리·자문위원회 운영 및 대응 전략연구·지원, 질병
관리청(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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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국제무역기구(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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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비용 추정

1. 총사업비의 구성
□ 주관부처는 ’23년부터 ’28년까지 6년간 수행되는 동 사업의 총사업비로 9,788.3억 원을
제시함
○ 전략사업별로 살펴보면, (전략사업1)에 2,084억 원(21.3%), (전략사업2)에 5,752억 원
(58.8%), (전략사업3)에 1,952.3억 원(19.9%)이 배정됨
○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출연금이 9,449억 원(96.5%), 민자가 339.3억 원(3.5%)임
○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89억 원(30.5%), 보건복지부 2,438억 원(24.9%),
산업통상자원부 1,952.3억 원(19.9%), 질병관리청 2,409억 원(24.6%)임
<표 5-1> 동 사업 소요예산(단위: 억 원)
구분

예산

’24

6.00
161.00
167.00
58.00
32.00
115.00

6.00
153.00
159.00
75.00
32.00
159.00

3.00
137.00
140.00
70.00
20.00
111.00

1.00
125.00
126.00
60.00
11.00
108.00

1.00
86.00
87.00
53.00
5.00
53.00

1.00
58.00
59.00
55.00
5.00
14.00

205.00

266.00

201.00

179.00

111.00

74.00

269.00

45.00

44.80

44.80

44.80

44.80

44.80

41.00

7.00

7.00

7.00

7.00

7.00

6.00

51.80

50.80

1.1.1 데이터 구성
1.1
18.00
1.1.2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
데이터
720.00
1.1.3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구축
738.00
1.1 소계
371.00
1.2.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2
105.00
(참여자관리시스템)
데이터
560.00
1.2.2
데이터
결과
환류
활용환경
구축
1,036.00
1.2 소계

1.3.1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1.3
1.3.2 대국민 소통 및 윤리적
데이터
공감대 형성
거버넌스
1.3 소계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소계
2.1.1 참여자 모집
2.1
참여자 2.1.2 임상정보 수집 및 관리
모집 및 2.1.3 지속가능한 데이터
임상 정보
수집체계 구축
수집
2.1 소계

연도별 예산 계획
’25
’26
’27

’23

’28

310.00

52.00

51.80

51.80

51.80

2,084.00

424.00

476.80

392.80

356.80

249.80 183.80

1,940.00

241.00

452.00

494.00

489.00

236.00

28.00

360.00

162.40

176.40

6.20

5.00

5.00

5.00

83.00

29.50

24.50

12.50

5.50

5.50

5.50

2,383.00

432.90

652.90

512.70

499.50

246.50

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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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

2.2.1 검체 운송 및 보관
2.2
인체유래물 2.2.2 인체자원 분양
바이오
2.2 소계
뱅킹

연도별 예산 계획
’25
’26
’27

’23

’24

1,849.00
-

760.00
-

280.67
-

246.70
-

244.10
-

183.69 133.84
-

1,849.00

760.00

280.67

246.70

244.10

183.69 133.84

191.50

191.50

191.50 191.50

38.00

38.00

229.50
988.90
68.00
50.00
50.00

229.50
973.10
68.00
50.00
50.00

229.50 211.50
659.69 383.84
68.00
50.00
50.00
-

168.00

168.00

168.00

-

2.3.1 질병 유전체 데이터 생산
1,310.00 352.50 191.50
2.3
및 연계
질병
2.3.2 유전체 데이터 변이분석
210.00
38.00
38.00
유전체
및 품질관리
정보 생산
1,520.00 390.50 229.50
2.3 소계
5,752.00 1,583.40 1,163.07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소계
263.00
59.00
3.1.1
유전체
연구
3.1
200.00
50.00
3.1.2
프로테움
연구
인체유래물
175.00
25.00
3.1.3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활용
연구과제
638.00
- 134.00
3.1 소계
지원

38.00

’28

20.00

3.2.1 임상/역학 과제 지원
3.2
3.2.2 오믹스 과제 지원
데이터
활용 연구 3.2.3 헬스케어/AI 과제 지원
과제 지원
3.2 소계

60.00
120.00

5.00
3.00

7.00
16.50

8.00
21.00

10.00
27.00

14.00
31.50

16.00
21.00

136.00

3.00

22.00

24.00

27.00

29.00

31.00

316.00

11.00

45.50

53.00

64.00

74.50

68.00

3.3.1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국고

120.00

15.00

21.00

21.00

21.00

21.00

21.00

민간

63.00

8.00

11.00

11.00

11.00

11.00

11.00

국고
민간
국고
민간
전체
국고
민간
국고
민간
국고
민간
국고

180.00
92.00

-

18.00
9.00

42.00
21.00

48.00
25.00

48.00
25.00

24.00
12.00

300.00
155.00
455.00
90.00
46.00
90.00

15.00
8.00
23.00
9.00
4.50
9.00

39.00
20.00
59.00
16.50
8.54
16.50

63.00
32.00
95.00
22.50
11.51
22.50

69.00
36.00
105.00
24.00
12.25
24.00

69.00
36.00
105.00
12.00
6.20
12.00

45.00
23.00
68.00
6.00
3.00
6.00

46.00
90.00
46.00

4.50
9.00
4.50

8.54
16.50
8.54

11.51
22.50
11.51

12.25
24.00
12.25

6.20
12.00
6.20

3.00
6.00
3.00

89.00

8.00

16.50

22.50

24.00

12.00

6.00

민간

46.30

4.80

8.54

11.51

12.25

6.20

3.00

3.3
신산업
연계형
신 비즈
니스
창출

3.3.2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
3.3 소계
3.4.1 검체채취 단계 핵심
기술 및 장비 개발
3.4.2 핵산추출 단계 핵심
기술 및 장비 개발

3.4.
유전체 3.4.3 전처리 단계 핵심
기술 및 장비 개발
분석기술
및 장비 3.4.4 염기서열분석/
해독 단계 핵심
개발
기술 및 장비 개발

359.00
23.00
56.00
88.00
96.00
64.00 32.00
국고
184.30
18.30
34.18
46.02
49.00
24.80 12.00
민간
543.30
35.00
85.00 133.00 145.00
97.00 48.00
전체
87.30 338.68 452.02 482.00 420.30 172.00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소계 1,952.30
9,449.00 2,068.40 1,924.37 1,755.70 1,726.90 1,268.99 704.64
국고
339.30
26.30
54.18
78.02
85.00
60.80 35.00
합계
민간
9,788.30 2,094.70 1,978.55 1,833.72 1,811.90 1,329.79 739.64
전체

3.4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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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략사업별 예산
□ (전략사업1)과 (전략사업2)는 전액 국고로 지원될 예정이며, (전략사업3)에 민자
339.3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
○ (전략사업1)의 예산은 2,084억 원이며, 부처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9억 원(53.2%),
보건복지부 415억 원(19.9%), 질병관리청 560억 원(26.9%)임
○ (전략사업2)의 예산은 5,752억 원이며, 부처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80억 원(32.7%),
보건복지부 2,023억 원(35.2%), 질병관리청 1,849억 원(32.1%)임
○ (전략사업3)의 예산은 1,952.3억 원이며, 민자를 제외한 1,613억 원은 모두 산업통상
자원부 예산임
<표 5-2> 세부활동별 예산 산출 내역
구분
1.1.1 데이터 구성

1.1
데이터
구축

1.2
데이터
활용환경
구축

예산

산출 내역

-

-

1.1.2 표준화 및
품질관리 운영

 인공지능 기반 품질관리 기술 개발 및 데이터 가공 및 지식
18 DB 구축 : 3억 원 × 6년 = 18억 원

1.1.3 빅데이터
스토리지 구축

 265노드(128코어/노드), 120PB 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 604.4억 원 (관리 및 서비스용 40노드, 플랫폼 서비스용 50노드
720 별도, 예산은 포함)
 계층형 빅데이터 보안전송망 구축 및 운영 : 73.6억 원
 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체계 구축 : 42억 원

1.1 소계

738

1.2.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71 



(참여자관리시스템)
1.2.2 데이터 결과
환류
1.2 소계
1.3.1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1.3
데이터
거버넌스 1.3.2 대국민 소통 및
윤리적 공감대 형성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DB구축 : 34억 원
민감데이터 활용 보안환경 구축 : 34억 원
사용자 맞춤형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환경 구축 : 82억 원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사용자 지원 : 22억 원
레거시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및 참여자 헬스케어 : 167억 원
기타 운영비, 간접비 : 32억 원

105  참여자 관리체계 구축 : 1식 × 105억 원 = 105억 원
 자발적 참여자 유전체 분석 보고서 생산 : 3만 원/명 ×
590,900명 = 177억 원

560  질환자 진단참고용 유전체 분석 보고서 생산 : 9.95만 원/명 ×
384,100명 = 383억 원

1,036
 평가 관리비 : 14억 원/년 × 6년 = 84억 원

269  위원회 운영 및 대응 : 2.8억 원/년 × 6년 = 17억 원
 사업단 운영 : 28억 원/년 × 6년 = 168억 원

 대국민 소통 : 대국민 상담 및 홈페이지 운영 (3억 원/년 × 5
년) + (2억 원/년 × 1년) = 17억 원
41  ELSI 이슈 관리 및 대응 : 인건비(50백만 원/년 × 5명 ×6년)
+ 법률자문비(10백만 원 × 4회/년 × 6년) + 상설 내부위원회
운영(0.2백만 원 × 10명 × 4회/년 × 3분과 × 6년) + 포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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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

산출 내역
공청회 개최(0.8백만 원 × 6명 × 2회/년 × 6년) = 19.416억 원
 ELSI 지침 개발 및 보급 : ELSI 표준실무지침 개발 및 보급
{(개발비 50 백만 원 + 제작비 5백만 원 + 배포비 1.5백만 원)/
년 × 6년} + 업무추진비(20백만 원/년 × 6년) = 4.59억 원

1.3 소계
2.1.1 참여자 모집
2.1.2 임상정보 수집
및 관리
2.1
참여자
모집 및
임상 정보
2.1.3 지속가능한
수집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2.2
인체
유래물
바이오
뱅킹

310


1,940 


360

설문조사 수행 비용 : 12만 원/명 × 691,000명 = 829.2억 원
기본검진 수행 비용 : 10만 원/명 × 691,000명 = 691 억 원
참여자 인센티브 : 4만 5천원/명 × 691,000명 = 310.95억 원
조사협력기관 운영 비용 : 108.85억 원

 선도사업 정보 연계 : 12만 원/명 × 284,000명 = 340.8억 원
(시범사업 30만 원의 40% 추정)
 검체정도관리 : 7천 원/명 × 284,000명 = 19.98억 원

 참여자 추적조사를 위한 2차 자료 연계시스템 및 통합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 2차자료 수집 대상 연계기관과의 세부 연계
방안 업무협의 등 300백만 원 + 2차 자료 연계에 따른 데이터
수집·가공·생산 등의 기능 구축 및 참여기관 개별 연계시스템
설계 및 구축 비용 2,000백만 원 + 연구활용 활성화를 위한
CDW 구축 및 개방 비용 408백만 원 = 27억 원
 2차 자료 연계를 위한 개인식별체계 구축 : 안전한 2차 자료
83 연계를 위한 참여자 동의·인증체계 구축 4.97억 원
 2차 자료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통 인프라 환경 구축 : 2차 자료
연계시스템 인프라 환경 설계 및 구축 등 2,263백만 원 + 참여기관
전용 연계 인프라 설계 및 구축 900백만 원 + 시스템 통합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제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1,000백만 원 + 안전하고
원활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용 네트워크 구축 등 900백만 원 =
51억 원

2.1 소계

2,383

2.2.1 검체 운송 및
보관

 검체 접수 빛 전처리 장비 구축(25개소) : 62.5백만 원/1개소 ×
25개소 = 15.625억 원
 검체수집체계 운영 : 검체수집체계 채취 및 전처리 인건비
180.6억 원 + 검체 운송(25개 수집기관→자원제작기관) 56.052
억 원 + 조직자원 수집 및 정도관리 34.362억 원 = 271.014억 원
 인체자원 제작장비 및 시스템 구축 : 자동화 인체자원 제작장비
161.5억 원 + 바이오뱅킹 관리시스템 구축 23억 원 = 184.5억 원
 인체자원(암환자, 희귀난치, 일반인) 검체자원화 : 63,298원/명
× 965,000명 = 610.83억 원
1,849  인체자원 제작 및 정도관리 운영 : 인체자원 제작 및 정도관리
인건비 60억 원 + 인체자원 제작장비 유지보수 110.64억 원 =
170.64억 원
 인체자원 장기보존 및 운영관리 : 100만명분(3000만 바이알) 자동
화저장장비(’23년) 374억 원 + 자동화 저장장치 유지보수 179.52억 원
= 554억 원
 장기보관 인체자원관리 : 시설장비관리 등 인체자원관리 인건비
(3명 × 50백만 원/년 × 5년) + 액체질소 구매(300,000kg/월 ×
178원/kg × 12개월/년 × 5년) + 일반수용비(50백만 원/년 ×
6년) + 업무추진비(10백만 원/년 × 6년) = 43억 원

2.2.2 인체자원 분양
2.2 소계
2.3
질병
2.3.1 질병 유전체
유전체 데이터 생산 및 연계
정보 생산

1,849
 유전체 데이터 생산 시약비용 : 1,017억 원(평균 0.265백만 원/명,
시약비용만)
1,310  유전체 데이터 생산장비 구축 및 운영 : 유전체 데이터 생산장비
자산취득 (1,474백만 원/1대 × 10대) + 라이브러리 제작 및 데이터
생산 운영 및 관리 12,000백만 원 = 267.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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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

산출 내역
 유전체 데이터 생산시설 공사 : 환기시설 및 초고속망 공사 비용
16.02억 원 + 유지비용(2억 원 × 5년) = 26억 원

2.3.2 유전체 데이터
변이분석 및 품질관리
2.3 소계

 유전체 데이터 변이 분석 및 데이터 관리 : 인건비(3,220백만 원
/년 × 5년 + 1,760백만 원/년 × 1년) + 변이분석·품질관리 소
210 프트웨어(244백만 원/년 × 5년 + 52백만 원/년 × 1년) + 운영비,
전문가 자문 및 교류 추진비(340백만 원/년 × 5년 + 200백만
원/년 × 1년) = 210.32억 원

1,520
 유전체 연구 : 10개 내외 × 5억 원 내외/년 × 4년 = 200억 원

3.1.1 유전체 연구

3.1
인체
3.1.2 프로테옴 연구
유래물
활용 연구 3.1.3 마이크로바이옴
과제 지원 연구
3.1 소계

3.2
3.2.2 오믹스 과제
데이터 지원
활용 연구
3.2.3 헬스케어/AI
과제 지원
과제 지원
3.2 소계

3.3
신산업
연계형 신 3.3.2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창출
실증

× 1.5억 원 내외/년 × 3년 = 63억 원

200  단백체 연구 : 5개 내외 × 10억 원 내외/년 × 4년 = 200억 원
175

60  임상/역학 과제 지원 : 60개 내외 × 1억 원 내외/년 = 60억 원
120

 오믹스 과제 지원 : 25개 내외 × 1.5억 원 내외/년 × 2년 + 2개
내외 × 4.5억 원 내외/년 × 5년 = 120억 원

136

 헬스케어/AI 과제 지원 : 46개 내외 × 1억 원 내외/년 × 1년
+ 3개 내외 × 6억 원 내외/년 × 5년 = 136억 원

316
국고

120

민간

63

국고

180

민간

92

3.3 소계
국고

90

민간

46

3.4.2 핵산추출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국고

90

민간

46

국고

90

민간

46

국고

89

민간

46

3.4 소계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 3개 × 7억 원/년 × 1년
× 9/12 + 3개 × 7억 원/년 × 5년 = 120억 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실증 : 8개 내외 × 5.6억 원 내외/년 × 4년
= 180억 원

455

3.4.1 검체채취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3.4.
유전체
3.4.3 전처리
분석기술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및 장비 개발
개발
3.4.4 염기서열
분석/ 해독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메타게놈 연구 : 5개 내외 × 5억 원 내외/년 × 4년 + 10개 내외
× 2.5억 원 내외/년 × 3년 = 175억 원

638

3.2.1 임상/역학 과제
지원

3.3.1 산업
연계형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263  전사체 연구 : 3개 내외 × 3억 원 내외/년 × 4년 + 6개 내외

543

 검체채취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 4개 내외 × 5.6억 원
내외/년 × 4년 = 90억 원
 핵산추출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 4개 내외 × 5.6억 원
내외/년 × 4년 = 90억 원
 전처리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 4개 내외 × 5.6억 원 내외
/년 × 4년 = 90억 원
 염기서열분석/해독 단계 핵심기술 및 장비 개발 : 4개 내외 ×
5.6억 원 내외/년 × 4년 = 8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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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장비 구축 예산
□ 동 사업에는 총 58종, 1,228.6억 원 규모의 연구시설 및 장비구축비가 포함되어 있음
<표 5-3> 동 사업의 장비구축 계획
장비
번호

구축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주요용도

세부
1-1-001

바이오 빅데이터
스토리지 및
컴퓨팅 시스템

HPE,
DELL,
Renovo

클러스터
시스템

 바이오 빅데이터 저장
및 변이분석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세부
1-1-002

유전체 관리 및
전송 시스템

HPE,
DELL,
Renovo

클러스터
시스템

 유전체 데이터
및 전송

세부
1-1-003

임상정보 생산
시스템

HPE,
DELL,
Renovo

클러스터
시스템

 임상정보 데이터 생산

단가
(백만 원)

수량

총금액
(백만 원)

36,943

1

36,943

800

1

800

500

1

500

세부 보안전송망 구축용
CISCO
 보안전송망 구축용 네
시스코
NEXUS 9504 트워크 장비
1-1-004
100g 스위치

90

2

180

Catalyst
 보안전송망 구축용 네
트워크 장비
9300-24T-A

10

2

20

175 2대

350

세부 보안전송망 구축용
시스코
1-1-005
10g 스위치

세부
1-1-006

양자암호통신망
장비

바이오 빅데이터
세부
네트워크 차세대
1-1-007
방화벽

관리

IDQ

Clavis300

 사업단 내 대규모 원본
데이터 전송을 위한
고속 전용 전송망 구
축과 데이터 보안 강
화를 위한 양자 암호
통신망 구축

FORTI
NET

Fontinet
3300E

 바이오 빅데이터 네트
워크 환경의 메인 방
화벽

125 4대

500

 보안 관제 수행

100 5대

500

사이버위협
상황정보 수집장치
세부
SNIPER
및 딥러닝 기반
1-1-008
등
차세대 악성탐지
시스템

TMSPLUS
3000

세부 네트워크 및 서버
HIWARE
1-1-009 접근제어시스템

-

 사용자별 접근제어 정
책 수행

250 1대

250

V5.0

 네트워크 및 서버 접근
로그, 이벤트에 대한
통합로그관리시스템

250 1대

250

 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발생한
처리 이력을 모니터링

250 1대

250

 보안관제 전용 플랫폼을
위한 운영 저장장치

250 1대

250

세부
1-1-010

통합
로그관리시스템

세부
1-1-011

민감(개인)정보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세부
1-1-012

보안관제 전용
플랫폼 운영
스토리지 구매

LogCops

소만사 Server-i v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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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플랫폼 운영 서버
1-2-001
(운영용)

세부 플랫폼 운영 서버
1-2-002
(개발용)

HP

HP

DL380G10

 ETL 관리/모니터링 등
운영
관리
시스템
(HA)/ETL System 모
니터링 UI
 ETL 현황 모니터링 UI
 ETL Software Version
Upgrade
 시스템 관리도구 포함

65

2

130

DL380G10

 ETL 관리/모니터링 등
운영
관리
시스템
(HA)/ETL System 모
니터링 UI
 ETL 현황 모니터링 UI
 ETL Software Version
Upgrade
 시스템 관리도구 포함

65

2

130

25

5

125

세부
1-2-003

임상데이터
중앙관리 서버
(운영용)

HP

DL380G10

 EVIX-ETL™
서비스
클러스터 노드 (Data
Collector, Auth, API
Service, ETL 관리/모
니터링 등)

세부
1-2-004

임상데이터
중앙관리 서버
(개발용)

HP

DL380G10

 EVIX-ETL™
데이터
클러스터 노드(데이터
분산저장, 백업)

25

3

75

임상데이터
세부
분산 데이터 서버
1-2-005
(운영용)

HP

DL380G10

 EVIX-ETL™
데이터
클러스터 노드(데이터
분산저장, 백업)

88

6

528

임상데이터
세부
분산 데이터 서버
1-2-006
(개발용)

HP

DL380G10

 EVIX-ETL™
데이터
클러스터 노드(데이터
분산저장, 백업)

45

5

225

DL360G10

 병원, 공공 (심사평가
원/건강보험공단) 등의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CDM으로
변환·수집
및 중앙 서버로 전송
하는 Agent

79

46

3,634

39

46

1,794

세부
1-2-007

임상데이터
수집 서버

세부
1-2-008

임상데이터
연계 서버

HP

DL360G10

 병원 HIS와 Agent간
변환 Bridge(병원 기간
망 부하 감소 및 실시
간 변환 지원)

세부
1-2-009

임상데이터
변환 장비
(개발용)

HP

DL360G10

 병원 및 기관의 임상
데이터를 CDM으로 변
환하는 작업 장비

69

3

207

세부
1-2-010

네트웍 스위치

Cisco

C9300-24T

 데이터 전송을 위한
Network Switch

10

2

20

세부
1-2-011

네트웍 어댑터

이지넷
NEXT-SFP10  10Gb 이더넷 연결을
유비쿼
위한 어댑터
G
터스

0.1

16

1.6

세부
1-2-012

네트웍 방화벽

AXGAT
E

 포트 제어를 위한 네
트웍 방화벽

94

2

188

HP

AXGATE
13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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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1-2-013

네트웍 서버랙

세부
2-1-001

웹 서버

Tmax

WebtoB 4.x

세부
2-1-002

WAS 서버

Tmax

세부
2-1-003

수집서버

인투알 표준 서버랙  장비 설치용

1.2

1

1.2

 임상 데이터 수집 운
영 WEB 솔루션

27

11

302

JEUS 7.x

 데이터 수집, 가공 생
산
 웹서버 원활한 운용위
한 환경구성

43

11

468

HP

rx2800 i4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 서버

28

4

113

HP

CS500

 임상, 건강정보, 라이
프 로그를 DB로 저장

43

5

213

세부
오브젝트 스토리지 Naver
2-1-005

Storage

 데이터 수집, 가공, 생
산에 필요한 클라우드
영역으로 활용

202

1

202

세부
2-1-006

Naver

서비스

 파일 주기적 백업 및
load balancing

13

1

13

세부
클라우드
2-1-007 커스터마이징 팩

Naver

서비스

 연계기관 서비스 커스
터마이징

261

1

261

세부 클라우드 운영 및
2-1-008
기술지원 팩

Naver

서비스

 클라우드 운영 및 기
술 지원

57.6

1

57.6

세부
2-1-009

ESB engine

MESIM

Indigo ESB  연계기관의 데이터 수
집 – 연계 솔루션
v2.5

254

1

254

세부
2-1-010

품질 관리 SW

MetaStream,  연계기관의 데이터 수
DataStr
QualityStrea 집 중 데이터 품질 모
eams
니터링

464

1

464

세부
2-1-011

IP-SEC VPN

 연계기관의 클라우드
연동 접속 솔루션

180

5

900

시스템 통합보안 Naver , IDS, IPS등
세부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통합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Earni
의 통합 보안관제
2-1-012
관제시스템
Solution 통합관제

998

1

998

 연계기관의 2차 자료
데이터 저장

43

8

346

세부 ESB engine, ESB
Indigo ESB  연계기관(참여기관)의
MESIM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
v2.5
2-1-014
Agen

84

4

334

세부
데이터베이스 서버
2-1-004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m, IRUDA

세부
데이터베이스 서버
2-1-013

세부
참여기관 수집서버
2-1-015

CISCO

HP

IP-SEC

CS500

HP

rx2800

 연계기관 2차 자료 데
이터 수집

28

8

220
62.5

세부
2-2-001

바코드 스캐너

ZEBRA

DS8178

 검체처리실에서 검체
검수 및 이력관리

0.5 125

세부
2-2-002

원심분리기

eppen
-dorf

5810R

 검체처리실에서 운송 전
검체 전처리시 혈액
일차분획

25

세부
2-2-003

믹스롤러

IKA

Roller 6
digital

 검체처리실에서 운송 전
검체 전처리시 혈액
균질화

50

1,250

1 12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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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이
 검체처리실에서 운송
LEFD-1143
전 검체 임시보관
앤비

2

25

50

27MP500/Y  검체처리실에서 참여자
세부 데스크탑 컴퓨터 LG전자
HCA-CD-35
정보 및 동의정보
2-2-005
(모니터 포함)
/다나와
입력 및 관리
MAC

1

75

75

 대용량·고효율 자동화
방식 도입으로 검체채취
후 36시간 이내 자원
제작 완료

15,700

1

15,700

 참여자 체액자원 (혈액,
세부
임상검사 분석장비 Roche COBAS c503 소변)에서 화학적 임상
2-2-007
검사

187

1

187

 참여자 체액자원 (혈액,
세부
임상검사 분석장비 Roche COBAS e801 소변)에서 면역학적
2-2-008
임상검사

264

1

264

세부
2-2-004

냉장고

세부 자동화 인체자원 Thermo
2-2-006
제작장비
Fisher

-

세부
2-2-009

바이오뱅킹
관리시스템

Lab- Lab- vantage  인체자원 이력정보(수집,
정도관리, 분양, 폐기,
8
vantage
저장위치 등) 관리

2300

1

2,300

세부
2-2-010

공장형 자동화
냉동 저장장비

Li 100만명 규모 인체유래
BiOLaX_STV
물의 장기저장 인프라
CONiC

37,400

1

37,400

세부
2-3-001

염기서열분석기

MGI

DNBSEQ
-T7RS

 유전체 데이터 생산(질병
보유자를 대상으로 40만
명에 대해 전장유전체
생산(WGS, 30X 이상))

924 10대

9,240

세부
2-3-002

라이브러리
자동화기기

MGI

MGISP-960

 NGS 시스템 호환 라이브
러리 제작의 자동화

330 5대

1,650

세부
2-3-003

초저온 냉동고

 유전체 데이터 생산
Nihon
CLN-72UW
대상 조직 및 라이브
Freezer
러리 시료 보관용

20 66대

1,328.4

세부
2-3-004

항온항습기
/실외기

㈜남영
냉열
설비

6.6 12대

79.2

 유전체 데이터
시설 공사

생산

Cisco

N9K-C93180
YC-FX-24

 유전체 생산시설 공사
(초고속망 스위치, 클
라이언트 서버 연결
용도)

29.7 2대

59.4

Cisco

N9K-C93180
YC-FX-24

 유전체 생산시설 공사
(초고속망 스위치, 스
토리지 연결 용도)

26.4 2대

52.8

세부 초고속망 네트워크
LS 전선
2-3-007 케이블 및 공사

OS2

 유전체 생산시설 공사
(초고속망 공사비용)

27.5 1set

27.5

세부
데이터 전송 서버
2-3-008

R750

 유전체 생산시설 공사
(유전체 데이터 저장
스토리지)

27.5 2대

55

초고속 네트워크
세부
스위치(클라이언트
2-3-005
서버 연결 용도)
세부
2-3-006

초고속 네트워크
스위치(스토리지
연결 용도)

Dell
합 계

출처: 동 사업 장비구축계획서

-

- 122,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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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사업비 및 총비용 검토
가. 적정 사업비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세부과제별 수행내역을 기반으로 적정
비용을 검토하되, 기존 시범사업의 수행사례 및 사업비와 관련된 추가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 비용을 추정함
○ 동 사업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 및 플랫폼의 ISMP가 아직 수립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ISMP 수립 후 인프라 구축 수준 및 비용의 적절성 재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 기획보고서와 주관부처의 추가제출자료를 기준으로 세부활동별 적정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세부활동계획 수행 기준 대체적으로 적정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의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함
○ 주관부처가 각 세부활동별 인건비 산출을 위한 연차별 투입인력을 제시하였으나,
세부 수행업무에 따른 소요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1) (전략사업1) 국가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 운영
□ (1-1) 세부활동의 경우,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비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나 운영비
관련된 예산 내역은 재검토가 요구됨
○ (1-1-2) 세세부활동의 경우, 6년간 총 18억 원 지원은 충분한 수준의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활동 추진을 추진하기에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사업기획 원안의 예산과 상이한 56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수행업무별 소요인력을 기준으로 예산산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1-1-3) 세세부활동의 경우,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비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연구활동비 예산의 재검토가 요구됨
- 주관부처는 빅데이터 저장·활용 인프라, 계층형 빅데이터 보안전송 구축, 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체계 구축별 인건비, 연구활동비, 운영비, 간접비 등을 구분하여
제시함
- 연구활동비가 인건비보다 높게 책정된 일부 시스템 운영비는 기존 사례113)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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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비가 별도로 산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과다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유지보수 비율 8%는 정보화사업 비용검토 기준114)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적용
범위에 있다고 판단됨
□ (1-2) 세부활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적정 비용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예산
비목의 보완이 요구됨
○ (1-2-1) 세세부활동의 경우,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감리비가 미반영되어 있어 반영이
요구되며, ISMP 수립 후 인프라 구축 수준과 비용의 적절성 재검토가 요구됨
- ‘레거시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및 참여자 헬스케어’ 활동의 경우, 수행업무별 소요
인력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예산산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1-2-2) 세세부활동의 경우, 자발적 참여자 유전체 분석 보고서 생산 비용과 질환자
진단참고용 분석 보고서 생산 비용이 적정 수준에서 반영됨
○ 해당 세부활동 관련 구축 예정인 장비 중 임상데이터 분산 데이터 서버(운영용)와
네트웍 방화벽 비용은 적정 단가로 조정이 요구됨
- 임상데이터 분산 데이터 서버(운영용)는 임상데이터 분산 데이터 서버(개발용)와
동일한 사양(DL380G10)이나 금액이 상이함
- 네트웍 방화벽(AXGATE 13000S)은 제시된 금액과 견적서의 견적금액이 상이하며,
수량을 2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 견적서 상 1식의 구성 및 수량을 판단하기
어렵고 유사 장비 구축 사례115)를 고려할 때 적정 단가로 조정이 요구됨
□ (1-3) 세부활동의 경우, 대체적으로 적정한 비용이 반영되었으나 일부 예산 비목의
보완이 요구됨
○ (1-3-1) 세세부활동의 경우, 사업단 운영, 위원회 운영 및 대응, 평가 관리비가 적절하게
도출되어 제시됨
- 주관부처가 유사 분야 사업단 대비 적은 규모라고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은 빅데이터
구축이 목표이며 관련 시스템 및 플랫폼별 별도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1-1-2),
(1-3-2) 세세부활동 등에서 사업단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 비목도 존재하므로
113) 연구활동비/인건비(%) :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운영(플랫폼 구축 및 툴 개발, ’21년도 예산 기준) 70.6%,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환경 구축 및 지원(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21년도 예산 기준) 92.6%
114) 정용관,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 한국개발연구원(2013.1.31.)
115) ZEUS 검색결과 동일한 장비(NFEC-2018-11-247290, NFEC-2016-03-208201)가 각각 2018년에 1대(EA)당 42
백만 원, 2016년에 1대(EA) 당 26백만 원에 구축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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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범위에 있다고 판단됨
○ (1-3-2) 세세부활동의 경우, 대국민 상담 및 홈페이지 운영, ELSI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예산이 시범사업의 추진사례116)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2) (전략사업2)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
□ (2-1) 세부활동의 경우, 일부 예산 비목의 산출 근거 제시가 미흡함
○ (2-1-1), (2-1-2) 세세부활동의 경우, 1인당 설문조사 수행 비용 및 기본검진 비용이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 사업’ 사례 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이
요구되며, 세세부활동별 예산산출 근거의 보완이 요구됨
- 참여자 인센티브의 경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기반으로
비용이 산출될 필요가 있고, 조사협력기관 운영 비용은 기존 사례 대비 크게 증가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선도사업 정보 연계 및 검체정도관리 관련 예산은 시범사업의 추진사례를 검토할 때
적정 범위에 있다고 판단됨
○ (2-1-3) 세세부활동의 경우, 기능점수에 따른 개발원가를 산출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현재 SW 기능의 규모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ISMP 수립 후 인프라 구축 수준 및
비용의 적절성 재검토가 요구됨
□ (2-2) 세부활동의 경우, 검체확보시설 구축 규모 및 장비 구축 비용 재검토가 필요함
○ 검체확보시설 25개소의 운영을 고려하여 검체 운송 및 보관, 검체 수집체계 운영
비용이 산출되었으나, 25개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산정 근거 제시는 미흡함
- 연간 25만 명분 수집을 목표로 설정하고 일일 최대 1,041명분의 검체를 채취해야
하므로 1개소당 40명 검체채취가 가능함을 고려하여 25개소 검체확보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나, 연간 25만 명분 수집 목표는 100만 명 데이터를 6년에
걸쳐 수집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과다한 규모에 해당함
116) 1) 시범사업 홍보 관련 질병관리청 학술연구개발용역 과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자 독려 전략 및 콘텐츠 개발(1차년도, 4.53억),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위한 홍보 및 참여
독려(2차년도, 2.96억 원)
2) 시범사업 ELSI 위원회 및 대응 전략 수립 질병관리청 학술연구개발용역 과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
축사업을 위한 윤리 위원회 운영 및 ELSI 대응전략 수립(1차년도, 1.5억 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ELSI 대응을 위한 윤리·자문위원회 운영 및 대응전략연구·지원(2차년도,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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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역별로 적절한 코호트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지역을 고려한 검체확보시설
배분이 요구되므로 각 지역 거점병원별 검체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검체확보 시설 규모 도출이 필요함
○ 해당 세부활동을 위해 구매·구축되는 장비의 경우, 기존 유사장비의 구축 사례를
고려하여 적정 비용으로 조정이 요구됨
- 자동화 인체자원 제작장비(장비구축계획서 기준 157억 원), 임상검사 분석장비
COBAS c503(187백만 원), COBAS e801(264백만 원)의 구축 비용은 기존 유사장비
구축 사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므로 적정 비용으로 조정이 요구되며, 국립
중앙인체자원은행에 旣 구축된 장비를 고려해 효율화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함
- 바이오뱅킹관리시스템(LabVantage 8, 23억 원)의 경우, LabVantage가 제공하는 각
Biobanking User License (Named, Concurrent, Virtual for Full use)의 수량 및
관련 교육비에 대한 비용 적정성 근거가 미비하고, 구축 비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
하여 LabVantage사와 유사하게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지원이 가능한 타 업체(예,
Benchling 사)의 비교 견적이 필요함
- 공장형 자동화 냉동 저장장비(BiOLaX_STV, 374억 원)의 경우, 자동화 냉동 저장
장비의 평균 시료 개수에 대한 산출자료 보완이 필요하고, 유사한 성능의 자동화
냉동 저장장비(NFEC-2016-11-213244, 용적량 60,000개 × 17대 = 약 100만 개)와
비교 시 과다한 수준임
□ (2-3) 세부활동의 경우, 동 사업 참여기관이 유전체 데이터 생산장비를 일괄 도입해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할 때 대체적으로 적정 금액이 도출되었다고
판단되나, 민간 위탁 생산을 고려한 비용 재검토가 요구되고 세부 비목별 예산 산출
근거의 보완이 필요함
○ 국내 민간 유전체 데이터 생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4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데이터
생산 기준 견적을 취합·비교하여 적정 비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비용 효과성
측면 이외에도 민간 유전체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데이터 생산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시퀀싱 장비 1대당 2인 기준(10대 20명)인 라이브러리 제작, 데이터 생산 운영 및
관리 비용(인건비 60억 원, 운영비 60억 원)의 도출 근거가 미흡함
○ 유전체 데이터 생산 시설 유지비용 산출 기준은 구축 비용의 10% 적용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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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사업3)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과제 지원
□ (3-1), (3-2) 세부활동의 경우, 과제별 단가는 적정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분야별 추진과제 규모의 도출 근거는 타당성이 미흡함
○ (3-1) 세부과제는 연구자 수요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유전체 연구 분야는 2배수,
프로테옴 연구 분야는 1배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는 5배수 내외로 과제 수를
도출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산출 근거로서 타당성이 미흡함
○ (3-2) 세부과제는 연구자 수요조사 실시결과에 따라 임상/역학 과제, 오믹스 과제,
헬스케어/AI 과제 수를 도출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총수요 및 연구 규모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흡함
□ (3-3), (3-4) 세부활동의 경우, 과제별 단가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적정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분야별 과제 수의 산출 근거는 타당성이 미흡함
○ 주관부처는 예산산출과 관련된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3-3-2) 세세부활동 관련 지원
과제의 개수 및 예산을 기존 18개 내외, 2.5억 원 내외/년 × 4년에서 8개 내외, 5.6억 원
내외/년 × 4년으로 조정하여 제시함
○ 해당 세부활동 민간부담금이 총예산의 34%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국가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인 25% 이상에 부합함
(4) 연구 시설장비 구축
□ 주관부처가 제시한 장비구축계획서에 명시된 장비 58종에 대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NFEC) 및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여 일부 장비에 대한 구축 비용을 조정함
○ 세부 1-2-005 장비(임상데이터 분산 데이터 서버(운영용))는 세부 1-2-006 장비(임상
데이터 분산 데이터 서버(개발용))와 동일 사양 장비이나, 1대당 금액이 상이하여
적정 단가로 조정함
○ 세부 1-2-012 장비(네트웍 방화벽)는 제시된 금액이 견적서의 금액과 상이하며, 수량을
2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 견적서 상 1식의 구성 및 수량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존재117)하므로 유사 장비의 구축 사례를 고려하여 적정 단가로 조정함
117) 본 장비 2식을 도입할 경우 해당되는 1식이 어떤 품목으로 구성되고, 품목의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1식에 포함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면 별도의 품목으로 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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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2-1-007 장비(클라우드 커스터마이징 팩)의 경우, SW의 설치 및 커스트마이징
수행을 위한 인력 투입은 인력 용역 과업으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장비구축비가 아닌 직접비에 반영하도록 비목 이동이 요구되며, 클라우드 활용 장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제시된 인건비 산정 기준이 최신 기준과 상이해 적정
비용 재검토가 요구됨
○ 세부 2-1-008 장비(클라우드 운영 및 기술지원 팩)는 장비가 아니라 과업 전반에서
활용하는 클라우드 대여 장비를 운영하고 기술지원을 제공받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비목 이동이 요구되며, 클라우드 운영 및 기술지원의 단가(월 금액)에
대한 산정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NCP 사용료 7%의 산정 근거가
부재하여 적정 비용 재검토가 요구됨
○ 세부 2-2-006~008과 세부 2-2-010 장비의 경우, 사업과의 부합성, 기 구축 장비와의
중복성, 사양 및 수량의 적정성은 인정되었으나 가격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
구축 시설장비의 구축 금액을 근거로 적정 단가로 조정함
○ 세부 2-2-009 장비(바이오뱅킹 관리시스템)의 경우, 사업과의 부합성, 기 구축 장비와의
중복성, 사양 및 수량의 적정성은 인정되었으나, 판매업체에서 제공되는 Liscence의
수량 및 관련 교육비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가격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 구축
시설장비의 구축 금액을 근거로 적정 단가로 조정함
<표 5-4> 장비별 수량 및 비용 조정 결과(안)
(단위 : 점, 백만 원)

심의번호
(장비번호)

장비명

수량적정성 비용(단가) 적정성

증감

신청

조정

신청

조정

세부1-2-005 임상데이터 분산 데이터 서버(운영용)

6

6

88

45

∆258

세부1-2-012

2

-

94

85

∆18

네트웍 방화벽

세부2-1-007

클라우드 커스터마이징 팩

1

-

261

-

비목 이동

세부2-1-008

클라우드 운영 및 기술지원 팩

1

-

57.6

-

비목 이동

세부2-2-006

자동화 인체자원 제작장비

1

1

15,700

12,000

∆3,700

세부2-2-007

임상검사 분석장비

1

1

187

80

∆107

세부2-2-008

임상검사 분석장비

1

1

264

100

∆164

세부2-2-009

바이오뱅킹 관리시스템

1

1

2,300

1,500

∆800

세부2-2-010

공장형 자동화 냉동 저장장비

1

1

37,400

20,000

∆1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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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비용
□ 동 사업의 추진기간(’23년~’28년, 총 6년)과 동 사업 성과물의 운영기간(’29년~’38년,
총 10년)을 고려한 총비용(명목가치)은 1조 1,603.6억 원, ’20년을 기준년도로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총비용(현재가치)은 8,843.9억 원으로 추정됨
○ 총사업비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 원안이 추진되는 것을 가정하여 장비구축
비용의 조정 내역을 반영한 원안 비용인 9,563.8억 원을 반영함
○ 총비용은 동 사업 성과물의 운영 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의
운영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및 재구축비는 2,039.8억 원으로 추정됨118)
- 동 사업에서 구축되는 ‘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 및 플랫폼’의 운영 유지 기간은
사업 종료 후 10년을 가정함119)
- 운영비는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빅데이터 스토리지, 계층형
빅데이터 보안전송망, 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체계, 빅데이터 플랫폼, 바이오뱅킹
관리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소요비용을 반영함
- 연구장비 유지보수비/재구축비는 장비별 적정 유지보수비를 반영하고 세부과제별
구축되는 연구장비의 평균적 구축 시기와 내용연수를 반영해 연차별 소요비용을
도출함

118) 동 추정치는 운영비, 연구장비 재구축비의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119) 복잡한 대형 시스템의 수명은 최소 5년 이상이며 비용편익 분석대상 기간을 10년 또는 12년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ost-Benefit Analysis Guide for NIH IT Proje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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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동 사업 총비용 추정
(단위 : 백만 원)

운영유지비

연도

총사업비

2023

187,281.0

-

-

2024

197,768.9

-

2025

183,286.3

-

2026

181,104.0

2027
2028

운영비

유지보수비

연구장비
재구축비

총비용
명목

현가

-

187,281.0

164,113.7

-

-

197,768.9

165,841.3

-

-

183,286.3

147,078.3

-

-

-

181,104.0

139,069.0

132,979.0

-

-

-

132,979.0

97,716.8

73,964.0

-

-

-

73,964.0

52,010.4

2029

-

5,166.9

8,356.9

1,295.0

14,818.8

9,971.6

2030

-

5,166.9

8,356.9

-

13,523.8

8,708.3

2031

-

5,166.9

8,356.9

40,243.0

53,766.8

33,131.0

2032

-

5,166.9

8,356.9

-

13,523.8

7,974.5

2033

-

5,166.9

8,356.9

39,700.0

53,223.8

30,032.7

2034

-

5,166.9

8,356.9

-

13,523.8

7,302.5

2035

-

5,166.9

8,356.9

1,295.0

14,818.8

7,657.2

2036

-

5,166.9

8,356.9

-

13,523.8

6,687.1

2037

-

5,166.9

8,356.9

40,243.0

53,766.8

25,441.2

2038

-

5,166.9

8,356.9

-54,033.3

-40,509.5

-18,342.7

합계

956,383.1

51,669.2

83,568.7

68,742.7

1,160,363.6

88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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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경제성 분석

1. 주관부처 경제성 분석 검토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편익을 의학적, 연구적, 산업적 편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B/C 2.83(긍정적)~2.38(보수적)을 산출하여 제시함
<표 5-6>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 편익 및 효과
구분

기대 편익 성과

편익 및 효과

의학적

다양한 질환별 진단 및 치료법의 발견을 통한
건강한 삶에 대한 질병비용 저감 편익

 건강한 삶의 연장에 따른 편익
 질병비용 감소에 따른 편익

연구적

다양한 유전체 및 바이오데이터 연구 자원
수집 및 분석에 대한 비용저감편익

산업적

본사업의 산업적 활용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연관산업의 직접 편익

 연구비용 저감편익
 시장수요접근법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표 5-7> 주관부처가 제시한 B/C 분석 결과
편익추정방법

긍정적

보수적

건강한 삶의 연장에
따른 편익 (의학적)

1,669억 원

1,669억 원

질병비용 감소에 따른 편익
(의학적)

7,341억 원

3,672억 원

연구비용저감편익
(연구적)

연구비절감: 5,309억 원
인건비절감: 106억 원
(총 5,415억 원)

연구비절감: 5,309억 원
인건비절감: 106억 원
(총 5,415억 원)

시장수요 접근법
(산업적)

4,535억 원

4,535억 원

총 편익(현가)

18,961억 원

15,291억 원

총사업비(현가)

6,685억 원

6,685억 원

B/C 분석 결과
총편익(현가)

18,961억 원

총사업비(현가)

6,685억 원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B/C=2.83

15,921억 원
6,685억 원

B/C=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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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의학적 편익 항목으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진
단법 및 치료법의 개발을 가정하여 ‘건강한 삶의 연장에 따른 편익’ 및 ‘질병 비용
감소에 따른 편익’을 제시함
○ ‘건강한 삶의 연장에 따른 편익’은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한 삶이 손실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인 DALY120)를 활용하여 피해비용저감 편익 추정법을 통해 산출함
- ’27년에 진단법 및 치료법이 개발되는 것을 가정하고 이 시점에 개발된 신기술이
환자들의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27년 한 해의
편익 값을 산출함
- 1 DALY의 경제적 가치는 세계보건기구의 척도를 준용해 1인당 GDP를 반영함
- 정밀의료 기반 질병 진단, 치료제 개발이 16개의 질환121)에서 이루어진다고 간주하고
각 질환 DALY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수, GDP, 치료법 개발 성공률, 치료법 개발로
인한 DALY 감소율, 사업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편익을 산출함
- 국내 연구역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주요 대상 암의 치료법 성공률을 보다 높게
책정(10%)하고, 그 외 암종은 중도 값을 설정(7%)하였으며, 만성질환 등은 오랜
기간에 거쳐 편익을 얻는 점을 감안하여 성공률을 낮게 설정(5%)하였고 질환별
DALY 감소 정도는 10%~20%를 임의로 반영함
- 상기 가정 및 분석을 통한 편익은 ’20년 기준 현재가치로 1,669억 원임
○ ‘질병비용 감소에 따른 편익’은 진단법 개발을 통해 약물 투여대상이 아닌 환자의
불필요한 약제비를 낭비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산출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진단법이 ’29년부터
의료현장에 적용될 것이라 가정하고 해당 질환의 약제비를 고려해 편익을 산출함
- 약제비는 약학정보원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암은 연간 1,957만 원, 대장암은 연간
5,400만 원, 간암은 연간 3,348만 원, 폐암은 연간 468만 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함
- 질환별 대상 환자 수, 의료비 절감 대상자, 개발 후 약물처방 제외 환자 비율 및
편익 발생 기간 등을 반영하여 분석된 편익은 ’20년 기준 현재가치로 3,672억 원
(보수적)~7,341억 원(긍정적)으로 도출됨
120) Disability Adjusted Life-Year (DALY)는 장애보정생존연수를 지칭하는 용어로 조기 사망으로 인해 손실된
건강한 삶의 수명 연수(Years of Life Lost, YLL)와 비치명적 건강 결과인 장애로 인해 손실된 건강한 삶의
수명 연수(Years Lost due to Disability, YLD)를 합한 지표임, DALY가 크면 질병 부담이 큰 것을 의미함
121) 주요 대상 암(위암, 대장/직장암, 기관지/폐암), 그 외 암(식도암, 간암, 췌장암, 난소암, 방광암, 림프종·다
발성 골수종, 백혈병, 전립선암, 유방암), 그 외 질환(당뇨병, 고혈압성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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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주관부처의 진단법 개발에 따른 편익 산정을 위한 가정
주요 변수

값

참고

대상 환자 수

위암 3.98%, 대장암 4.01%,
간암 -0.65%, 폐암 5.22%

국내 연도별 대상 암 종 신규 환자 수는
’15~’16년의 연평균증가율(CAGR)을 참고해
매년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진단법 처방
대상 환자 비율

위암 4기(20%), 대장암 4기(25%),
간암 4기(20%), 폐암 3,4기(80%)

해당 질환군 전체 환자 중 진단법 처방대상
환자의 비율로, 암종에 따라 4기 혹은 3,4기
환자 비율로 설정

진단법 개발 후
약물처방
제외 대상 비율

20%(긍정적), 10%(보수적)

진단법 개발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의 비율

편익 발생기간

8년 (’29~’36년)

일반적인 항암제 매출 발생기간 8년 가정

출처: 동 사업 기획보고서

□ 주관부처는 연구적 편익 항목으로 동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분석 플랫폼 및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연구비 절감 편익’과 ‘인건비 절감
편익’을 제시함
○ ‘연구비 절감 편익’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따른 전장유전체 수집 및
분석 비용의 절감효과를 도출하고 국내 유전체 관련 과제비용에 적용해 연구비용
저감 편익을 산출함
- 전장유전체 수집·분석 비용의 절감율은 전장유전체 30(x)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기존 단가 150만 원,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단가 37만 원을 가정하여
25%를 도출함
- NTIS에서 유전체와 관련된 과제를 검색한 결과 ’16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과제
규모가 약 5천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과제 규모를 기준으로 편익기간 8년
(’31~’38년)동안 절감되는 연구비 절감율 25%를 적용하여 ’19년 기준 현재가치
5,309억 원 규모의 편익을 산출함
○ ‘인건비 절감 편익’은 기존의 전장유전체 생산에 100 샘플당 10일이 소요되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전장유전체 장비 구축 시 2일이 소요됨을 가정해 절감되는
인건비를 산출함
- NTIS를 통하여 5년간(’16년~’20년) 유전체와 관련한 과제를 조사한 결과, 연평균
과제 수가 2,796건임을 고려하여 과제별 박사급 인력122) 1인 기준 8일의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가정함
122) 3,229,730원/30일(근거: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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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기간 8년(’31~’38년) 동안 절감되는 총 인건비로 ’19년 기준 현재가치 106억 원을
제시함
□ 주관부처는 산업적 편익 항목으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의 산업적인 활용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성과물 관련 연관 시장의 가치창출 편익으로 ‘맞춤형 의료시장
편익’과 ‘유전체 장비/분석 시장 편익’을 제시함
○ 맞춤형 의료 및 유전체 장비/분석(시퀀싱, 마이크로어레이, PCR123), NAPI124))의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목표시장 점유율 3%, R&D기여율 35.4% 사업화성공율
46.73%, 부가가치율 34.04%, 사업기여율 8.1%를 가정함
○ 상기 가정을 통해 편익기간 8년(’31~’38년) 동안 ’19년 기준 현재가치 4,536억 원
규모의 편익을 산출하여 제시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편익 및 경제성 분석 방법은 편익항목 산출 논리, 편익 산출식
및 변수의 설정 근거, 기준년도 적용 등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존재하여 타당성이
미흡함
○ 의료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
개발이 동 사업목표가 아님을 고려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한 편익 중 의학적 편익
관련 항목은 동 사업의 성과물과 직접 연관된 편익 항목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추진범위 중 새로운 진단법/치료법 개발과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세부
활동은 (전략사업3)의 ‘(3-2) 데이터 활용 연구 과제 지원’과 ‘(3-3) 신산업 연계형
新 비즈니스 창출’임
- 상기 세부과제는 데이터, 분석환경 및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바이오 빅데이터의
다양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제시된 연구주제에
대해 소규모/다수의 연구를 공모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과제 수행을 통해 사업 종료 시점에 특정 질환에 적용 가능한 완성도 높은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가정하기에 무리가 있음
- 또한, 동 사업의 1차 수혜자의 범위에 전 국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편익을
동 사업의 직접 편익으로 보기 어려움

123)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 증폭시키는 분자생물학적 기술
124) Nucleic Acid Extraction and Purification (NAPI), 시퀀싱 등에 필요한 핵산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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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구적 편익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측면에서 편익 항목으로서의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편익 산출식 및 변수 설정 근거 등은 재검토가 필요함
- ‘연구비 절감 편익’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전장유전체 수집 및 분석 비용 절감율과
관련하여 기존 현황과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후 소요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산출이 필요125)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상기 편익 항목의 편익 산출 기준년도로 ’19년이 사용되어 ’20년으로 수정이
필요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산업적 편익 항목은 동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에 해당하는 편익에
한정하여 산출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맞춤형 의료시장 편익’은 의학적 편익과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 개발이
동 사업목표가 아니고,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창출된 성과가 해당 시장에 부분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맞춤형 의료시장 편익’을 동 사업의 성과물과 직접 연관된 편익 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맞춤형 의료시장은 예측의료, 신약개발, 정밀의료, 건강관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
매우 광범위한 시장이며, 동 사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과 관련된 일부 세부활동이
시장 진출에 기여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기여도 수준은 매우 미미할 것126)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유전체 장비/분석 시장 편익’은 동 사업의 ‘(3-4) 유전체 분석
기술 및 장비 개발’ 세부활동에서 제품화, 인허가 및 신뢰성 평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 편익 항목으로 타당성이 존재하다고 판단됨
- 다만, ‘유전체 장비/분석 시장 편익’ 산출에 사용된 시장의 범위, 목표시장 점유율,
편익기간, 사업기여율 등은 재검토가 요구됨
125) 주관부처는 전장유전체 30(x)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기존 단가 150만 원, 동 사업 추진에 따른
단가 37만 원을 가정하여 전장유전체 수집 및 분석 비용의 절감율을 25%로 도출하였으나, 해당 비용에 따
른 절감율은 75%로 계산됨
126) 전통적인 신약개발의 사례를 살펴보면, 신약개발에 평균 15년, 2~3조 원이 소모되는데(출처: 정현주 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국내·외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2020.9.18.))
동 사업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AI 활용을 통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더라도 동 사업에 지원하는 과제의 규
모(데이터 활용 과제 평균 예산이 4.8억 원 수준)를 고려할 때 기여도는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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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의 구축 및 운영유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은 0.33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동 사업의 총비용은 사업계획의 원안이 추진되는 것을 가정하고 장비구축 비용의
조정 내역을 반영한 총사업비와 동 사업 성과물의 운영 기간 동안의 운영비, 연구
장비 유지보수비 및 재구축비를 포함하여 산출된 8,843.9억 원(현재가치)을 반영함
○ 동 사업의 편익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편익 항목 중 동 사업의 성과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된 연구적 편익 일부와 유전체 장비/분석 시장 편익을 반영함
- ‘연구적 편익’은 유전체 및 임상 데이터의 생산, 검증, 정제, 분석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및 인력을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후로 비교하여 비용저감 편익을
반영함
- ‘유전체 장비/분석 시장 편익’은 주관부처가 해당 편익 산출에 사용한 시장 범위,
편익기간, 사업기여율 등을 재검토하여 가치창출 편익을 도출하여 반영함
- 동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참여자 중 일부는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일부 질환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진료비 저감 편익’도 동 사업의 편익 범위로
고려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이 사업 참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환 발견자의 규모가
작고 발견되는 질환의 다양성이나 질환 조기 발견 및 대응에 따른 진료비 절감
규모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해당 편익은 반영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은 가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이 도출한 동 사업의 비용편익
(B/C) 비율은 0.33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동 사업은 기반조성형의 사업으로 양질의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추진이 가능하므로 동 사업의 간접적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추정됨
<표 5-9>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단위 : 억 원)

총비용 현재가치

총편익 현재가치

비용편익(B/C) 비율

순현재가치(NPV)

8,843.9

2,957.3

0.33

-5,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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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 성과물인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 향상을
고려한 편익은 현재가치 기준 1,491.4억 원으로 추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연구적 편익 중 처리속도 향상 편익에
해당하는 ‘인건비 절감 편익’을 반영하되, 주관부처가 제시한 유전체 수집/분석 단계
이외에 유전체/임상 연구 전 단계의 효율성 제고 수준을 반영함
○ 시범사업 사례를 기준으로 참여자에 대한 유전체 및 임상 데이터의 생산, 검증, 정제,
연계 및 분석을 위해 개별 연구그룹이 필요로 하는 기간 및 인력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후로 비교함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후 유전체 및 임상 데이터의 생산, 검증, 정제, 연계, 기본
분석에 소요되는 인력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바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1MD(Man Day)로 가정하였고, 유전체 및 임상 데이터의 통합 분석에 소요
되는 인력은 빅데이터 구축 전/후 동일하다고 가정함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따른 소요인력의 감소 효과는 유전체 데이터 활용 연구
과제의 경우 47MD127)이며 임상 데이터 활용 연구과제는 33.8MD128)로 추정됨
- 인건비는 ’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129)의 박사급 임금을 적용함
○ 동 사업의 혜택을 받는 과제 수행 기간은 동 사업이 착수된 다음 해인 ’24년부터
운영유지비 산출 기간인 ’38년까지로 적용하고 연차별 수행되는 과제의 수는 NTIS에서
검색되는 최근 5년간(’16~’20년) 분야별 과제 연평균 규모130)를 반영한 결과, ‘연구비
절감 편익’은 1,491.4억 원(현재가치)으로 추정됨
○ 상기 편익은 유전체 및 임상 데이터 관련 연구과제 수행 규모에 따라 도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댓값에 해당함
□ 동 사업의 유전체 장비/분석 관련 시장 진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편익’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시장과 편익산출식을 사용하고 일부 변수를 재검토하여 반영한 결과 현재가치
기준 1,465.9억 원으로 추정됨

127) (생산) 20MD, (분석) 28MD
128) (생산) 15.6MD, (검증) 5.4MD, (정제) 13.3MD, (연계) 0.5MD
129)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2020.1.3.)
130) 유전체 데이터 연구 과제 1,307개, 임상 데이터 연구 과제 692개, 유전체/임상 데이터 복합 연구 과제 3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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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성공률은 2019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조사 종합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바이오의료 분야 사업화성공률 55.1%를 적용함
○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 산업연관별 2019년 소분류 의료 및 측정기기 부분 기준을
반영하여 35.88%를 적용함
○ 사업기여율은 최근 3년간의 유전체 분석기술 및 장비 개발 유사과제 투자 현황과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의 보건의료 분야 민간/정부 투자 비율을 고려해 11.99%를
적용함
○ 현재가치 산출을 위한 기준년도는 2020년을 적용함
○ 상기 변수들을 수정하여 반영한 ‘유전체 장비/분석 시장 편익’은 1,465.9억 원으로
추정되나 시장 점유율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22)」에 제시된 도전적
정책 목표치인 3%(’22년 달성 목표)로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5-10> 기획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항목 도출 및 추정 비교
기획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건강한 삶의 연장에 따른 편익

불인정

질병비용 감소에 따른 편익

불인정

연구비 절감 편익(수집/분석 단가 절감 편익)

불인정

인건비 절감 편익(처리속도 향상 편익)

인정

데이터 범위

유전체 정보

유전체, 임상 정보

연구단계

분석

생산, 검증, 정제, 연계, 분석

맞춤형 의료 시장 편익

불인정

유전체 장비/분석 시장 편익

인정

편익산출식

세계시장규모 × 시장 점유율 × R&D기여율
× 사업화성공율 × 부가가치율 × 사업기여율

좌동

시장범위

시퀀싱, 마이크로어레이, PCR, NAPI

좌동

시장점유율

3.0%

좌동

R&D기여율

35.4%

좌동

사업화성공율

46.73%

55.10%

부가가치율

34.04%

35.88%

사업기여율

8.1%

11.99%

회임기간

3년

좌동

편익기간

8년

좌동

기준연도

2019년

2020년

사회적할인율

4.5%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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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조사결과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바이오 데이터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로 잠재적 가치가 높아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며 다양한 법·제도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국가가 주도할 필요성이 존재함
□ 그러나, 국내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현황을 고려할 때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이 현재 시점에 충분히 성숙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동 사업은 임상 정보, 유전체 정보, 단백체, 마이크로바이옴, 라이프로그 등 다양한
정보의 대규모 수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
(’21~’25)」에 제시된 표준화 실태평가 결과에 따르면 임상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개인 생성 건강 데이터 간 연계·통합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 구조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확인됨
○ 주관부처는 데이터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에서 개발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동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형태의 표준화 적용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해외 사례에서 적용한 표준 프레임워크와 국제표준
등을 고려할 계획임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원활한 표준화 추진 및 동 사업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데이터의 수집·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데이터의 활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동 사업을 통하여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이슈가 재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의 수준 및 사업목표 달성시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며
100만 명 규모의 연구자원 수집 및 생산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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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 연구자원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50만 명 이상의 규모로 연구
자원의 수집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환경의 해외 사례를 고려
할 때 더 작은 규모로도 목적 지향적인 연구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연구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전문가의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타깃 질환을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연구자원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희귀질환자 10만 명과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 모집 가능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의 질적/양적 구축 수준 측면에서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제시가 미흡함
□ 동 사업 (전략사업1)과 (전략사업2)의 세부활동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수집/생산 및
관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으로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략사업3)의 일부 세부활동은 사업 성과물인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댐을 기반으로
바이오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전략사업3)의 데이터 활용 연구지원 관련 세부활동은 데이터의 품질 관련 피드백
채널 구축 측면에서 일정 규모로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하나 동 사업 내에서 대규모로
추진할 당위성은 미흡함
○ 또한, 동 사업 세부활동은 ① 세부 질환별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개발, ②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 ③ 빅데이터 기반 활용 연구과제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각 세부과제가 병렬적으로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일부 세부활동은 시간적 선후관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업단 구성방안을 비롯하여 과제 선정 및 관리 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절히 제시되
었으나 동 사업이 인프라 구축 사업임을 고려하면 사업 및 연구 성과 관리 계획을
포함한 동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물 관리·활용·확산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필수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선택군 계획(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등)과의 부합성이 높게 나타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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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이 동 사업과 유사·유관 사업의 차별성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상당수의 조사대상 사업들과 데이터 수집 대상 질환 및 데이터 규모
이외에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나, 동 사업은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므로 사업목표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하고 조사대상
사업들과 적극적인 성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 R&D 투자전략 및 부처별 예산의 추이에 의하면, 동 사업의
정부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민간 재원 조달 계획은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세부 활동계획 수행 기준 사업비는 대체적으로 적정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 비목은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재검토가 요구됨
○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가
아직 수립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ISMP 수립 후 인프라 구축 관련 적절성 재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B/C) 비율은 0.3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동 사업은 기반조성형의 사업이며 양질의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추진이 가능하므로 동 사업의 간접적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추정됨

2. 주관부처 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 바이오 빅데이터 댐 구축과 관련하여 주관부처가 당장의 연구수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연구자원 수집을 통하여 미래 연구수요를 대비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소명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시급성 측면에서 미래의 연구수요 뿐만 아니라 현 시점의
연구수요의 충분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국내 바이오 빅데이터의 활용 수요는 현재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밀의료 구현 측면에서 동 사업을 통해 양질의 바이오 빅데이터 댐이 구축되면
향후 관련 연구수요의 증대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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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바이오 빅데이터 댐의 활용 수요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빅데이터 댐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연구수요에 부합하고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함
□ 주관부처는 바이오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
성과를 추가로 제출해 소명하였으며, 데이터 주권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전제로 동 사업의 효과성은 인정됨
○ 국내 유사사업에서 창출된 성과가 타 사업에 비해 크게 우수하지는 않으나 코호트
규모의 확대 및 데이터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면 관련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간 유전체를 포함하여 바이오 데이터의 국경을 넘는 유통 규제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국내 자체 인프라의 확보를 통한 산업 보호의 측면에서 동 사업의 효과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추진 시급성으로 해외 DB의 구축 사례와 인구 고령화, 제약·
바이오 분야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은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중요한 대규모의 기반조성형 사업이므로 향후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는 최소화되도록) 사전 준비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수집·생산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계획이 상세하게
수립되고 바이오 빅데이터 댐의 활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외에 旣 구축된 바이오
빅데이터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 차별성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임상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전략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
으로 한 임상 정보 표준 프로토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상 정보
수집·생산 SOP(표준업무절차)를 수립할 계획임을 소명하였으나, 동 사업 착수 시점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기에
불확실성이 높음
○ 현재 A대학교가 약 3억 원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한
참여자 임상정보 수집·관리 프로토콜 개발’을 수행 중이며 해당 과제의 성과물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임상정보 표준 프로토콜 및 증계기록지 보완)가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추진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착수 시점(’23년)에 완결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확실함
○ 상기 제시된 연구과제 수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질환 선정 및 사유에 대한 근거 취합, 질환별 수집항목 선정을 위한 선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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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수집 가능성 등이 논의되고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조사 수집항목
및 측정방법의 표준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완성도 있게 제시될 경우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로 제시한 마이헬스웨이 추진
위원회 활동과 ‘마이 헬스웨이 연계제공항목 v1.0’ 자료를 고려할 때 참여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단계적 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
착수 시점을 고려하면 미흡한 점이 존재함
○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마이
헬스웨이 표준제공항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21.12.17.)하였으나 이는 FHIR 구조 기반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표준으로 라이프로그
데이터의 직접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건강정보 고속도로(My Healthway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 단위 공모를
통해 ’23~’24년 실증을 추진하고 전국 네트워크 구축은 ’25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동 사업의 참여자 모집 시작 시기(’23년~) 및 대상(전국민) 측면에서
연계성이 미흡함
○ 또한, 공공 헬스케어 서비스 이외에 민간(의료기관, 산업계 등)에서도 약 20여 개의
개인 건강 정보 활용 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나 특정 병원이나 특정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종속된 플랫폼으로 확장성 및 개방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 바, 웨어러블
생체신호 데이터의 복잡성을 고려한 이종 웨어러블 기기의 연동, API를 오픈하지
않은 디바이스 및 서비스 기업(애플, 샤오미 등)을 고려해 환자 생성 건강 정보
(PGHD)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수집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실증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가 소명자료로 제시한 거버넌스 개편(안)은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전담 조직
신설 및 예산 배분을 통하여 사업계획 원안 대비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바이오 빅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업단 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바이오 빅데이터 표준화위원회 산하 세부
분과(표준화 분과, 품질관리 분과)를 신설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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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기 거버넌스 개편과 신규 상설조직 운영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요구되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단계별로 구체적인 데이터의 품질 제고 방안(각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의 자체 데이터 품질 검증, 품질관리 전담 조직의 데이터 품질 교차
검증 체계 구축, 제3자 기관의 데이터 품질 검증, 단계별 데이터 품질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품질기준을 보완하는 관리체계 구축 등) 마련이 요구됨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 원안에서 미제시된 세부과제별 성과지표를 소명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일부 세부활동의 성과지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분과별 기획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수행(’21.12.7.~12.15.)하여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를 보완하여 제시함
○ (1-1) 세부활동의 ‘통합 빅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유지’ 성과지표는 오류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성과지표는
ISMS131), ISMS-P132) 인증 획득을 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데이터 품질관리 만족도’ 성과지표는 유사사업(바이오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존 사업 등)을 고려하여 목표 초기치 설정값에 대한 근거 제시가 요구됨
○ (2-1) 세부활동의 ‘미래의료 자원 모집율’ 및 ‘임상정보 자원 정도관리 적합률’ 성과
지표는 연차별 질환자/자발적 참여자 모집목표 대비 비율로 제시되어 있고 해당
기준으로 산출된 실제로 연구에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규모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낮게 설정되므로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미흡함
- ‘임상정보 자원 정도관리 적합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연차별 모집목표에 적용할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규모는 약 83만 명 수준임
- 다만, 주관부처가 목표치 설정 근거로 제시한 참여자의 참여 철회 가능성도 존재
하므로 해당 비율 및 현실적인 참여자 모집 가능성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 목표의
재검토가 요구됨
○ (3-2) 세부활동의 ‘데이터 기반 가이드라인 개발’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건강식품,
치료 후 케어 등의 정의 및 필요성이 모호하므로 산식에 제시한 바이오 빅데이터
131)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13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
관이 증명하는 제도(법적 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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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비급여 대상 가이드라인의 정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3-3) 세부활동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성과지표는 실증을 통해 유효성이 확보된
서비스 모델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 (전략사업3)의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과제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 검증, 활용사례 창출을 통한 유효성 홍보 등을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을 통한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됨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과제 지원은 동 사업을 통하여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의 품질
관리 관련 피드백 채널 구축 및 데이터의 유효성 확인 측면에서 소규모로 추진될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사업 내에서 대규모로 추진할 당위성은 미흡함
○ 주관부처는 기업지원 과제가 제외된다면 빅데이터 플랫폼이 연구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경제적 효과가 일부 반감될 수 있다고 소명하였으나, 동 사업에서 구축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에 기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가
구축될 경우 민간기업의 활용도는 자연스럽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의 종료 후 성과관리 및 활용·확산 계획이 사업계획 원안 대비 구체화 됨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하여 성과물 관리 및 활용방안을 바이오 빅데이터, 인체
유래물, 연구 참여자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성과의 활용·확산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연차별 주요 활동 계획(안)을 추가로 제시함
○ 동 사업 종료 후 바이오 빅데이터 댐을 위한 별도사업의 추진 또는 기존 데이터
센터의 통합을 통한 운영·관리가 제시되었으나, 바이오 빅데이터 및 해당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자생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단일 IRB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주체 및 추진방향이 사업계획 원안 대비 구체화 됨
○ 주관부처는 자발적 참여자 모집 시 질병관리청 IRB로 추진하고, 분야별 질환자의
수집은 다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IRB133)를 추진하는 형태로 단일 IRB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IRB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제시함
□ 주관부처는 기존에 제시한 편익 이외에 사업 참여자 편익, 직접연구비 절감 편익을
추가 소명하였으나 타당성이 미흡함
133)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연구를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은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를 심
의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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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사업 참여자 편익으로 동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비용 및
진료비 절감 편익’을 추가 소명하였으나 동 사업 추진목적과 추진내용은 진단율을
향상하거나 진료비를 저감하는 의학적 진단/진료법 개발이 아니며, 저감비용 산출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흡함
- 주관부처는 진단비용 환자 본인 부담금 50%를 적용하고 평균 요양기관 방문 횟수에
따른 진단 소요비용을 편익 산출에 반영하였으나 동 사업 미참여 및 유전자 검사
미수행의 경우 소요되는 진단비는 산출식에 반영되지 않았고 단순 요양병원 방문
횟수를 편익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미흡함
- 또한, 진단 목적의 유전자 검사 수행을 전제할 경우 해당 검사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 참여자와 국가를 모두 고려하면 동 사업 수행 여부에 따른 소요비용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 자발적 참여자의 진료비 저감 편익은 동 사업의 참여 및 진단이 질환의 발병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간 주요질환의 평균 진료비를 편익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성이 미흡하며 유전자 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진단 비율(5%, 10%)의 근거자료
제시가 미흡함
○ 주관부처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따른 ‘직접 연구비 저감 편익’을 추가
소명하였으나 해당 편익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이 제시한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
향상을 고려한 편익과 중복되며 편익 산출 근거의 타당성이 미흡함
- 주관부처가 직접연구비 감소와 관련하여 제시한 근거자료134)는 EMR과 연계된
biobank를 기반으로 특정 코호트 생성비용135)을 비교한 사례로 분석 소요비용이
제외된 생성비용이고, 국내 임상/유전체 연구과제 수행 비용이 코호트 생성비용에
국한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내 임상/유전체 연구과제 전체에 해당 연구비 감소
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미흡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소명자료 기준을 국내 연구과제비에 적용해보면, 바이오 빅데
이터 플랫폼 구축 시 유전체임상 연구과제의 직접연구비 80% 감소가 필요하므로
연구과제 평균 직접연구비 비율 50%를 고려하면 기존 연구과제 규모의 40% 감소가
요구되는 수준임
134) Bowton, Erica, et al. “Biobanks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s: Enabling Cost-Effective Research.”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2014)
135) (VESPA cohorts)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약물유전체학적 발견을 목적으로 하며, 17.9만 명 이상의 DNA
샘플을 포함하는 바이오리포지토리(BioVU)로부터 약물반응 표현형이 있는 11,639 subjects를 추출하여 생성
한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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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가.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결론의 도출을 위하여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시행의 타당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사업 시행의 타당성 정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고,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 다수의 속성(multi-attributes)을 고려하고 다수의 목적(multi-objectives)을 포함하는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다기준 분석기법(multi-criteria analysis)을 활용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는 대표적인
다기준 분석 기법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나. AHP 기법의 개요
□ 분석적 계층화법(AHP)은 의사결정의 목표나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의사
결정 기법의 하나임
○ 1970년대 초 Thomas Saaty가 개발한 방법으로 평가요소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으로 계층화하여, 각 수준별로 분석‧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함
□ AHP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평가요소들을 주요 요소와 세부 요소들로
나누어 계층화하고, 계층별 요소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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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인간의 사고와 유사하게 문제를 분해하고 구조화하며, 평가요소 사이 상대적
중요도와 대안들의 선호도를 비율척도로 측정하여 정량적인 형태로 결과를 도출한
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음
- 또한, 절차가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척도 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음
○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용되는 AHP 절차는 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
평가기준과 계층구조 설정,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대안 간 선호도 측정, 종합점수
산정과 환류 과정,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의 과정을 거치게 됨

[그림 6-1] 분석적 계층화 기법(AHP)을 이용한 평가절차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1.)

2. 종합평가 결과
가. 조사 대상 집단
□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 동 사업에 대한 종합 타당성 결론을 내리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분과위원회136) 및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한
연구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12인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함

13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020.8.3., 일부개정)에 따라 2020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사업의 종합평가부터 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을 기술한 바와 같이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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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은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7인, 동 사업 분석에 직접 참여한 자문위원 3인
및 예비타당성조사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M (Project Manager)
1인으로 구성됨
○ 전체 평가자의 개별 응답을 검토한 결과 모두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137)되었으며,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자 12인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시한
각 1인의 결과를 제외한 총 10인의 응답을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함
나. AHP 구조 및 평가항목
□ 의사결정을 위한 AHP 계층구조는 크게 세 개의 대항목(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분류되며, 그 하위에 2계층, 3계층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동 사업 의사결정 계층구조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용/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그림 6-2]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13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는 비일관성 비율의 최대 허용치를 0.15로 설정
하고 있으며, 비일관성 비율이 0.15를 초과하는 응답자에 대하서는 환류(feedback)과정을 통하여 응답 일관
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동 사업의 비일관성 비율은 모두 0.15이하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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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항목
(2계층)
(1계층)

과학
기술적
타당성
분석

평가항목
(3계층)

평가내용

비고

문제
/이슈
도출의
적절성

-

‧ 문제/이슈의 식별 과정·
결과의 적절성

‧ 식별과정이 합리적이고, 도출된
문제/이슈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시급하고 필요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
목표의
적절성

-

‧ 목표 설정의 적절성

‧ 설정된 목표가 식별된 문제/이슈의
해결과 연관성이 높을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

‧ 세부활동 구성 및 내용
‧ 세부활동이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의 구체성과 연계성
높고, 추진체계 및 전략을 통해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을
세부활동의 유기적 관계를 구체
통한 세부활동 간의
화할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연계성을 구체화 정도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 정부 계획과의 부합성이 높을수록
발표한 중·장기 계획과의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부합 정도

세부활동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정책의
일관성
‧ 사업의 임무·역할이 분명히 차별
및
선택군
계획과
관련된
화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들과의
‧
사업추진체제
추진체제
사업들 간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이 구체적일수록 사업
및
시행 점수가 높음
연계방안
추진의지
‧
‧
사업
거버넌스
사업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적절
정책적
할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타당성
분석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 재원조달 위험요인이 낮을수록
재원조달
위한 재원 부담주체의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사업
추진상의
‧ 사업 추진을 위한
‧ 법·제도적 위험 정도가 낮고 구체
위험요인
법‧제도적
법·제도적 제한 여부
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경우 사업
‧ WTO 보조금협정 상의 시행 점수가 높음
위험요인
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
(시행과 미시행의 중립이 최대 평점)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경제성

-

ㆍ사업비 및 비용 추정
ㆍ비용효과 분석

‧ 사업비 산정의 타당성이 높고, 비용
대비 효과의 값이 비교 대안에
비해 클수록 사업 시행 점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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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HP 항목별 가중치 산정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AHP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설정하는데, 가중치는
평가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를 수행하여 설정함
○ 최상위 계층인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항목의 가중치는 평가자가 직접
비중을 부여하며, 하위 항목의 가중치는 쌍대비교를 통해 설정됨
- 쌍대비교 질의시의 척도(Scale)로는 Saaty가 제안한 9점 척도를 적용함
□ 평가항목 1계층인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각각 0.474, 0.409,
0.116으로 도출되어 평가자들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정책적 타당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판단함을 알 수 있고, 경제적
타당성은 0.116으로 낮게 나타남
□ 과학기술적 타당성 평가항목 2계층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의 가중치는 0.144, 0.164, 0.166 순으로 나타남
○ 평가자들은 동 사업의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세부활동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항목 순으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기반조성형 사업으로 문제/이슈의
도출 및 사업목표보다는 세부활동의 구성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 타당성 평가항목 2계층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의 가중치는 각각 0.168, 0.241로, 평가자들이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음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하위 3계층 평가항목 중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의 가
중치는 0.059,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는 0.109로, 두 항목 중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를 중요하게 인식하여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동 사업의 유사·유관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통합 바이오 데이터 댐’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협력방안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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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하위 3계층인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의
가중치는 각각 0.077, 0.164로 ‘법‧제도적 위험요인’의 가중치가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재원조달 가능성보다 복잡하게 연계된 관계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동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는 0.116으로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났음
○ 기반조성형에 해당하는 동 사업의 경우 비용편익(B/C) 비율이 낮게 도출되더라도
양질의 바이오 빅데이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간접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됨이 고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6-2>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평가항목

세부
종합

평가자
1

2

3

4

5

6

7

8

9

10

종합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0.144 0.045 0.061 0.080 0.080 0.333 0.045 0.340 0.364 0.103 0.077
과학
기술적 사업목표의 적절성 0.164 0.091 0.280 0.240 0.080 0.056 0.108 0.049 0.091 0.256 0.299 0.474
타당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0.166 0.364 0.160 0.080 0.240 0.111 0.347 0.111 0.045 0.041 0.124
적절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0.168 0.150 0.267 0.438 0.400 0.067 0.038 0.067 0.100 0.056 0.267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0.059 0.038 0.067 0.219 0.100 0.011 0.006 0.057 0.075 0.011 0.067
정책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제 및
0.109 0.113 0.200 0.219 0.300 0.056 0.031 0.010 0.025 0.044 0.200 0.409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0.241 0.150 0.133 0.063 0.100 0.333 0.263 0.333 0.300 0.444 0.133
재원조달 가능성

0.077 0.021 0.027 0.010 0.033 0.067 0.210 0.056 0.075 0.356 0.044

법‧제도적 위험요인 0.164 0.129 0.107 0.052 0.067 0.267 0.053 0.278 0.225 0.089 0.089
경제적
타당성

경제성

0.116 0.200 0.100 0.100 0.100 0.100 0.200 0.100 0.100 0.100 0.10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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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AHP 평가 결과
□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시행/미시행 점수를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AHP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이 0.408, ‘사업 미시행’이 0.592로 도출되어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아래의 표는 AHP 평가자 12인 중 최대‧최솟값 2인을 제외한 10인에 대하여 과학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동 사업의 시행 또는 미시행 평가점수를
도출한 것이며, 종합결론에서 평가자 10명 중 7명이 ‘미시행’으로 평가함
-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사업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465로 나타났으며, 개별 평가자
10명 중 6명이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타당성의 경우 사업의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381로 나타났으며, 개별
평가자 10명 중 7명이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타당성의 경우 사업의 시행에 대한 종합평점이 0.249로 나타났으며, 개별
평가자 10명 중 9명이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3>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결과
평가자

종합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1

0.300

0.700

0.209

0.791

0.467

0.533

0.250

0.750

2

0.313

0.687

0.261

0.739

0.368

0.632

0.333

0.667

3

0.710

0.290

0.815

0.185

0.726

0.274

0.250

0.750

4

0.621

0.379

0.625

0.375

0.684

0.316

0.333

0.667

5

0.355

0.645

0.559

0.441

0.131

0.869

0.111

0.889

6

0.263

0.737

0.330

0.670

0.246

0.754

0.125

0.875

7

0.439

0.561

0.624

0.376

0.264

0.736

0.250

0.750

8

0.637

0.363

0.778

0.222

0.517

0.483

0.667

0.333

9

0.389

0.611

0.645

0.355

0.204

0.796

0.125

0.875

10

0.379

0.621

0.268

0.714

0.492

0.508

0.250

0.750

종합평점

0.408

0.592

0.465

0.535

0.381

0.619

0.249

0.751

평가자 수

3

7

6

4

3

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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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필요성은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착수 시점에 동 사업에서 수집 및 생산하고자 하는 세부 데이터의 구성과
데이터별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이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의
공감대 기반으로 도출 완료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실제 데이터의 수집·생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연구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전문가의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연구의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타깃 질환을 검토하고 질환자 및 자발적 참여자의 실제 모집 가능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수집 목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빅데이터 댐 구축에 사업 추진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부활동 연계성
보완 및 추진전략의 구체화가 요구됨
□ 상기 문제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수집·생산·관리 측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데이터 수집 규모의 재검토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6-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구분

사업계획서

사업비
(정부)

9,788.3억 원
(9,449억 원)

사업 기간

2023년 ~ 2028년 (6년)

B/C Ratio

0.33

AHP 시행점수

0.408

비고

ㆍ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생산·관리에서 중요한 세부 데이터별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 관련 사전 준비가 미흡함
ㆍ질환별 중요도, 참여자의 실제 모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ㆍ동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미흡한 세부활동의 조정이 요구됨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203

2. 정책제언
□ 현재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표준화 관련 성과물 기반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전 준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기반조성형 사업이므로 동 사업 결과물의 활용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 이전에 동 사업에서 수집 및 생산하고자 하는 바이오 빅데이터가 관련
산·학·연·병 전문가의 공감대 기반으로 도출되고 사업 추진 이전에 표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완성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의 범위에 CRF 항목 정의 외에 전송, 보안 표준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빅데이터의 인프라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데이터의 규모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므로 엄격한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동 사업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범위 및 규모를 연구수요, 파급효과, 참여자
모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한정하거나 단계별로 확장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의 수집 및 생산에 동 사업의 추진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부활동의 조정이 요구됨
○ 특히, 동 사업 (전략사업3)의 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는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사업 추진 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음
□ 국내 민간의 유전체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전체 정보
생산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자체 구축 및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소요비용 이외에
다양한 application 개발이 용이한 기술적 기능 지원 가능 여부, 해외 빅데이터 시스템의
민간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추세 등을 고려하여 구축 방안의 면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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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데이터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으나,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연구 목적 활용 등 법률적 명시
관련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 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부정적인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최근 설문조사 결과138)를 살펴보면, 국민 3명 중 2명은 비식별화된 의료 데이터의
기업 제공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동 사업의 참여도 및 빅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 홍보, 공익광고 등 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된 다각적인 노력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138) 지디넷코리아가 전국 20대~50대 성인 6,2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2월에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의료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66.9%(4,167명)가 “반대한다”고 밝힘(출처: https://zdnet.co.kr/view/?no= 20220303173035)

참고문헌 205

참 고 문 헌
강민영, 박도휘,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대, 데이터 전쟁을 대비하라」, 삼정KPMG Issue
Monitor, 제94호, 2018.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2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202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2018.4.2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안)」, 2020.5.13.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과, 「2019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연보」,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2018.2.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2019.5.22.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14.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 2021.5.26.
김은중, 김무웅, 「유전체 분석장비를 개발하는 주요 업체동향」,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watch, 2018.1.25.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 2020.6.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로드맵(’21~’25)」, 2021.4.27.
서성혁, 「기술분석 보고서 마크로젠(038290)」, 한국IR협의회 기술분석보고서, 2019.12.19.
성주헌, 조성일, “한국 유전체 코호트 구축의 전략적 고려사항”, 예방의학회지 40권 2호,
2007, pp.95~101
안지영, 「핀란드의 데이터기반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Bio Economy Brief, Issue 71, 2019.9.
안지현, 「2020년 기술수준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4.
연합뉴스, “국내 최대 한국인 1만명 유전체 해독 완료”, The Science Times, 2021.4.27.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인 만명 게놈 해독 완료!... 초대형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마련”,
UNIST Biomedical Engineering, 2021.4.28.
윤건호,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과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14권 3호, 2020.

206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이병철,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1.3.
이승덕, “데이터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학신문, 2021.1.11.
이승태 외,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검사의 이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0.1.7.
이재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의료정보 활용방향과 시사점」, 생명공학정책연구
센터 BioINpro, Vol.00, 2020.
이효빈 외, 「일본의 바이오분야 R&D 프로그램 조사–AMED를 중심으로-」, NRF Issue
Report, 2019.3.
장성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최신 동향」, BRIC View 동향리포트, 2017.
정민우,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1.
정용관,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 한국개발연구원, 2013.1.31.
정일영, 「유럽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방향」,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바이오헬스 리포트, 2019.10.
정현주 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국내·외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314, , 2020.9.1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2020.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데이터산업현황조사」, 2021.3.
행정안전부, 「2020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0.1.3.
홍지영, 김무웅, 「글로벌 유전체시장 현황 및 전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BioINdustry,
No.129, 2018.8.

IPResearch센터, “4차산업 핵심 ICT융합 의료 헬스케어 산업 및 정밀의료 기술 발전 동향과
ICT융합 의료기기 산업 시장 기술”, 산업정책Research, 2017.4.6.

All of Us Research Program Investigators. "The “All of Us” research progra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81, Issue. 7, 2019, pp,668~676.
Vishwa Gaul, 「Big Data Analytics In Healthcare Market: Global Opportunity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18 – 2025」, Allied Market Research, 2018.12.
Bowton, Erica, et al. “Biobanks and Electronic Medical Records: Enabling Cost-Effective
Research.”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Vol. 6, Issue. 234, 2014, 234cm3

참고문헌 207

Eisenstein, Michael. "Big data: The power of petabytes." Nature, Vol. 527, Issue. 7576,
2015, pp.S2~S4
European Commission, “Denmark joins the 1+ Million Genomes Initiative”, 2021.2.2.
Jeon, Sungwon, et al. “Korean Genome Project: 1094 Korean personal genomes with
clinical information.” Science advances, Vol. 6, Issue. 22, 2020, eaaz7835.
Kim, J. S. “Usages of medical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focus on HIPPA and
HITECH.” Adm Law J, Vol. 44, Issue. 2, 2016, pp.269~290.
Market Research Future, 「Healthcare Big Data Analytics Market Trends, Growth and
Insights - Global Forecast till 2027」, 2021.2.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ost-Benefit Analysis Guide for NIH IT Project」, 1998.
Personalized medicine coalition, 「The case for personalized medicine(4th edition)」, 2014.
Spear, Brian B., Margo Heath-Chiozzi, and Jeffrey Huff. "Clinical application of
pharmacogenetics." Trends in molecular medicine, Vol. 7, Issue. 5, 2001,
pp.201~204.
Technavio, 「Global Big Data Spending in Healthcare Industry–Market Research 2015-2019」,
2015.9.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홈페이지(https://bighug.kdca.go.kr/bigdata/)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s://nih.go.kr)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10000genomes.org/)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홈페이지(http://kpgp.or.kr/)
All of us 홈페이지(https://allofus.nih.gov/)
Beyond 1 Million Genomes(B1MG) 홈페이지(https://b1mg-project.eu/)
Finngen 홈페이지(https://www.finngen.fi/en)
Japan AMED 홈페이지(https://www.amed.go.jp/en/)
KoGES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The 100,000 Genomes Project 홈페이지(https://www.genomicsengland.co.uk/)
UK Biobank 홈페이지(https://www.ukbiobank.ac.uk/)

부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록

부록 211

부록.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12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부록 213

214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부록 215

216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부록 217

218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부록 219

220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