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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약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데이터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은 연구 효율화 및 선진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나,
연구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 인력, 인프라 등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 국가가 지정한 특정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 연구기관이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부족함
○ 국가 R&D 과제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 데이터가 연구자 또는 연구실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단순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연구자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별·사업별·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통합 수집·제공이 필요함
□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확보·활용·공유체계의 필요성
○ 미국(NCBI), 유럽(EBI), 일본(DDBJ) 등 해외 주요국 데이터에 의존하는 바이오산업
기반의 혁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의 국산화 및 자립화가 시급함
○ 국가적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바이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가 부재함
○ 데이터 중심 R&D 활성화로 연구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축적되는 연구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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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개요
□ 사업목표와 내용
○ (사업목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AI기반 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제공
○ (사업구성) 4대 전략분야, 11대 핵심기술, 28개 구성기술로 구성됨
<표 1>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구성
전략분야
1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제공
체계 마련
2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
3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4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핵심기술
1-1
데이터 통합
수집·운영 기틀 마련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1-3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2-1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
분석 기반기술 개발
2-2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
분석 선도기술 개발
3-1
데이터 수집/저장
환경 구축
3-2
데이터 분석/활용
환경 구축
3-3
데이터 공통
인프라 환경 구축
4-1
데이터 이용 지원서비스 운영

출처 : 기획보고서

4-2
데이터 활용 교육
4-3
데이터 글로벌 활용
국제협력

구성기술
1-1-1
1-1-2
1-1-3
1-1-4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규제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데이터의 등록 및 활용 촉진 홍보 채널 다양화

1-2-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
1-2-2 데이터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1-3-1 통합 데이터 검색 서비스 운영
1-3-2 분야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
2-1-1 분야별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2-1-2 기존 분석 툴 및 DB 탑재 및 관리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기술 개발
2-2-3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기술 개발
3-1-1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
3-1-2 데이터 등록/연계 프레임워크 개발(SW)
3-2-1
3-2-2
3-2-3
3-3-1
3-3-2
3-3-3
4-1-1
4-1-2
4-2-1
4-2-2
4-2-3

클라우드 기반 분석/검색 프레임워크 구축(SW)
인공지능 허브 환경 구축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
데이터 전용 전송망(연구망) 구축
데이터 고속 전송기술 개발·적용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 개발
데이터 플랫폼 이용 서비스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
바이오 데이터 교육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
맞춤형 집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러닝 시스템 구축(SW)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보·제공

4-3-1 바이오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
4-3-2 데이터 스테이션 글로벌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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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 (사업기간) 2022년~2026년(총 5년)
○ (총 사업비) 총 268,189백만 원(국고 100%)
<표 2> 동 사업 총 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 원)

연차별 투자계획

분류

’22
국고

요청
예산

’23

’24

’25

합계

’26

44,490

49,640

53,975

57,756

62,328

268,189

지방비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0

합계

44,490

49,640

53,975

57,756

62,328

268,189

출처 : 기획보고서

□ 사업추진체계

[그림 1] 동 사업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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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정성 재검토 요청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 사유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NBDS)의 구축을 통해 분산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분석·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혁신과 ‘바이오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
○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구조개편 및 증액소요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업비 증액 가능성, 중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함

2. 조사방법
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식별 및 도출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R&D 사업 이외의 다른 효율적
정책대안은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표준화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양적·질적 부족, 바이오 연구 데이터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미비와 높은 해외의존도 등 제기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검토함
○ 동 사업이 계속사업임을 고려할 때, 기존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진단과 시사점
도출이 문제/이슈 식별과 전략분야 도출 등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사업목표의 적절성) 문제/이슈의 해결과 사업목표의 부합성, 사업목표 설정 근거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함
○ 동 사업의 문제/이슈(표준화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양적·질적 부족, 바이오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체계 부족 등)와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혁신적인 연구환경)의
연관성을 검토함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성과목표의 사업 기간 내 달성 가능성을 검토함
□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활동이 효과적,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함

요약 5

○ 4대 전략분야, 11대 핵심기술, 28개 구성기술 등의 세부활동이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의 흐름으로 논리적, 체계적으로 구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 동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부처 데이터 연계수집과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가 추진체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유사사업과 동 사업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사업의 추진체제, 관련 주체들의 추진 의지 등을 조사함
○ 필수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선택군 계획(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등)과 동 사업의 부합성을 검토함
○ 사업 추진 주체(주관부처)의 추진의지 및 동 사업에서 구축될 NBDS에 대한 활용
수요를 조사함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함
○ 재원조달 가능성에서는 총사업비가 전액 국고로 계획되어 있고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함
○ 법·제도적 위험요인에서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체유래데이터의 수집·제공을
위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부처, 개인이 보유한 데이터 연계·등록 방안의 실효성 등을 검토함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비용 산정 논리 및 근거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추가비용 소요 여부를 판단함
○ 사업 성공의 핵심요인을 중심으로 전략분야 간 예산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총 사업비 구성의 관점에서 검토함
○ 핵심기술 및 구성기술 관점에서 비용산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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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가.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동 사업이 계속사업임을 고려할 때, 기존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 진단과 시사점
도출이 문제/이슈 식별과 전략분야 도출 등에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으며, 일부
이슈와 핵심문제는 도출 논리의 구체성이 부족함
○ 선행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사점으로부터 핵심이슈와
문제를 도출하여 후속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기획보고서의 문제/이슈 식별
과정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하여 선행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이슈를 도출하며 해결방안을 동 사업 추진전략에 반영하였음
- KOBIC은 당초 유전체 서열 데이터 등록양식에 대해서만 표준화하여 정보를 수집
하였고 활용에 필요한 메타 정보가 부족하였으며, 표준양식도 국제표준과 상이해
기존 유전체 데이터들과의 호환성이 부족하여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 전체 유전체 데이터를 국제표준양식에 따라 표준화한 이후 데이터 활용도가 증가
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데이터수집·활용 촉진을 위해 3대 분류 15대 분야 표준
등록양식을 마련 후 표준화위원회 등을 통해 고도화할 계획을 제시함
- 데이터 품질관리가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임을 고려할 때, 미흡한 품질관리로
인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데이터 활용 저해요인임을 인식하고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보완하여 제시한 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수집·관리·
활용기반 및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활용을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가 전제될 경우 NBDS 활용에 대한 산·학·연·병 현장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인식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가 15대 연구분야별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품질관리 등이 이루어질 경우 NBDS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요약 7

○ 해외DB 유료화, 데이터 공개 제한 등 바이오 데이터의 무기화와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해 국내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음
- 해외 DB가 유료화 된다는 가정의 근거가 미흡하며, 유료화 된다 해도 5년의 사업
기간 동안 해외 DB에 대응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전산 인프라의 부족은 NBDS 활용 촉진을 위한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연구자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 데이터센터를 이용(데이터 저장·활용)하는 이유는
국내 전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 데이터센터에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논문을 투고할 때 유수의 저널들이 NCBI 등 해당 전문기관을
인정해 주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나.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제시된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R&D 투자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NBDS 시스템 구축 이외의 다른 정책 수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부처별, 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품질관리를
통하여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NBDS 플랫폼 구축 유지 방안 대비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등의 자원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요
비용과 저장된 데이터의 안정성, 민감데이터 저장의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NBDS 자체 시스템 구축·활용이 유리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각 부처의 데이터 성격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등록 및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특화된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전문성을
보유한 개별 부처별로 진행하고 NBDS는 결과물이 통합적으로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시켜주는 방안 대비 NBDS가 15대 분야 모든 바이오데이터의 수집,
저장, 제공 및 분석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미흡함
○ 주관부처는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NBDS 체계가 인프라 자원의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성이 있다는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프라 소모 최소화를 위해 독립적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부처의 실데이터는 NBDS에 중복 저장하지 않고 메타 데이터
연계를 통해 NBDS에서 통합 검색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스토리지 구축비용을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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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의 적절성
가.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혁신적인
연구환경 제공’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동 사업의 문제/이슈인 ‘실제 연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양적·질적 부족’ 및 ‘바이오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체계 부족’ 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물리적인 의미의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의 구축이 완료되더라도, 대단위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활용도가 높은 대규모
데이터의 절대량 확보 자체가 어렵고,
- 고품질 데이터의 수집 및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이나 혁신적 연구환경 제공만으로는 실제 연구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수집과 제공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이상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목표를 수정하였고, 당초
보다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이 개선됨
○ 부처 간 통일된 형식의 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을 사업목표에 추가함
으로써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의 연관성을 제시함
<표 3> 주관부처가 수정제시한 동 사업 전략목표(사업목표)
전략목표
당초
제시한 목표
(기획보고서)

내용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혁신적인 연구환경 제공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관리기반 마련으로 디지털 바이오 정보의 경쟁력 강화
- AI기반 공공플랫폼 구축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의 가치 증대
-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역량 강화로 정보의 공유 증진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공통 운영 체계 마련 및
범부처 통합 바이오 연구 데이터 검색·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정된 목표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범부처로부터 양질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통일된 형식의
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 데이터 기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연계 빅데이터 제공
- 연구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2차 가공 데이터 제공

요약 9

나.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는 동 사업의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제시하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가능성이 불확실함
○ 사업목표에서 제시한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과 ‘혁신적인 연구환경’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 제기된 문제/이슈 해결과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활용도 높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및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사용자 활용도
등이 아닌 기술 경쟁력 확보나 플랫폼 구축은 성과목표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 현재 제시된 데이터 통합 활용기술이나 멀티오믹스/AI기반 플랫폼 구축 및 실증을
통한 확산은 고품질 데이터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구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나, AI기반 응용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양질의 학습데이터셋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주관부처는 이상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목표를 수정하였고, 당초
보다 사업목표의 구체성 등이 보완됨
○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AI기반 공공플랫폼 구축, 혁신적인 연구환경 제공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범부처 공통 운영체계 마련 및 범부처 통합 바이오 연구 데이터
검색·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여 사업목표를 구체화함
○ 성과목표 또한 기존의 기술 경쟁력 확보, 플랫폼 구축 위주에서 문제/이슈 해결과
관련성이 높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활용도 증대로 수정하여 제시함
<표 4> 주관부처가 수정제시한 동 사업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구분

전략목표
(사업목표)

성과목표

내용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공통 운영 체계 마련 및 범부처
통합 바이오 연구 데이터 검색·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범부처로부터 양질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통일된 형식의 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 데이터 기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연계 빅데이터 제공
- 연구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2차 가공 데이터 제공

○ 체계적인 수집을 통한 양질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확보 및 제공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활용 기술 및 플랫폼 제공을 통한 활용도 증대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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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지표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업 목표와 관련성은 있지만 사업 목표를 직접적·
효과적으로 반영 및 측정하지 못하고,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성과가
아닌 사업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해당하는 과정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점검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등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표는 도전성과 합리성이 부족함
○ NBDS의 경쟁력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향상이 얼마나 되었는지,
축적된 데이터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에도, 해당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절대적인 데이터의 등록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등록량이 매년 5PB씩 증가한다는 논리의 근거도 미흡함
○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계획 대비 공정률 지표는 ‘26년 기준 누적 H/W 및 S/W
기능 구현, 서비스 계획 대비 구축·개발·구현된 항목의 비율로 정의(추가제출자료)
하고, 총 구축 사업비 대비 연도별 플랫폼 구축 예산 투자(집행)액으로 측정하므로,
사업 성과나 결과물의 효과성과 관계없는 투입 성과만을 반영하고 있어 도전성과
합리성이 부족함
○ NBDS 플랫폼 공정률이 낮고 수집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부터 5개
분석거점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됨
○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활용률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자체의 활용률이 아닌 구축된
NBDS 기능의 활용률을 측정하고 있어 성과지표가 사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부재함
○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정책활용도(지수)는 개발된 지침 및 양식의 실효성
이나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도가 아닌, 개발된 지침/양식이 국가R&D사업과 관련된
규정이나 정부정책에 반영된 정량적 건수나 비율을 측정하고 있어 성과지표로서
도전성·합리성이 부족함
□ 주관부처는 이상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목표를 직접적·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수정하고 일부 성과지표의 도전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였음
○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해 직접 지표인 ‘데이터 품질
오류율’ 지표를 신설하고, 데이터 품질수준 측정·검증을 위해 ‘플랫폼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항목에 이용데이터의 품질만족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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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계획 대비 공정률’ 지표의 측정산식을 투입성과 관점인
예산투자(집행)액의 비율에서 구현된 기능 위주로 보완함
○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존의 분석거점을 품질선도센터로 역할을
재조정하고 성과지표를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나, 담당 분야가 포괄적이고 연도별
센터지정 개수와 지원예산 설정의 경우 타당성이 미흡함
○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활용률’을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이 높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자체의 활용률로 변경하고 목표치 설정의 근거를 보완하여 제시함
○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정책활용도’의 측정산식을 정책수립 전후의 데이터
활용도 변화로 설정하고, 정책반영률 이외에 정책활용률을 지표에 반영함
라. 결과물의 수혜자 표적화
□ 주관부처는 동 사업 수혜자를 연구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국민으로 폭넓게 제시
하고 있어, 사업의 목표 및 추진 범위를 고려한 수혜자 표적화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NBDS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여 연구에 활용
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임
○ 2차 수혜자로 제시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현재 제시된 데이터 수집·축적 체계
하에서는 실질적 편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산업적 측면에서 기업이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가 맞춤형으로 생산·수집·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의식 없이 단순 수집된 다양한 유형·품질수준의 데이터로부터 기업이
어떠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부재함
○ NBDS를 통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주어졌을 때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국민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고, 2차 수혜자의 편익이 전제되지 않는 한 3차 수혜자에 대한 편익은 발생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직접적인 편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3차 수혜자를
삭제하는 등 동 사업의 수혜자를 조정한 점은 타당하나, 2차 수혜자인 민간기업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 제시는 여전히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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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가.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세부활동은 사업목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전략분야 및 핵심기술, 구성기술 등의 세부활동은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라는 사업목표보다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인 NBDS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활동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엮이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구성됨
- 활용 수요 및 분석 목적에 부합한 양질의 데이터를 목적 지향적·체계적으로 축적
해야 수집된 데이터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기획보고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려에 앞서 NBDS에 축적할 수 있는 3대 분류
15대 분야의 모든 바이오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분석서비스의 경우에도 데이터의 수집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해야 데이터와
분석서비스 모두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별개의 과업으로 보고 병렬적으로
설계하여 추진하는 상황으로, 데이터 활용성 제고의 목적보다는 NBDS 플랫폼에
필요한 또는 NBDS 플랫폼 자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분석서비스를 개발
하여 탑재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핵심기술 ’1-1 데이터 통합 수집·운영 기틀 마련‘의 구성기술 ‘1-1-2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은 수집 대상 데이터의 범위,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
등록양식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에의 기여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3대 분류 15대 분야 바이오 R&D에서 생산·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각 연구과제별 생산되는 데이터의 정의 및 범위,
제출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집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또한, 사업목표로 설정한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활용과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고품질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별 데이터 형식을 정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준양식을 제정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제시된 양식으로는 AI기반 분석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요약 13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동 사업 수집 대상 데이터 정의와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데이터를 수집 대상으로 하고 수집·등록 단계에서의
데이터 품질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수집단계에서 고품질데이터가 등록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 수집 대상 데이터의 정의 및 범위
구분

내용
○ 수집 대상 데이터란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 모두를 말하며,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메타
데이터와 실데이터

정의

범위

- 다양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재활용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메타 데이터를 15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선정·표준화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수집된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메타 데이터는 실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제목) 및 데이터의 정의/범위(시퀀싱 기법,
라이브러리 선택 방법), 실데이터를 어떤 종류로 제출해야 하는지(파일 타입) 명확히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실데이터에 한하여 데이터로 수집함으로써 데이터의 재활용성 및 데이터 간
병합·융합 가능성 확보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 분야의 모든 연구 데이터가 대상임
※ 동 사업은 논문으로 출간하지 못한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과제의 데이터까지 수집범위에 포함

출처 : 추가제출자료

○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을 사업목표에서 삭제함에 따라 AI기반의
분석·활용에 필요한 맞춤형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등록양식의 미흡 문제는 해소
되었으나, 데이터 활용성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표준등록양식 마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이슈임
○ 핵심기술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의 구성기술 ‘1-2-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은 세부활동의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아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근본적으로 동 사업에서의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역할 범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품질관리 담당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짐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의 역할 범위를 구체화
하여 제시하고 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
- 당초 기획보고서 상에는 KOBIC에서 3대 분류의 데이터, 이미지·영상 등 방대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한정된 인력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품질관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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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BIC 품질관리 인력의 전담 분야를 유전체로 한정하고, 품질관리 대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을 배정함
- 양성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KOBIC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다양한 인력 채용방안을 통하여 유전체
분야 특화된 정제와 큐레이션 인력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을
제시함
- 하지만 정제와 큐레이션 분야별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분야별 인력배분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분석거점을 품질선도센터로 역할을
재조정하여 품질관리 전문성을 보강함
- KOBIC은 유전체 데이터를 전담하고 바이오데이터 품질선도센터에서 전문분야별
품질관리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품질관리의 전문성이 향상됨
- 다만, 품질관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운영을 통해
어떻게 데이터 품질 향상과 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표준등록양식의 구체성 미흡 관련하여 주관부처는 기존 표준등록양식 보완작업을
통해 구체성 및 완성도를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핵심기술 ‘2-1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기반 기술 개발’의 구성기술 ‘2-1-1 분야별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은 데이터 품질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기술개발 결과물을 동 사업 기간 내
활용하는 것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핵심기술 ‘2-2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선도기술개발’은 수월성·활용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 기여가능성 확인이 어려움
○ 핵심기술 ‘3-3 데이터 공통 인프라 환경 구축’의 구성기술 ‘3-3-2 데이터 고속 전송
기술 개발적용’과 ‘3-3-3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 개발’의 개발주체 설정 근거가
부재하고, 사업기간 내 활용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
기여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핵심기술 ‘4-1 데이터 이용 지원서비스 운영’의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 중 인력양성 부분은 세부활동의 효과성, 동 사업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 기여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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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4-1 데이터 이용 지원서비스 운영’의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 중 데이터 분석거점 지정 운영 부분은 분석 지원의 효과성,
지역별 안배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나.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1) 세부활동 수요조사의 적절성
□ 세부활동 중 핵심기술과 구성기술 조정 및 확정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중점추진과제 선별 후
실무위원회를 통한 핵심/구성기술 후보군 발굴, 기획분과위원회를 통한 검토, 총괄
기획위원회를 통한 4대 전략분야, 11대 핵심기술 및 28개 구성기술을 확정한 과정은
절차적 타당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2) 세부활동의 기간추정과 선후관계의 논리성
□ 4대 전략분야, 11대 핵심기술, 28개 구성기술 간 상호 연계성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고려된 통합 기술 로드맵이 미흡함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에서 11대 핵심기술 및 28개 구성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나 전략분야 내, 전략분야 간 핵심기술의 연계 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 특히, 분석기술 개발과 데이터 수집이 연계되지 않아서 수집된 데이터 및 개발된
분석기술의 활용도가 불확실함
□ 매년 추진되는 표준화 작업방식의 한계에 대한 보완방안이 부재함
○ 제시된 계획상으로 매년 15대 분야별 표준화를 추진하여 기존 데이터 표준 양식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신규 양식이 추가될 경우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주관부처는 표준등록양식의 추가적인 수정 보완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인 TF팀을
꾸려 기 수집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대안의 구체성이
미흡함
□ 매년 도입하는 인프라 시스템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간 연계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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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형·규모 및 해당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나 분석기술
개발 현황과 연계하여 사업기간 내에 필요한 연도별 인프라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 바이오 데이터의 총량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인프라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나 제공되는 서비스와 필요한
인프라 간의 연관성이 불분명함
(3) 세부활동 도출에 참여한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 동 사업의 기획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와 기획방향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
기획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으나,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및 산업계의 의견수렴은
미흡했다고 판단됨
○ 사업 기획 시 총괄기획위원회는 총 11명으로 바이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동 사업 수혜자로 데이터 활용 기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참여가
미흡함
다.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핵심기술 ‘1-1 데이터 통합 수집·운영 기틀 마련’의 성과지표(기술개발 목표 및 세부
목표) 설정의 합리성·도전성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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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데이터 통합 수집·운영 기틀 마련의 성과지표 일부
구성기술
1-1-1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1-1-2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기술개발 목표
표준등록(안) 개발

세부목표
○ 15대 바이오 연구 분야별 생산 가능한 연구
데이터에 대한 표준 등록 양식 7건 이상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 ○ 연 1건 이상의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 분양
분양 심의서
심의 결과
표준운영절차(SOP)
개발

○ 7건 이상의 표준운영절차서
○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스테이션과 공동 등록 표준
운영절차서 적용 4건

표준지침 개발

○ 데이터발전위원회를 통해 제정된 표준지침
○ 분야별 데이터 수집·관리 표준지침 마련을 통한
데이터 운영위원회 승인

부처 데이터센터
연계방법론 개발

○ 1개 이상 부처 데이터센터와의 연계방법론 및
절차 마련

등록·공유·활용 활성화를 ○ 1개 이상의 인센티브제도 마련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발 ○ 1개 이상의 활성화 지원 체계 마련
1-1-3
데이터 규제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바이오 연구 데이터
규제 개선(안) 개발
규제 개선(안)
자문 결과 보고서

○ 1건 이상의 연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안건
○ 1회 이상의 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 자문 결과 보고서

출처 : 기획보고서

○ 구성기술 ‘1-1-1 국가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 운영’의 성과지표를 설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활용 수요가 높은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와 관련해 주관부처가
제시한 성과목표 설정의 도전성이 부족함
- 주관부처는 점검의견을 반영하여 도전성의 확보를 위해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의
분양심의서 목표와 부처 데이터센터와의 연계방법론 목표를 상향하였음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등록·공유·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발 목표는
인센티브제도가 데이터 등록·공유·활용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1개 이상 인센티브제도 마련이라는 정량적 수치로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활용성이 부족함
- 주관부처는 점검의견을 반영하여,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른 데이터 등록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계 시 설문 문항을 마련하여 인센티브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 핵심기술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성과지표의 구체성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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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관리가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임에도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아닌 진행단계별 세부활동을 나열하고 있음
- 예컨대 분야별 품질지표나 지표별 세부지표 및 진단기준의 구체성에 관한 개발목표
치가 아닌, 품질지표 도출이나 세부지표 및 진단기준 마련 등의 활동내용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품질지표의 수준이나 활용도 등을 측정/검증하고 개선하기 어려움
<표 7>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의 성과지표
구성기술

기술개발 목표
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운영계획 마련

1-2-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

세부목표
○ 연구 데이터 활용이 원활이 이행되도록
품질관리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

데이터 품질
이슈 조사 및 분석

○ 연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에
대한 만족도, 데이터 품질 이슈, 요구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데이터 품질지표 개발

○ 연구특성에 따라 품질지표 및 지표별 세부
지표 및 진단기준 마련

데이터 품질기준 수립

○ 분야별로 품질 지표를 도출
○ 품질기준 가이드라인 연구자들에게 제공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발

○ 품질 개선 방향 정의, 메타 정보 및 원천
데이터 품질 측정, 측정 결과 분석, 평가
등의 프로세스 개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진단

○ 정형·비정형 데이터 유형별로 사전에 도출된
업무규칙을 품질측정 파이프라인에 적용
○ 파이프라인을 운영하여 품질측정 수행

바이오 연구 분야별
데이터 품질진단 분석

○ 품질진단 측정결과에 오류 속성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 1차, 2차 가공을 위한 정제인력 및 큐레이터
정제인력 및 큐레이터 확보
확보

1-2-2
데이터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 분야별 연구 데이터 특성 파악
바이오 연구 데이터
○ 분야별 연구 데이터 품질측정 모듈 개발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 분야별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 연구 데이터별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적용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 신기술 및 고도화 품질관리 적용시 데이터별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적용
업데이트 수행

출처 : 기획보고서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관리 활동내용 위주의 목표 제시는 지양
하고, 품질지표 수준 및 활용도 기반으로 핵심기술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의
성과지표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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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2-2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 분석 선도기술개발’의 수월성 확인을 위하여
개발 기술의 성능지표가 필요함에도 기술개발 건수를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용화 관련 성과지표가 부재함
<표 8>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선도기술개발 성과지표
구성기술
연구 분야별
2-2-1
빅데이터
수요 맞춤형
분석 도구 개발
바이오
통합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분석 도구 보급
2-2-2
이종 데이터
이종 데이터 융합 기술 개발
통합 연계형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분석 도구 보급
2-2-3
바이오 연구
가속기 기반
데이터 분석 성능
데이터 고속
가속 기술 개발
분석기술 개발

성능지표

개발목표 스펙

NBDS 데이터 연계 기반 주요 연구 분야
필수 빅데이터 분석 도구 개발 건수

5년간
총 12개 도구 개발

빅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자 만족도

분석 도구
평균 80점 이상

분석 툴 실행 환경 구축 제공 건수

개발된 12개 도구에 대한
실행 환경 구축 및 활용

NBDS 데이터 연계 기반 주요 연구 분야
필수 이종 데이터 융합 기술 개발 건수

5년간
총 4개 도구 개발

이종 데이터 융합 분석 도구
사용자 만족도

분석 도구
평균 80점 이상

분석 툴 실행 환경 구축 제공 건수

개발된 14개 도구에 대한
실행 환경 구축 및 활용

유전체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성능 가속 기술 개발

유전체 데이터 분석 도구
가속 기술 개발 1건

바이오 15대 연구 분야
분석·처리 성능 개선

2개 분야 데이터 1종씩
분석·처리 성능 향상

출처 : 기획보고서

○ 주관부처는 추가답변을 통해 기술의 성능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일반적인 수준의
과학적 성과 및 인프라 성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적절한 성능목표라고 할 수 없고,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 제고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와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전략분야 1과 전략분야 2 사이의 시간적·논리적 연관관계가 제시되지 않아서 활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이종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함으로써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공통기술을 개발하여, 개발된 기술을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공할 계획을 제시하였음에도, 사업화 지원 목적의 제공 실적
검증을 위한 상용화 관련 성과지표 등은 부재함
□ 구성기술 ‘3-2-2 인공지능 허브환경 구축’의 성과지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함
○ 해외 최고 기술수준보다 높은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정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달성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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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전략의 적절성
(1)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적절성
□ 동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부처 데이터 연계수집과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가 추진체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음

[그림 2] 동 사업의 추진체계
○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다수의 부처가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해당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고 NBDS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함에도, 현 추진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이 추진체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검증 및 지속적 관리, 활용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 축적이 실현
될 수 있을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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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추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제시함
○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NBDS에 연계·수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농촌
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데이터
발전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업 추진체계에 반영한 점은
동 사업의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향후에라도
동 사업에 편입하여 함께 추진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해당 부처 데이터 확보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
○ 전문분야별 강화된 품질관리를 위해 데이터 품질선도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이를
추진체계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나,
- 품질선도센터의 안정적인 착근과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발전위원회나
표준화위원회 등을 통한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구조 마련 등 상시적으로
추진체계를 진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그림 3] 수정된 추진체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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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의 적절성
□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 및 활용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부처 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수집·제공하는 전략의 효과성이 불확실함
○ 주관부처는 3대 분류 15대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의 수집을
지향하고 있으나, 분석에 필요한 규모도 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까지
수집해야 하는 필요성은 의문이며, 활용 수요나 분석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목적의식 없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전략은 효과성이 불분명함
○ 주관부처는 개별 연구자가 생산하여 보유중인 소규모의 데이터 역시 향후 새로운
발견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였으며,
○ 데이터의 활용 빈도 관점에서는 공통의 목적과 방법을 통해 생산된 대규모 데이터
위주로 수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주관부처의 소명처럼 개인 연구자가
보유한 소규모 데이터 역시 향후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NBDS
에서 통합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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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필수계획 및 선택군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동 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분석대상 상위계획을 필수계획과 선택군 계획으로 구분하여 부합성을 조사하였음
- 필수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 선택군 계획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표 9>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구분

부합성

계획명

필수계획
선택군
계획

낮음

보통

높음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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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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 동 사업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화, 분석서비스 기술개발, 수집·저장·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의
내용 및 지원범위 등의 측면에서 일부 관련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존재함
○ 농업 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사업의 데이터인프라구축, 농업빅데이터
활용모델 및 인공지능 개발과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은 동
사업 연구개발 내용과 유사성이 일부 존재하며, 연계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은 동 사업 ‘전략분야 2.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술 개발’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11> 관련사업과의 차별성 조사대상 사업
부처명

사업명

사업기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85~계속

DB산업육성

’98~계속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

’19-계속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12~계속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12~계속

보건복지부 인재양성사업

’20-’23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1~’20

중소벤처기업부

빅데이터기반서비스개발지원사업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1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출처 : 예산요구서(2019~2021), NTIS 등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본 사업에 대한 주관부처의 추진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동 사업 추진에 앞서 10개 부처가 참여한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안)」을 수립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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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동안에도 인체유래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해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추진
하여 법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진이 제시한 동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동 사업에서 구축될 NBDS를 활용할 연구자의 선호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조사 진행 중 추가로 실시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96%가 데이터스테이션이 아래와
같이 구축된다는 조건 하에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설문응답자: 바이오 관련 학회 회원, 표준화 위원 등을 포함한 227명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 동 사업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별도 내역사업(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으로 편성되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구성되어 있고, 다부처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기간 동안 주관부처와 참여부처의 차질 없는 예산확보가 중요함
○ 추가 제출한 중기계획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관부처와 참여부처(질병관리청, 농촌
진흥청)는 ’25년까지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수준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재원조달 계획과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법·제도적 위험요인
□ 법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대응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인체유래데이터 수집·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제도적 이슈에 대한 대응 계획은 미흡함
○ 추가제출자료에 따르면 주관부처는 사전에 KOBIC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고,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인체유래물은행 개설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NBDS에 등록된 인체유래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동의서 또는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바,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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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의 재식별 및 재제공 방지·파기 문제, 가명 처리 범위, 의료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보상체계 등과 같은 민감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개선·
보완의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나, 관련 계획은 부재함
□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부처나 연구자
개인이 보유한 데이터를 NBDS에 연계·등록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미흡함
○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는 수행 주체가 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데이터 비공개를 원칙
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바이오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인 연구자 보유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의 이행력이 약한 상황이고,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인
보유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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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사업계획서의 비용 검토
가. 총 사업비 구성
□ 동 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는 총 사업비 2,681.89억 원(국고 100%)을 제안함
○ 총 사업비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 분석서비스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이용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수집·저장·분석·활용
등 NBDS 플랫폼 구축에 전체 예산의 44%, 이용지원 프로그램에 31.9%가 책정됨
- 활용 가능성 높은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품질관리가 사업 성공의 핵심요인임에도
데이터 수집과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에는 불과 12%의
예산이 책정된 반면,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지 않은 인력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의 32%가 책정된 구조는 타당성이 부족함
<표 12> 세부활동의 구성 및 소요예산
합계(백만 원)

비율

전략분야 1.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

구분

32,127

12.0%

전략분야 2.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

32,508

12.1%

전략분야 3.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분야 4.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합계

117,965

44.0%

85,589

31.9%

268,189

100%

출처 : 기획보고서

나. 핵심기술별 사업비 구성
(1)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마련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 내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
관리의 내용과 동 사업의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의 내용이 유사하여
예산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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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 내의 「바이오 인프라 선진화 사업」은 NBDS에 등록
되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목적,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중복됨
○ 주관부처는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에 포함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비용 중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에는 품질관리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소명함
-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을 통하여 기관 정규직의 인건비만 PBS 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직접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중복성 이슈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의 역할 범위에 기반한 품질관리 인력 배분 및 예산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기획보고서 상 방대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KOBIC의) 한정된 인력
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책정된 현재 예산은 품질관리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함
○ 주관부처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품질관리 인력 배분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함
□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용도, 추진시기 타당성 등이 미흡하여 불인정함
(2) 1-3 데이터 공유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구성기술 ‘1-3-1 통합 데이터 검색 서비스 운영’과 구성기술 ‘1-3-2 분야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리하여 추진하는 근거가 미흡함
○ 설문대상(NBDS)과 응답자(NBDS이용자)가 동일함에도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예산을 각각 책정한 이유가 불분명함
○ 주관부처는 설문대상과 응답자가 동일하여 구성기술별로 설문조사를 분리 추진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해 1-3-1, 1-3-2 설문조사 통합 추진 방안으로 조정함
(3) 2-1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기반기술개발
□ 구성기술 ‘2-1-1 분야별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 기술개발’은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업기간 내에 활용이 어렵고, 보정된 데이터의 품질보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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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않아 개발되는 기술의 수월성 확보 및 데이터품질확보 목적달성도 어려워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25년 개발 완료 후 성능의 검증 및 플랫폼 탑재를 계획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성능지표로 보정된 데이터의 품질보장 스펙이 아닌, 품질향상 기술개발 건수(5년간
3개 이상 기술 개발)만을 제시하고 있어 개발기술의 수월성 확보가 불확실함
(4) 2-2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선도기술개발
□ 구성기술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과 구성기술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기술 개발’은 개발되는 분석기술의 활용성 및
수월성이 소명되지 않아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분석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분석기술을 개발
하고 적용한다는 계획만 제시되어 있어 분석기술의 활용성이 불확실함
○ 또한 성능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개발된 기술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해외 선도 데이터센터도 보유하지 못한 기술인데,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개발하는 기술이 사업기간 내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이 가능할지 불확실함
○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개별 분석도구별 예산 책정의 근거가 부재함
○ 다만, ’21년 공모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과제의 경우
지원 종료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보다 후속지원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여 동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과제에 한해
예산지원을 인정함
□ 구성기술 ‘2-2-3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기술 개발’은 기술개발 수행 주체의
전문성, 개발될 분석기술의 활용성·수월성이 소명되지 않는 이상 지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구성기술 ‘2-2-3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기술 개발’은 구성기술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이나 구성기술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기술 개발’과 달리 공모 방식이 아닌 KISTI가 직접 기술개발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KISTI가 (유전체 데이터 분석 도구 가속 기술개발을
비롯한) 15대 바이오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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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능지표로 데이터 분석속도의 향상 목표치 스펙이 아닌, 가속기술개발 건수만을
제시하고 있어 개발기술의 수월성 확보가 불확실함
(5) 3-1 데이터 수집/저장 환경 구축
□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로 NBDS와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268PB를 운영할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백업스토리지 중복 구축 가능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가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독립적 데이터센터의 실데이터를 중복 저장
하지 않는 방식으로 NBDS 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백업스토리지 중복 구축 이슈는
해소됨
□ 향후 데이터 증가의 속도가 기획보고서의 선도사례를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여 제시된 수준의 용량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없음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데이터 증가율 재산정을 통해 필요 스토리지
용량을 감축하고, 성과목표로서 데이터 품질 오류율을 제시하였음
○ 당초 기획안과 비교시, 인프라의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여 NBDS의
스토리지를 감축하였으며, 주관부처가 수정하여 제시한 저장 공간은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됨
- 단, 사업추진과정에서 NBDS에 수집·등록된 데이터가 연구에 얼마나 활용되는지,
실제 활용되는 유효한 데이터가 얼마나 포화되어 가는지,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가
누적되어 저장 공간을 소진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 그에 비례한 합리적 규모로
수집/저장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 내 하드웨어 인프라의 운영/유지보수 내용과 동 사업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하드웨어의 운영 및 유지보수 내용이 유사하여 예산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 내 ｢바이오 인프라 선진화 사업｣은 하드웨어 인프라
유지보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동 사업과 목적, 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됨
○ 주관부처는 ｢바이오 인프라 선진화 사업｣ 내 하드웨어 인프라 운영/유지보수는
생명정보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인 KOBIC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역으로
NBDS를 위한 장비 구축 이전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중복성이 없으며,

요약 31

○ NBDS 사업에서 구축한 저장용·백업용·분석용 장비의 유지보수 추진 등은 생명연
예산을 통한 기 구축 장비의 유지보수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별로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소명한 바, 분리추진을 전제로 중복성 이슈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6) 3-2 데이터 분석/활용 환경 구축
□ 구성기술 ‘3-2-1 클라우드 기반 분석/검색 프레임워크 구축’과 구성기술 ‘3-2-3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은 분석서비스 활용 현황 수요에 대한 근거가 미흡
하고 활용 수요와 필요 인프라 간 연계성이 부족함
○ 축적된 데이터에 비례하여 클라우드 기반 분석/검색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
데이터의 활용도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분석 스토리지는 NBDS 내의 분석서비스 활용 현황에 따라 필요량이 결정되는데, 데이터
축적에 따라 분석서비스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HW 성능과 용량을
높여 도입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분석서비스 활용수요에 대한 근거, 활용 수요와
필요한 분석 인프라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흡함
○ 주관부처에서는 검토의견을 수용해 ’21년 예산 투입으로 기 구축한 클라우드 기반
분석 환경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제외한 예산을 미반영함
□ 구성기술 ‘3-2-2 인공지능 허브 환경 구축’에서 바이오 인공지능 모델, 학습 데이터
세트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 장비를 사업기간 동안 매년 동일 수량
으로 구축한다는 계획과 개발목표 스펙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음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예산을 미반영함
(7) 3-3 데이터 공통 인프라 환경 구축
□ 구성기술 ‘3-3-2 데이터 고속 전송기술 개발적용’, 구성기술 ‘3-3-3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개발’은 기술개발 수행 주체 설정의 근거와 직접 개발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사업기간 내 활용가능성이 불확실함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내용 및 예산을 미반영함
(8) 4-1 데이터 이용 지원서비스 운영

32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에서 바이오 데이터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예산 소요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양성된 인력이 동 사업 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해당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내용 및 예산을 미반영함
□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불확실하며, 교육운영 비목의 필요성에 관련된 근거가
부족함
○ 단순히 교육 워크샵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만 제시되어 세부활동의
효과성이 불확실함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내용 및 예산을 미반영함
□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에서 바이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 양성 프로그램은 동 사업과의 관련성이 불확실하며, 교육운영 비목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양성되는 인력이 NBDS에 탑재될 바이오 데이터 맞춤 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동 사업보다는 별도의 데이터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내용 및 예산을 미반영함
□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의 분석거점당 예산
소요 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사업초기 5개의 분석거점 설립 후 매년 1개씩 추가 설립하여 권역별·지역별 총 8개
분석거점을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NBDS 플랫폼 공정률이 낮고
수집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부터 5개의 분석거점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며, 개인별 맞춤형 분석지원의 효과성도 불확실함
○ 주관부처는 점검의견을 반영하여, 분석거점의 역할(기능)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실데이터 품질지표 등을 개발하고 품질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통하여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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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분석거점을 품질선도센터로 역할을 재조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연도별 센터
지정 개수와 지원 예산 설정의 타당성은 미흡함
- 기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점 당 지원예산이 기존 대비 2배 증가하여
거점 당 매년 2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상위 0.3%
이내 최고 수준의 연구집단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례
(이학분야(SRC) 연 15억 원 이내, 기초의과학분야(MRC) 연 14억 원 이내 지원)와
비교하더라도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제시된 계획만으로는 품질선도센터에서 수행한 품질관리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예측을 할 수 없어 동 사업
기간에는 활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이터 분야(4개)에 대해 파일럿으로
운영해보며 구체적 성과를 확인한 후 후속사업 추진 시 확대 추진이 필요함
(9) 4-2 데이터 활용 교육
□ R&D 통계 분류를 위한 OECD 권고기준인 OECD Frascati Manual에 따르면, 핵심
기술 ‘4-2 데이터 활용 교육’에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비R&D)이 포함됨
○ 핵심기술 ‘4-2 데이터 활용 교육’의 전문인력양성교육 대상자는 학부생을 포함한
모든 연구자이며, 특정 연구프로젝트와 관계없이 단기(5일 이내) 또는 중·장기(1~2달
이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으로 R&D의 범위를 벗어나 동 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의 타당성이 낮음
○ 주관부처는 비R&D에 해당하는 학부생을 제외하고 대학원생 이상으로 교육 대상을
조정하였으나, 핵심기술 ‘4-2 데이터 활용 교육’은 NBDS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학·연·병 바이오 연구자를 대상으로 바이오 전 분야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교육을 본 사업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함
○ 이에 따라 구성기술 ‘4-2-3 이러닝 시스템 구축(SW)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보·
제공’ 내역을 제외한 4-2-1과 4-2-2 항목의 예산은 불인정함
(10) 4-3 데이터 글로벌 활용 국제협력
□ 구성기술 ‘4-3-1 바이오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과 구성기술 ‘4-3-2 데이터 스테이션
글로벌 위상 강화’ 간 차별성과 추진활동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출장횟수 산정의
타당성이 미흡함

34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구성기술 ‘4-3-1 바이오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에는 실질적인 협업 프로젝트의
수행이 아닌 1회성 워크숍 개최, 인력 교류 등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수준의 계획
으로는 구체적 협력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4-3-2와의 차별성도 모호하므로 별도의
핵심기술로 구분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함
○ 구성기술 ‘4-3-2 데이터 스테이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횟수 산정의
타당성이 미흡하고, 화상회의 등 대체 방안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였음

요약 35

2. 적정 사업비 검토
□ 동 사업의 적정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 5년(’22~’26)동안 적정 총
사업비는 1,313.81억 원(전액 국비)으로 도출됨
○ 다만, 기 투자 대비 급격한 예산증액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1단계(’22~’23)
사업 추진 후 중간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품질관리의 효과성, 실제 활용되는
유효한 데이터의 축적 및 공개 등)가 창출되는 것을 확인한 후, 성과에 따라 2단계
(’24~’26)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13> 동 사업 연도별 예산 투입 및 향후 계획(국고)
(단위 : 억 원)

연도

기투자 및 주관부처 계획
기투자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계획

비고

2010

25.80

-

-

2011

25.80

-

-

2012

25.80

-

-

2013

25.80

-

-

2014

25.80

-

-

2015

25.80

-

-

2016

25.80

-

-

2017

21.50

-

-

2018

31.46

-

-

2019

27.97

-

-

2020

30

-

-

2021

-

441.89

-

2022

-

444.90

293.765

2023

-

496.40

271.286

2024

-

539.75

248.066

2025

-

577.56

255.556

2026

-

623.28

245.136

합계

291.53

3,123.78

1,313.809

기추진(‘10~’21)
국고 733.42억 원

주관부처의 당초
향후추진(‘22~’26)
국고 총예산
2,681.89억 원
적정성재검토 결과
향후추진(‘22~’26)
국고 총예산
1,313.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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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보다 데이터 수집과 품질
관리를 통한 활용 기반 조성에 집중하여 사업을 효율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 및 품질
관리를 통해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차원
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활용가능성 높은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품질관리가 사업 성공의 핵심요인임에도
데이터 수집과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에는 불과 12%의
예산이 책정된 반면, NBDS 플랫폼 구축에 전체 예산의 44%, 인력양성이 포함된
이용지원 프로그램에 31.9%가 책정된 구조는 타당성이 부족함
□ 사업목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성, 효과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세부활동은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품질관리 고도화기술,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기술 개발 등은 개발될 분석
기술의 활용성과 수월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고, 데이터 고속 전송기술 개발,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 개발은 기술개발 수행 주체의 설정 근거와 직접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며 사업기간 내 활용가능성이 불확실함
○ 바이오 데이터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 바이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양성될 인력이
사업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검증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부 내용은 비R&D에
해당됨
□ 인프라의 중복 구축 방지를 위해 당초 제시한 정책수단보다 효율적 대안으로 변경
하고, 품질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등 적정성재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 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짐

요약 37

○ 주관부처는 기존의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NBDS의 체계(실데이터 중복 저장)가
인프라 자원의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성이 있다는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 인프라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부처의 실데이터는 NBDS에
중복 저장하지 않고 메타 데이터 연계를 통해 NBDS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스토리지 구축비용을 절감하였음
○ 또한, 사업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이 불확실한 분석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고 품질관리방안을 보완함으로써 데이터의 수집과 품질관리를 통한
활용기반 조성 중심으로 사업을 효율화함

2. 정책제언
□ 기 투자 대비 급격한 예산 투입 증가를 고려한 사업추진과 관리가 필요함
○ 기존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1단계(’22~’23) 사업 추진 후 중간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품질관리의 효과성, 실제 활용되는 유효한 데이터의 축적 및
공개 현황 등)가 창출되는 것을 확인한 후 성과에 따라 2단계(’24~’26)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연구현장의 활용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 성과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키기에는 계속사업임을 고려 시 매몰비용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예산 투입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투입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 성과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보완 및 상시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실제 활용되는 데이터량을 고려한 인프라 확대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NBDS에 수집·등록된 데이터가 연구에 얼마나 활용되는지, 실제 활용되는 유효한
데이터가 얼마나 포화되어 가는지,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가 누적되어 저장 공간을
소진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규모로 수집/저장
인프라(스토리지 등)를 확대 구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 중 하나인 데이터 품질관리의 실효성과 구체성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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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공개 후 사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오류율이 도출
되는 것이므로(데이터 공개→연구자 접속→데이터 활용→QC에 대한 피드백), 성과
지표에 데이터 공개율을 포함시켜 raw data를 공개하고 오류를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
○ 품질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품질선도센터별 담당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품질선도센터의 역할을 데이터 QC 및 오류 피드백 등 품질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품질관리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떻게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고민(추진체계 고도화, 품질선도센터 세부운영방안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
□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NBDS의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연계·수집을 위해 데이터발전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사업 추진체계에 반영하고, 전문분야별 강화된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품질선도센터를 추진체계에 포함한 점은 동 사업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품질선도센터의 안정적 착근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발전위원회나
표준화위원회 등을 통한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구조를 마련하는 등 상시적
으로 추진체계를 진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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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사업비

추진주체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2,681.89억 원(국고 100%)

사업기간

주관부처
(참여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지자체·기관

-

사업목표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2022~2026년(총 5년)

○ (사업목적)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활용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부처 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수집·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 (사업목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AI기반 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 구축 및 혁신적인 연구환경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부처, 사업 총괄을 담당하며,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 지원을 담당
○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참여부처,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
데이터센터 간 연계, 관련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 지원
○ (한국연구재단) 전문기관,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참여기관
공모,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역할 수행
○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연구협의회
- (운영위원회) 운영체계 및 제도 개선, 사업관련 행정절차, 사업
추진·관리, 사업계획, 사업 방향 설정 등 주요 사안 심의·의결
- (평가위원회) 사업진도 및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검증, 평가
- (연구협의회) KOBIC, KISTI를 중심으로 기술동향, 연구추진 현황
및 성과 공유 등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추진
○ (세부과제 수행기관) 동 사업의 전략분야별 핵심/구성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
- 산·학·연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해외 기술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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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동 사업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년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 대상인 적정성 재검토를 받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22∼2026년(총 5년)
- 사업규모 : 총 268,189백만 원(국고 100%)
주체
국고
지방
민자
합계

‘22
44,490
0
0
44,490

‘23
49,640
0
0
49,640

‘24
53,975
0
0
53,975

‘25
57,756
0
0
57,756

‘26
62,328
0
0
62,328

합계
268,189
0
0
268,189

○ 4대 전략분야, 11대 핵심기술, 28개 구성기술로 구성
주요 내용

기대효과

전략분야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핵심기술
데이터 통합 수집·운영 기틀 마련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 분석 기반기술 개발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 분석 선도기술 개발
데이터 수집/저장 환경 구축
데이터 분석/활용 환경 구축
데이터 공통 인프라 환경 구축
데이터 이용 지원서비스 운영
데이터 활용 교육
데이터 글로벌 활용 국제협력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바이오 연구 효율성 제고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 및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바이오 R&D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내 부재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국가 통합 수집·활용 환경을
조성하여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산업 성과 창출
○ 국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 확립과 바이오
연구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단시간에 고품질 데이터를 공급함으로서 국외로부터의
데이터 도입을 대체하고 국가 연구비 지출을 줄여 사업 수행
효율성 제고
○ 국민, 연구자를 대상으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중복생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시간 절감에 기여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 데이터 중복 생산, 반복적인
큐레이션 등 사회적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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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사업 개요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구 데이터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은 연구 효율화 및 선진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나,
연구 데이터 관련 제도, 인력, 인프라 등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 국가가 지정한 특정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별 연구기관이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부족함
○ 국가 R&D 과제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다수의 연구 데이터가 연구자 또는 연구실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단순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연구자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 연구자들은 생산된 연구 데이터를 연구자 소유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미비함
○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부처별·사업별·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통합 수집·제공 필요함
□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확보·활용·공유체계의 필요성
○ 미국(NCBI), 유럽(EBI), 일본(DDBJ) 등 해외 주요국 데이터에 의존하는 바이오산업
기반의 혁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의 국산화 및 자립화가 시급함
○ 국가적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바이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가 부재함
- COVID-19이 단기간에 21세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전염병의 시작(예측)부터 종식(치료제 개발)에 이르는 국가방역체계 전주기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함
○ 데이터 중심 R&D 활성화로 연구 데이터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축적되는 연구 데이터를 다양한 연구자가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44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2. 사업 개요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은 글로벌 바이오 데이터 허브 구축을 통한
국가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바이오 데이터의 공유 문화
장착, 데이터 기반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사업목적)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활용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부처 데이터
센터와 연계하여 통합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화를 촉진
○ (사업목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AI기반 데이터 수집·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연구환경을 제공

[그림 1-1] 동 사업의 비전체계도
출처 : 기획보고서

○ (사업구성) 4대 전략분야, 11대 핵심기술, 28개 구성기술로 구성됨
- 전략분야 도출을 위해 Top-down(하향식)으로 대내외 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8대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R&D 역량분석 및 SWOT 분석을 통해 동 사업의 전략분야를
마련하였으며, 총괄기획위원회 및 기획분과위원회 등을 통하여 확정함
- Top-down을 통해 도출한 전략분야에 대해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과의 매칭을 통해 핵심기술 및 구성기술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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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구성
전략분야

핵심기술

구성기술
1-1-1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1-1
데이터 통합
수집·운영 기틀 마련

1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제공
체계 마련

2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

1-1-3 데이터 규제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1-1-4 데이터의 등록 및 활용 촉진 홍보 채널 다양화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1-2-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

1-3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1-3-1 통합 데이터 검색 서비스 운영

1-2-2 데이터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1-3-2 분야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

2-1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
분석 기반기술 개발

2-1-1 분야별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2-2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
분석 선도기술 개발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3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4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1-1-2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기술 개발
2-2-3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기술 개발

3-1
데이터 수집/저장
환경 구축

3-1-1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

3-2
데이터 분석/활용
환경 구축

3-2-1 클라우드 기반 분석/검색 프레임워크 구축(SW)

3-3
데이터 공통
인프라 환경 구축
4-1
데이터 이용 지원서비스
운영

출처 : 기획보고서

2-1-2 기존 분석 툴 및 DB 탑재 및 관리

3-1-2 데이터 등록/연계 프레임워크 개발(SW)

3-2-2 인공지능 허브 환경 구축
3-2-3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
3-3-1 데이터 전용 전송망(연구망) 구축
3-3-2 데이터 고속 전송기술 개발·적용
3-3-3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 개발
4-1-1 데이터 플랫폼 이용 서비스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
4-2-1 바이오 데이터 교육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

4-2
데이터 활용 교육
4-3
데이터 글로벌 활용
국제협력

4-2-2 맞춤형 집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4-2-3 이러닝 시스템 구축(SW)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보·제공
4-3-1 바이오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
4-3-2 데이터 스테이션 글로벌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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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체계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실무협의회가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부처 간 업무조정, 추진체계 및 예산 요구 등의 협의를 담당함
-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총괄,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 지원을 담당함
- (참여부처) 질병관리청 및 농촌진흥청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NBDS)과
데이터센터 간의 연계, 관련 정책방향 수립 및 예산 지원을 담당함
-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은 세부과제 수행하는 주관기관/참여기관 공모 및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역할을 수행함
-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연구협의회
* 운영위원회는 주관기관/참여기관 운영체계 및 제도 개선, 사업관련 행정절차, 사업 추진·관리, 사업
계획, 사업 방향 설정 등 주요 사안 심의·의결을 담당함
* 평가위원회는 사업진도 및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 수행함
* 연구협의회는 KOBIC, KISTI를 중심으로 기술동향, 연구추진현황 및 성과 공유 등 동 사업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을 추진함

- (세부과제 수행기관) 동 사업의 전략분야별 핵심/구성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들은 산·학·연 전문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을 수행
하고, 해외 기술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함

[그림 1-2] 동 사업의 추진체계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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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및 소요예산
○ (사업기간) 2022년~2026년(총 5년)
○ (총사업비) 총 268,189백만 원
- 총 268,189백만 원(국고 100%), 연평균 53,637.8백만 원 규모로 투입 예정임
<표 1-2> 동 사업 총 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 원)

연차별 투자계획

분류

’22
국고

요청
예산

’23

’24

’25

합계

’26

44,490

49,640

53,975

57,756

62,328

268,189

0

0

0

0

0

0

지방비
민자

0

0

0

0

0

0

합계

44,490

49,640

53,975

57,756

62,328

268,189

출처 : 기획보고서

○ 4대 전략분야별 소요예산
- (전략분야 1) 총 32,127백만 원 (연평균 6,425백만 원) 규모
- (전략분야 2) 총 32,508백만 원 (연평균 6,502백만 원) 규모
- (전략분야 3) 총 117,965백만 원 (연평균 23,593백만 원) 규모
- (전략분야 4) 총 85,589백만 원 (연평균 17,118백만 원) 규모

<표 1-3> 동 사업 전략분야별 총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합계

’22

’23

’24

’25

’26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

5,149

6,696

6,496

6,776

7,010

32,127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

5,138

6,370

7,000

7,000

7,000

32,508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18,394

20,387

23,262

26,237

29,685

177,965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15,809

16,187

17,217

17,743

18,633

85,589

합계

44,490

49,640

53,975

57,756

62,328

268,189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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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 경과 및 적정성 재검토 요청
□ 사업추진 경과
○ (’19.11월) ‘바이오 산업 혁신 TF(기획재정부)’ 산하 개발지원반 운영
○ (’20.05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수립·확정
○ (’20.06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부처 합의
- 개별부처가 추진하던 생명연구자원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통합·연계(7개 부처·청)
○ (’20.12월)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양식 표준화
- Red‧Green‧White 분야 12대 실무작업반 운영, 표준화 등록양식 51건 마련
○ (’20.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 연구개발 과제 DMP1) 작성 의무화
○ (’21.01월)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위원회(8개 부처), 데이터발전위원회 발족
○ (’21.02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기획 공청회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 사유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NBDS)의 구축을 통해 분산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혁신과 ‘바이오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
○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구조개편 및 증액소요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업비 증액 가능성·중기 재정소요·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함
<표 1-4> 기존 예산과 향후 예산(안)
(단위: 백만 원)
기존
’10~’19
연도

예산

‘20

향후
‘21

생명연구자 국가생명 바이오 연
원 통합시스 연구자원 구 데이터
템 활용기반 선진화 활용기반
구축
지원
조성
26,153

3,000

44,189

’22
소계

73,342

’23

’24

’25

’26
소계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기반조성
44,490

49,640

53,975

57,756

62,328 268,189

출처 : 기획보고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등

1) DMP, Data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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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방법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가.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식별 및
도출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R&D 사업 이외의 다른
효율적 정책대안은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표준화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양적·질적 부족, 바이오 연구 데이터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미비와 높은 해외의존도 등 제기된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검토함
○ 특히, 동 사업이 계속사업임을 고려할 때, 기존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진단과
시사점 도출이 문제/이슈 식별과 전략분야 도출 등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나. 사업목표의 적절성
□ 사업목표의 적절성에서는 문제/이슈의 해결과 사업목표의 부합성, 사업목표 설정
근거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함
○ 동 사업의 문제/이슈(표준화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양적·질적 부족, 바이오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체계 부족 등)와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혁신적인 연구환경)의
연관성을 검토함
○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성과목표의 사업 기간 내 달성 가능성을 검토함
다.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부활동이
효과적,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함
○ 4대 전략분야, 11대 핵심기술, 28개 구성기술 등의 세부활동이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의 흐름으로 논리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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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부처 데이터 연계수집과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가 추진체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NBDS) 구축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3대 분류
15대 분야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 수집, 품질관리 및 분석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성을 검토함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에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유사사업과 동 사업의
차별성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체제, 관련 주체들의 추진 의지 등을 조사함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필수계획(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선택군 계획(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등)과 동 사업의 부합성을 검토함
○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연구개발 내용 및 지원범위에 있어 관련사업과의 차별성을 조사함
- 사업 추진 주체(주관부처)의 추진의지 및 동 사업에서 구축될 NBDS에 대한 활용
수요를 조사함
나.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함
○ 재원조달 가능성에서는 총사업비가 전액 국고로 계획되어 있고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기재정계획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에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함
○ 법·제도적 위험요인에서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체유래데이터의 수집·제공을
위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부처, 개인이 보유한 데이터 연계·등록 방안의 실효성 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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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적정 사업비 추정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비용 산정 논리 및 근거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추가비용 소요 여부를 판단함
○ 사업 성공의 핵심요인을 중심으로 전략분야 간 예산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총 사업비 구성의 관점에서 검토함
○ 핵심기술 및 구성기술 관점에서 비용산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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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개념

1. 바이오 연구 데이터
□ 바이오 연구 데이터는 바이오 R&D 과정에서 생산 및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
하며, 크게 바이오 ‘실험 데이터’와 ‘임상연구 데이터’로 구분됨
○ (실험 데이터) 각종 관찰, 실험 등을 통해 연구 대상인 소재에서 산출된 사실 정보로서
연구결과 도출에 필수적인 데이터
○ (임상연구 데이터) 사람 대상의 R&D에서 생산되는 인체 유래 정보
□ 바이오 데이터는 3대 분류(바이오헬스(Red), 식량·자원(Green), 환경·에너지(White))
15대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연구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정보를 의미함
<표 2-1> 15대 바이오 연구분야 생성 데이터
분야
신약
의료기기
뇌과학
바이오제제
혁신형 융복합

생성 데이터
유전체, 신약 효능/독성, 단백질-신약 작용, 신약 구조/물성 데이터 등
단백체, 대사체, 피험자 물리적 변화, 영상, 체내 화학적 성분 데이터 등
뇌 기본, 이미지, 단백질, 약동력 평가, 동물모델 형질 데이터 등
대사물질, 동물실험, 유용화합물 구조, 효능평가, 단백질 데이터 등
표현형질, 단백질, 화합물질 구조, 유전변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등

보건

임상, 기능성 단백질, 화합물 구조, 대사물질, 감염체 데이터 등

종자

마커, 대사물질, 표현형질, 천연물, 치료제 데이터 등

지능형 농업
해양 수산

식물표현 형질 조사자료, 재배 시스템, 환경 데이터 등
표현형질, 천연물, 기능성소재, 대사물질, 유전체 데이터 등

제품(식품,화장품)

식물추출물, 효능, 소재구조, 독성, 대사물질, 단백질 데이터 등

동·식물 치료제

독성, 약동력 평가, 표현형질, 대사물질, 유효성 평가 데이터 등

바이오화학

소재 화학구조/물성, 식물 대사물질, 미생물, 이미지 데이터 등

공정

대사물질, 화합물 구조/물성, 공정 프로세스,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 등

소재

소재 물성/구조, 독성, 스크리닝, 대사체, 단백체 데이터 등

환경바이오

위해성 평가, 이미지, 화합물 특성, 대사물질, 단백질, 독성 데이터 등

출처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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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연구 데이터는 바이오 연구소재와 함께 생명연구자원에 해당함
○ 생명연구자원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연구적·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과 관련 정보 등을 의미함
- 인체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연구에 활용되는 실물 소재와 이로부터 산출된
유전체, 단백체, 구조, 건강 등의 정보를 포함함
생명연구자원

바이오 연구 소재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인체유래물

줄기세포

병원체

배양세포

모델동물

뇌

축산

종자

해양생물

수산생물

미생물

천연물

합성화합물

야생생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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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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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바이오 연구 데이터센터 현황

1. 해외 바이오 연구 데이터센터
□ (미국)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데이터센터를 운영함
○ (설립)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2)는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의학도서관(NLM)3)의
운영 분야 중 하나로 1988년 11월에 설립되었음
- 유전자, 단백질 서열, 화합물 정보 등 생명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의 기탁과 공유를
담당하며 다양한 데이터 유형별 등록·저장소를 운영함
- NIH에서는 데이터 공유 정책을 개발하여, 직접비 연간 $500,000 이상을 지원받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본 연구, 임상연구, 설문조사, 기타 연구 유형의 데이터가 다른
연구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함4)
* 데이터 제공 시, 연구자들은 질문에 제한을 두거나 데이터 수신 조건으로 공동 저작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른 연구자가 오용/오해/혼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문서를 제출해야 함. 최근, NIH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자 대상으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과학적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
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NIH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정책이 발표(2023.1.25. 발효 예정)

[그림 2-2] NCBI 홈페이지(https://www.ncbi.nlm.nih.gov/)
2)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3)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4) NIH Data Sharing Policy, 20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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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역할) 생명과학 및 의학 논문의 참조 및 요약을 담고 있는 Pubmed나
Pubmed Central, 수백만 가지 화합물의 구조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PubChem,
세계적인 공공의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 GenBank 등 총 13개 영역의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호스팅을 전 세계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함
- 해당 정보들은 Entrez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함
<표 2-2> NCBI 13개 자원별 데이터베이스
자원

데이터베이스

화합물과 생물검정법

BioSystems, Computational Resources from NCBI’s Structure
PubChem BioAssay, PubChem Compound, PubChem Substance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NCBI C++ Toolkit Manual

Group,

DNA와 RNA

Assembly, BioCollections, BioProject, BioSample, Consensus CDS, Database
of Short Genetic Variations, GenBank, Influenza Virus, NCBI Pathogen
Detection Project, Nucleotide Database, PopSet, Probe, RefSeqGene,
Reference Sequence, Sequence Read Archive, Third Party Annotation, Trace
Archive

도메인과 구조

BioSystems, Computational Resources from NCBI’s Structure Group,
Conserved Domain Database, Structure(Molecular Modeling Database)

유전자와 발현

BioProject, BioSystems, ClinVar, Consensus CDS, Database of Genotypes
and Phenotypes, Gene, Genes and Disease, Gene Expression Omnibus
Database/Datasets/Profiles, Genetic Testing Registry, 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an, RefSewGene

유전학과 의학

Bookshelf, ClinVar, ClinicalTrials.gov, Database of Genotypes and
Phenotypes, Gene, GeneReviews, Genes and Disease, Genetic Testing
Registry, HIV-1. Human Protein Interaction Database, Influenza Virus,
MedGen, NCBI Pathogen Detection Project, Online Mendelian Interitance
in Man, PubMed, PubMed Central, RefSeqGene, Retrovirus Resources,
SARS CoV, Virus Variation

유전체와 지도

Assembly, BioProject, Database of Genomic Structural Variation, Genome,
Genome Reference Consortium, HIV-1. Human Protein Interaction
Database, Influenza Virus, NCBI Pathogen Detection Project, Nucleotide
Database, PopSet, Probe, Retrovirus Resources, SARS CoV, Sequence Read
Archive, Trace Archive, Viral Genomes, Virus Variation

상동성

Conserved Domain Database, Identical Protein Groups, Protein Clusters

문헌

Bookshelf, GeneReviews, Journals in NCBI Databases, MeSH Database,
MedGen, NCBI C++ Toolkit Manual, NCBI Handbook, NCBI Help
Manual,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atalog, PubMed, PubMed Central

단백질

BioProject, BioSystems, Conserved Domain Database, HIV-1. Human
Protein Interaction Database, Identical Protein Groups, Protein Clusters,
Protein Family Models, Reference Sequence

서열 분석

Influenza Birus

명명법

Taxonomy

다양성

BioProject, ClinVar, Database of Genomic Structural Variation, Database of
Genotypes and Phenotypes, Database of Short Genetic Variations, Genetic
Testing Registry

출처 : NCBI 홈페이지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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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생물학적 서열 간 유사성 영역을 확인하는
BLAST를 포함하여, 6개 분야에 대하여 총 40개의 분석 툴을 개발하여 지원함
<표 2-3> NCBI에서 제공하는 분석 툴
분야

분석 툴

문헌

LinkOut, PubMed Clinical Queries

건강

Phenotype-Genotype Integrator(PheGenl)

유전체

1000 Genomes Browser, Genome Data Viewer, Assembly Archive,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BLAST), BLAST Microbial Genomes, Electronic
PCR(e-PCR), Genome BLAST, Genome ProtMap, Genome Remapping Service,
Genome Workbench, OSIRIS, ProSplign, SNP Database Specialized Search Tools,
Splign, Variation Reporter, Variation Viewer, VecScreen, Viral Genotyping Tool

유전자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BLAST), BLAST RefSeqGene, Digital
Differential Display(DDD), Gene Expression Omnibus(GEO) BLAST, Open
Reading Frame Finder(ORF Finder), Primer-BLAST, Sequence Viewer, VecScreen

단백질

Amino Acid Explorer,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BLAST), BLAST Link
(BLink), CDTree, Cn3D, COBALT, Concise Microbial Protein BLAST, Conserved
Domain Architecture Retrieval Tool (CDART)

화합물

BioAssay Services, PubChem Standardization Service, PubChem Structure Search

출처 : NCBI 홈페이지 ‘Analyze’

○ (데이터 추이) 지난 29년간 NCBI의 데이터와 서비스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림 2-3] NCBI 데이터와 서비스 사용자 추이
출처 : NCBI 홈페이지 ‘Congressional Justification F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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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Bank와 전체 유전체서열분석(WGS)5)에 등록된 서열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년 기준 GenBank에는 약 2억 건, WGS에는 약 15억 건의 서열이 등록되었음

[그림 2-4] GenBank와 WGS의 서열 데이터 증가 추이
출처 : NCBI 홈페이지 ’GenBank and WGS Statistics‘

- SRA6)에는 ’19년 기준 36페타바이트(PB) 이상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23년
데이터의 양은 43PB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5] 지난 10년간 SRA 데이터 추이
출처 : NCBI Insights ‘We want to hear from you about changes to NIH’s Sequence Read Archive data format and
storage’

5) WGS, Whole Genome Sequencing. 한 번에 유기체 유전체의 DNA 서열 전체(또는 거의 전체)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유기체 내에 존재하는 염색체 DNA 및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의 분석을 의미함. 식물의 경우
엽록체에 있는 DNA 서열 분석까지 포함
6) SRA, Sequence Read Archive. NCBI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로 인간, 비인간 및 미생물로부터 얻은 가장 방대
하고 다양성이 높은 차세대 서열분석(NGS, Next-generation Sequencing) 데이터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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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성) NCBI는 총 3가지의 Branch로 조직화 되어 있음
- (Computational Biology Branch, CBB) 전산 생물학 거점*에서는 1) 분자생물학 및
유전학의 계산, 수학적·이론적 문제에 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2)
NIH 교내 실험실, 정부기관, 학계 및 산업 전반의 생물학자, 화학자, 수학자 및
컴퓨터과학자와 협업을 통해 컴퓨터 분자생물학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립하며,
3) 분자생물학의 연구를 위한 컴퓨터 기반 분석 도구의 적용에 대하여 정부기관
및 연구소에 자문 및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4) 분자생물학 그룹과 상호작용
하여 실험실 기반 연구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함
* 총 9개의 그룹이 존재, 연구책임자, 스텝 사이언티스트, 박사 후 연구원, 대학원생,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Information Engineering Branch, IEB) 정보 공학 거점에서는 1) 유전학,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과 관련된 지식의 저장·관리·검색을 위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여 데이터 표현 및 분석에 대한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2) 핵산, 단백질 및
구조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설계하며, 3) 연구원에게 로컬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4) 큐레이션*되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종 정보에 대한 공개 권한을 조정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5) 교내 실험실 및 교외 학술 그룹과 협력, 6) 고급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방법에 대한 조언, 7)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교환 및 생물학적
명명법의 표준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 NCBI에 등록된 데이터는 제출 후 기록을 업데이트, 철회, 또는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데이터 큐레이션’이라 하며7), 각 NCBI 데이터베이스의 제출 담당자는 제출자로부터의 수신,
데이터 철회 및 기록 업데이트를 담당

- (Information Resource Branch, IRB) 정보 자원 거점은 1) NCBI 기술운영을 계획·
지시·관리하고, 2) 직원에게 기술을 지원하거나 외부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며, 3) NCBI 네트워크 감독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하고, 4) 생물 의학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워크숍을 개최하거나, 5) 자원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및
협력 계약 등을 계획·개발·관리하며, 6) 응용 연구 및 개발, 기술자문 및 방향 제공,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7) NCBI 데이터 저장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관 및 생물학 정보자원과의 협력을 진행함
- 과학상담위원회(A Board of Scientific Counselors)는 연간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
하여 프로그램 및 연구활동을 점검함
7) Ruth E Timme et al., NCBI data curation protoco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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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NCBI는 대표성을 띠는 전사체를 선별하여 ‘RefSeq Select’ 또는 ‘MANE
Select’의 형태로 제공함
-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의 다중 선택 기준(임상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사전 사용, 코딩
영역의 보존, 전사체 발현, 전사체 및 단백질의 길이, Swiss-Prot이 제시한 일반적
아이소폼과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RefSeq Select’가 선별되며, 이는 유전자 당
하나의 전사체만 사용해야하는 진화 분석, 유전체 비교 및 임상 변이 보고와 같은
연구 및 응용 분야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함
- ‘18년 NCBI와 EMBL-EBI(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ies-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는 MANE8)이라 불리는 협업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는데,
프로젝트의 목적은 모든 인간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RefSeq Select와
Ensembl9) 사이 일치하는 전사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품질의 대표 전사체인
’MANE Select‘를 도출하여 연구자 간 소통 및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함
* MANE Select는 대체로 컴퓨터를 통해 선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NCBI, EBI 전문 큐레이터가
MANE Select 전사체를 직접 선별하며, 이들은 MANE 데이터의 품질 유지에도 역할을 함

[그림 2-6] RefSeq Select와 MANE Select 선별의 업무 흐름도
출처 : NCBI 홈페이지 ‘RefSeq Select’ 및 ‘Matched Annotation from NCBI and EMBL-EBI(MANE)’

8) MANE, Matched Annotation from NCBI and EMBL-EBI
9) 유전학자, 분자생물학자 및 유전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해 유럽생물정보센터(EBI)에서 제공하는 유전체
정보 검색 브라우저(http://www.ensemb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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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유럽생물정보센터(EBI)10)는 유럽 중심의 21개 회원국(‘20년 기준)에서 생산된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 및 통합하여 연구계와 산업계에 제공함
○ (설립) EBI는 유럽분자생물실험실(EMBL)11) 산하기관으로 1992년 창립되었고, 생물
정보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전 세계 과학자 및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생명과학
에서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제공함
- 영국 의학연구회(MRC)12), 생명과학연구회(BBSRC)13)는 공공 연구비 지원을 받은
과제로부터 산출되는 데이터의 등록을 의무화하였음

[그림 2-7] EBI 홈페이지(https://www.ebi.ac.uk/)
○ (기능 및 역할) EBI는 관리하는 데이터를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검색 가능하고(Findability) 접근 가능하며(Accessibility) 상호 운용할 수 있고
(Interoperability) 재사용 할 수 있게(Reuseability) 유지함14)

10) EBI,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11) EMBL,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12) MRC, Medical Research Council
13) 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14) Mark D. Wilkinson et al., scientific dat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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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9가지 유형에 대하여 (유형별 중복되는 항목을 포함하여) 79가지 데이터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총 83가지의 툴을 서비스로 제공함
<표 2-4> EBI 9가지 유형별 데이터 자원
유형

데이터 자원

DNA & RNA

DGVa, EGA, ENA, ENA Advanced Search, ENA Browser, ENA Xref,
ENA/SVA, Ensembl, Ensembl Genomes, EVA, Gramene, GWAS Catalog,
HGNC, International Genome Sample Resource, IPD, MGnify, Patent
databases, PhytoPath, Rfam, RNAcentral, Taxonomy, TreeFam

Gene Expression
Proteins
Structures

ArrayExpress, EGA, EVA, Expression Atlas, PRIDE, RNA-Seqer
Complex Portal, Enzyme Portal, IntAct, IntEnz, InterPro, Patent databases,
PDBe, Pfam, PRIDE, Rhea, TreeFam, UniProt, UniProt-GOA, UniSave
EMDB, EMPIAR, PDBe, PDBe NMR, Resources

Systems

BioModels, Complex Portal, IntAct, OmicsDI, Reactome, Rhea, SBO

Chemical biology

ChEBI, ChEMBL, Enzyme Portal, MetaboLights, Rhea, SureChEMBL

Ontologies

ChEBI, EFO, IntEnz, OLS, QuickGO, SBO, UniProt-GOA

Literature

Europe PMC, Patent databases, Europe PMC Manuscript Submission

Cross domain

Biosamples, BioStudies Database, dbfetch, Enzyme Portal, GWAS Catalog,
Identifiers.org, IMPC Portal, OLS, OmicsDI, WormBase

출처 : EBI 홈페이지 ‘Tools & Data Resources’

<표 2-5> EBI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툴
유형

툴

DNA & RNA

BLAST Clustal Omega, ENA Sequence Search, Ensembl Genomes Fungi
BLAST, Ensembl Genomes Metazoa BLAST, Ensembl Sequence Search
(BLAT, BLAST), Ensembl VEP, FASTA FASTM GeneWise, Kalign, LALIGN
MAFFT, MView, Rfam search, Simple Phylogeny, T-Coffee, TreeFam search

Gene Expression

Proteins

Structures
Systems
Chemical biology

Ensembl VEP
BLAST, Clustal Omega, Ensembl Genomes Fungi BLAST, Ensembl
Sequence Search (BLAT, BLAST), FASTA, FASTM, GeneWise, HMMER,
HMMER hmmscan, InterProScan, Kalign, LALIGN MAFFT, MView, Pfam
search, Phobius, PSI-BLAST, RADAR, SAPS, SeqCksum, Simple Phylogeny,
T-Coffee, UniProt Align, UniProt BLAST
FSC validation
Phobius

server,

PDBeChem,

PDBeFold,

PDBeMotif,

PDBePISA,

PSI-MI Validator, PSICQUIC
PDBeChem, UniChem

Literature

Annotation Platform, Europe PMC Grant Finder, Europe PMC ORCID
Tool, External Links Service

Cross domain

BLAST, Clustal Omega, EBI Search API, FASTA, FASTM, GeneWise,
InterProScan, Kalign, LALIGN, MAFFT, MUSCLE, MView, PDBeFold,
PDBeMotif, PDBePISA, Phobius, Pratt, PSI-BLAST, RADAR, Simple
Phylogeny, T-Coffee

출처 : EBI 홈페이지 ‘Tools & Data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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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추이) EBI 데이터는 생명과학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방형으로 전파
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유형은 점차 다양화 되고 전체 데이터의 양도 증가 추세임

[그림 2-8] EBI 개방형 데이터 전파
출처 : Charles E Cook et al., Nucleic Acid Research, 2020

- ‘18년 3월 바이오이미지 아카이브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7가지 EBI 데이터 자원*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19년 5월 기준, 약 27PB의 데이터가 아카
이브에 축적되어 있음)
* ArrayExpress, EGA, ENA, PRIDE, PDBe, MetaboLights, BioImage Archive

[그림 2-9] 연도별 EBI 데이터 자원의 아카이브 축적량
출처 : Charles E Cook et al., Nucleic Acid Rese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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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15년~’19년) 7가지 EBI 데이터 자원의 전체 데이터의 양은 연평균
1.445배 수준의 증가를 보임
<표 2-6> 연도별 7가지 EBI 데이터 자원의 총 데이터 양
연도

아카이브 내 전체 데이터 [PB]

전년도 대비 증가율
(당해년도/전년도)

2006

0.000

-

2007

0.000

7.856

2008

0.003

306.311

2009

0.079

23.643

2010

0.256

3.233

2011

0.534

2.082

2012

1.205

2.259

2013

2.480

2.058

2014

4.395

1.772

2015

6.797

1.547

2016

10.686

1.572

2017

15.174

1.420

2018

19.917

1.313

2019

27.359

1.374

출처 : Charles E Cook et al., Nucleic Acid Research, 2020(각 연도별 5월 기준)

- EBI에는 총 390PB의 원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웹사이트 요청 건수는 하루
평균 8,200만 건에 달하며 ’20년 545,000개의 고유 IP가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함
○ (조직구성) EBI는 크게 3개의 팀으로 나뉘어 있으며, 약 9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됨
- (서비스팀) 총 26개의 팀, 502명의 구성원*이 존재함
* 각 팀은 팀 리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생물정보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프로젝트 리더, 자바스크립트/타입스크립트 개발자, 풀-스텍 개발자, 웹 개
발자, 사용자 경험 연구자, 사용자 경험 분석가, 팀 관리자, 홍보 담당자,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
등의 구성원이 존재함

- (연구그룹) 서로 다른 연구주제를 지닌 18개의 그룹*, 192명의 구성원*이 존재함
* 각 그룹은 그룹 리더, 박사후 연구원, 박사전 연구원, 위촉 연구원, 스텝 사이언티스트, 대학원생,
연수생, 생물 정보 공학 엔지니어, 큐레이터, 생물정보학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자, 연구 프로
그램 관리자, 행정 책임자, 그룹 비서, 연구 조교 등으로 구성되며, 연구 전담 그룹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 팀에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함

- (그 외의 팀) 총 188명의 구성원이 존재하며, EBI의 경영, 대외 관계, 산업, 연구
관리, 기술 서비스, 전략, 교육과 관련한 분야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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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EBI 서비스 팀의 역할 및 구성원
팀

역할

인원

Bateman team

단백질 서열자원

19

Brazma team

기능유전체학

6

Burdett team

데이터 수집·저장·검증·조정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
분자 아카이브 자원 발표

25

Cochrane team

서열 데이터의 관리/공유/통합/보관/보급지원

25

Cunningham team

유전체 변이 및 유전체 해석에 대한 이해 촉진

29

Finn team

미생물군(마이크로바이옴) 유래 서열 데이터 분석 및 보관

20

Flicek team

척추동물 유전체학

12

Harrison team

서열 변이 및 비유전자영역의 기능 주석

17

Hermjakob team

분자 네트워크, 경로, 수학적 모델

22

Howe team

유전체 주석 및 비교 유전체학

22

Keane team

서열 및 변형 아카이브

26

Kleywegt team

분자적 그리고 세포학적 구조 클러스터

4

Leach team

전산 화학 생물학 자원 및 연구

21

Martin team

단백질 기능 개발

26

McEntyre team

학술지 서비스

21

Molecular
interaction team

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및 복합체

22

O’Donovan team

대사체학

5

Open Targets team

체계적인 약물 표적 식별 및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인간 유전학 및 유전체학 데이터를 사용하는 민관 파트너십

23

Orchard team

보편적인 단백질 자원인 Uniprot의 품질과 정확성 보장

16

Papatheodorou team

유전자 발현

18

Parkinson team

샘플, 표현형 및 상호 운용성에 대한 설명 및 분석 자원

35

Patwardhan team

이미징 데이터 서비스

13

Sarkans team

기능 유전체학 개발

9

Velankar team

유럽의 단백질 데이터 은행

18

Vizcaino Team

단백질체 자원 및 툴

16

Yates team

Ensembl 및 Ensemble Genomes 프로젝트에 기술, 생산 지원
합계

출처 : EBI 홈페이지 ‘People & groups’

32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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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EBI 그 외의 팀의 유형별 역할 및 구성원
유형

경영

역할

인원

경영

3

예산

2

보도

7

감독

4

시설관리, 보건 및 안전

3

재정

6

과제 및 계약

11

인적자원

14

운영 및 자본 프로젝트 팀

7

Thornton 프로젝트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작동

15

시스템 적용

21

시스템 인프라

12

기술 과학 융합

12

웹 개발

12

웹 생산

13

기술서비스

전략

3

대외협력

3

산업 파트너십

6

연구관리

12

교육(트레이닝)

21

총계

188

출처 : EBI 홈페이지 ‘People & groups’

○ (교육) EBI는 생물정보학 관련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EBI를 사용하는 R&D 분야 종사자들의 니즈 반영을 위한 산업 프로그램이 ’96년
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글로벌 회사와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향후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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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본 DNA 데이터 은행(DDBJ)15)은 세계 3대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
○ (설립) DDBJ는 2011년 일본국립유전학연구소(NIG)16) 산하 조직으로 편입됨

[그림 2-10] DDBJ 홈페이지(https://www.ddbj.nig.ac.jp/index-e.html)
○ (기능) 국제핵산염기서열정보제휴(INSDC)17)의 일원으로 염기서열 데이터 수집 및
생명과학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염기서열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함
<표 2-9> 데이터 유형별 INSDC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유형

DDBJ

Next generation
reads

Sequence Read
Archive(DRA)

Capillary reads

Trace Archive(DTA)

EMBL-EBI

NCBI
Sequence Read
Archive(SRA)

European
Nucleotide
Archive(ENA)

Trace Archive

Annotated sequences

DDBJ

Samples

BioSample

BioSample

GenBank

Studies

BioProject

BioProject

출처 : INSDC 홈페이지(https://www.insdc.org/)

15) DDBJ, DNA Data Bank of Japan
16) NIG, National Institute of Genetics
17) INSDC, International Nucleotide Sequence Database Collaboration. DNA 및 RNA 서열을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수집 및 보급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GenBank(NCBI), ENA(EBI), DDBJ(DDBJ)와 같은 데이터
베이스가 포함. 연구자들이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 각각에 등록한 염기서열은 매일 동기화되어 복사본이
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됨. INSDC의 모든 데이터는 무료로 분석, 재배포, 재게시가 가능한 것이 기본 원칙
이며(http://www.insdc.org/), 1990년대 이후 세계 주요 과학 저널 대부분은 출판의 전제조건으로 서열정보를
INSDC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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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DDBJ는 총 4가지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
- (INSDC의 구축 및 운영) 연구자로부터 핵산 서열을 수집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등록 번호를 각각의 시퀀스 데이터에 발급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일본을
포함한 국외 관련 연구자들에게 데이터의 속성을 보증하기 위한 국제적 인증을
실시하고, 일본 연구진 INSD18) 데이터의 99%가 DDBJ를 통해 제출되고 있음
- (국립 유전자 슈퍼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국립 유전자 슈퍼컴퓨터 시스템
연구소는 1차적으로 유전체 분석을 하는 대규모 컴퓨터 활용 사이트로 1) 최첨단
대형 클러스터형 컴퓨터 2) 대규모 메모리 공유 컴퓨터 3) 대용량의 고속 디스크
장치로 구성된 슈퍼 컴퓨팅 시스템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생물학 데이터 검색 및 분석 서비스 제공) DDBJ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DDBJ에서 개발한 분석 소프트웨어 도구를 웹 서비스와 NIG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제공하며, FTP 사이트에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일괄 다운로드를 지원함
- (생물정보학 교육) 생물정보학 교육과정인 DDBJing을 개설하여, 핵산 서열 데이터
제출 방법 및 생명과학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서비스 이용 방법 교육을 제공함
○ (서비스) DDBJ는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검색/분석/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함
<표 2-10> DDBJ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AGD, BioProject, BioSample, DDBJ, DDBJ-LD, DRA, GEA, JGA, JVar,
NHA

검색

AOE, ARSA, BLAST, CRISPRdirect, DBCLS SRA, DRA Search,
GGGenome, GGRNA, Gendoo, RefEx, TXSearch, TogoAnnotator,
TogoVar, WABI, getentry

분석

BLAST, ClustalW, DFAST, MAFFT, Maser, VecScreen, WABI

제출

BioProject, BioSample, DDBJ, DFAST, DRA, GEA, JGA, JVar, MSS, NSSS

주석

DFAST

DDBJ

AGO, ARSA, BLAST, BioProject, BioSample, ClustalW, DDBJ, DDBJ-LD,
DFAST, DRA, DRA Search, GEA, JGA, JVar, MAFFT, MSS, NSSS,
TXSearch, VecScreen, WABI, getentry

DBCLS

AOE, CRISPRdirect, DBCLS SRA, GGGenome, GGRNA, Gendoo, RefEx,
TogoAnnotator

BINDS

Maser

NBDC

NHA, TogoVar

출처 : DDBJ 홈페이지 ‘Services’

18) INSD, International Nucleotide Sequence Database. 가상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일본, 한국, 유럽 및 미국의
특허청에서 수집한 특허 출원과 관련한 염기서열 데이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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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유전연구소 슈퍼컴퓨터 시스템(SuperComputer Facilities of National
Institute of Genetics)은 생명·의학계 연구정보의 처리를 위해 최첨단 슈퍼컴퓨터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며 ’19년 3월에 다섯째 기의 가동을 시작하였음
- 시스템은 일반적인 분석 환경 및 개인 유전체 분석 환경*으로 이루어지고 수요에
따라 계산 자원의 할당을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유전체 분석 환경의 이용은 모두 과금 서비스이며, 디스크 공간이 줄어듦에 따라 사용자 홈
디렉토리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백업을 하지 않음

-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총 43.8PB의 대용량 스토리지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로 대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함
- 2,300여 종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가 Singularity 컨테이너로 사용 가능하며, 이에
따라 환경 구축의 부하를 줄이고 유전체 분석의 효율화를 추구함
- ’20년 4월부터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계산 노드의 총 코어 수가 11,696코어에서
15,280코어로 증가함
○ (데이터 추이) DDBJ/ENA/Genbank의 데이터는 대단위의 서열 데이터인 WGS,
TSA19) 등이 유입되기 시작한 ’1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그림 2-11] DDBJ/ENA/GenBank 데이터 추이
출처 : DDBJ 홈페이지 ‘Statistics’

19) TSA, Transcriptome shotgun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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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데이터 중 각 아카이브(GenBank, ENA, DDBJ) 비율은 서열 수를 기준으로
GenBank 64.3%, ENA 32.3%, DDBJ 3.4%를 차지하였고, 염기 수 기준으로 하였을 때
GenBank 80.2%, ENA 17.5%, DDBJ 2.23%를 차지함

[그림 2-12] 각 아카이브 데이터 비율 (좌: 서열 수 기준, 우: 염기 수 기준)
출처 : DDBJ 홈페이지 ‘DDBJ Periodic Release Statistics’(’21년 6월 Release 기준)

- 염기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인간(Homo sapiens)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그람 음성 박테리아(Salmonella enterica), 대장균(Escherichia coli, E. coli),
밀(Triticum aestivum), 인간 장 메타유전체 순으로 이어졌으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가
10위에 랭크되었음
<표 2-11> 아카이브에 등록된 유기체 순위(염기 수 기준)
순위

유기체

염기 수

1

Homo sapiens

2,714,434,423,317

2

Salmonella enterica

834,058,211,201

3

Escherichia coli

476,476,043,678

4

Triticum aestivum

336,845,923,207

5

human gut metagenome

301,452,008,765

6

Hordeum vulgare subsp. vulgare

164,037,516,178

7

Salmonella enterica subsp. enterica serovar Enteritidis

144,555,669,254

8

marine metagenome

126,941,716,749

9

soil metagenome

117,945,357,163

10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107,160,560,404

출처 : DDBJ 홈페이지 ‘DDBJ Periodic Release Statistics’ (2021.7.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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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20)가 배포하는 데이터(SRA, fastq)는 ’11년 212.2TB에서 서서히 증가해 ’20년
약 10.4PB로 지난 10년간 약 50배 증가하였음
<표 2-12> 연간 DRA 데이터 배포 추이
데이터
공개년도

SRA
파일규모(TB)

fastq
파일규모(TB)

합계(TB)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11

209.86

2.38

212.24

-

2012

358.16

9.27

367.43

1.73

2013

673.44

254.15

927.59

2.52

2014

1,080.72

271.27

1,351.99

1.46

2015

1,777.68

656.98

2,434.66

1.80

2016

2,617.56

1,068.60

3,686.16

1.51

2017

2,798.04

1,094.41

3,892.45

1.06

2018

2,802.19

1,124.15

3,926.34

1.01

2019

4,466.42

1,229.99

5,696.41

1.45

2020

9,147.46

1,248.48

10,395.94

1.82

출처 : DDBJ 홈페이지 ‘Statistics’

- 한편, DRA에 제출된 데이터는 ’15년 1,529건, 25.7TB에서 ’20년 1,967건 57.8TB로
지난 6년간 등록건수 1.3배, 등록 데이터 2.2배 수준의 증가를 보임
- JGA21)가 배포한 데이터는 ’16년 23.3TB에서 ’20년 293.1TB로 증가함(지난 5년간
약 13배의 증가추이)
<표 2-13> 연간 JGA 데이터 배포 추이
연도

연구 수

샘플 수

파일 크기(TB)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16

44

5,931

23.29

-

2017

69

200,102

47.3

2.03

2018

95

238,940

218

4.61

2019

125

275,059

255.88

1.17

2020

169

278,601

293.12

1.15

출처 : DDBJ 홈페이지 ‘Statistics’

- 또한, JGA에 제출된 데이터는 ’15년 29건, 14TB에서 ’20년 73건, 56.8TB로 6년간
등록건수 2.5배, 등록 데이터 4.1배 수준의 증가를 보임

20) DRA, DDBJ Sequence Read Archive
21) JGA, Japanese Genotype-phenotype Archive. 생물 의학 연구 프로젝트에서 얻은 모든 유형의 개인 수준 유
전형 및 표현형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공유하는 서비스. 일본 과학 기술 진흥원의 국립 생명과학
데이터베이스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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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DDBJ 서비스 별 접속자 추이
연도

getentry

ARSA

DRA
Search

TXSearch

BLAST

ClustalW

Home
pages

All

2017

7,107

2,023

2,076

1,145

3,360

3,199

23,958

39,118

2018

6,319

2,385

2,508

1,049

4,319

3,191

21,866

33,806

2019

6,918

2,360

2,253

1,000

3,058

2,552

24,473

34,514

2020

6,985

2,791

2,898

1,628

3,490

3,092

27,711

40,217

출처 : DDBJ 홈페이지 ‘Statistics’

○ (조직구성) DDBJ는 크게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원 43명의 규모임
<표 2-15> DDBJ 구성원 현황
부서

세부구성

인원

코디네이터

3

큐레이터

13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SE

7

NIG Faculties
Database Division

9

High performance Computing Division(HPC)

9

Secretaries

2

합계

43

출처 : DDBJ 홈페이지 ‘Faculty Staff of DDBJ’ (2021.7.6. 기준)

- DDBJ는 자체 자문위원회인 DNA 데이터베이스 자문위원회(NIG의 외부위원회)와
국제 자문위원회인 INSDC 자문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음
○ (기타) DDBJ는 데이터베이스나 슈퍼컴퓨터 서비스 이외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발표자료, 논문, 연차보고서, INSDC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음
- ’05년부터 ’21년까지 교육 3건, 발표자료 46건, 논문 32건, 연차보고서 11건,
INSDC 회의자료 15건(2021.7.6. 기준)

72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중국) 국립 유전체데이터센터(NGDC)22)는 중국국립생물정보센터(CNCB)23)의 일부로,
빅데이터를 생물의학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통합 오믹스데이터와 생물정보학 도구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을 학계와 산업계에 제공함
○ (설립) BIG → BIGD → CNCB-NGDC로의 변화
- (BIG) 중국과학원(CAS)24)의 베이징 유전체학연구소(BIG)25)는 ’03년 설립되어 국제
휴먼게놈프로젝트의 중국 파트, 중국 슈퍼하이브리드라이스게놈프로젝트, 돼지/닭/
누에 게놈프로젝트 등 유전체 서열분석의 주요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 인구 정밀
의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 개발·유지 경험을 보유함
- (BIGD) BIG 자원을 활용하고 전세계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5년 12월 베이징유전체학연구소 데이터센터(BIGD)26)가 설립되었고
빅데이터 아카이브, 저장 및 관리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세계적
으로 데이터 자원 및 서비스 제품군을 제공하였음
- (NGDC) 2019년 6월 BIGD를 기반으로 NGDC가 설립되었고, 생물물리학 연구소
(IBP)27) 및 상하이 영양 및 건강 연구소(SINH)28)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범위한
유전체 데이터의 보관·관리·처리를 담당함
- (CNCB) ’19년 11월 BIG를 기반으로 CNCB가 설립되어 생물학적 빅데이터 저장·
통합·번역을 위한 광범위한 자원을 제공함

[그림 2-13] NGDC 홈페이지(https://ngdc.cncb.ac.cn/)
22) NGDC, National Genome Data Center
23) CNCB, The China National Center for Bioinformation
24) CA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25) BIG, Beijing Institute of Genomics
26) BIGD, BIG Data Center. 20개 이상의 서열분석 장비(Solid, Solexa, HiSeq, Ion Proton and PacBio)를 지님
27) IBP, Institute of Biophysics
28) SINH, Shanghai Institute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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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역할) NGDC는 아카이브 플랫폼 및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대 발견으로 변환하는 고급 알고리즘 및 도구를 개발하며, 학계·산업계의 글로벌
사용자 연구 활동을 지원을 위해 데이터 자원 모음에 대한 개방형 접근을 제공함
○ (서비스) 총 55개의 데이터베이스, 15개의 분석 툴, 8개의 표준을 제공함
<표 2-16> NGDC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툴 및 표준
구분

상세항목

데이터
베이스

2019nCoVR, 3CDB, AgingAtlas, AlzBase, BioCode, BioProject, BioSample,
CGVD, ChickVD, Database Commons, DLGP, DoGSD, DRDB, DSMNC, EDK,
ESND, EWAS Atlas, EWAS Data Hub, GEN, GSA, GSA-Human, GVM, GWAS
Atlas, GWH, HRGD, IC4R, ICG, iDOG, IVDB, KGCAK, LCGbase, LncBook,
LncExpDB, LncRNAWiki, LSD 3.0, MethBank, MTD, NGDC, NucMap, PADS
Arsenal, PED, PHD, PigGIS, Plastid-LCGbase, RED, RGKbase, RiceWiki, RVD,
ScienceWikis, scMethMap, SNP@Evolution, SorGSD, SR4R, VCGDB, WikiCell
(Assembly) Genome-organization-framework Assisted Assembly Pipeline(GAAP),
GOBOND: A stand-alone accurate scaffolding program
(Evolution) Genome-organization-framework Assisted Assembly Pipeline(GAAP),
EvolView: A revolutionized approach to visualize phylogenetic trees,
KaKs_Calcultor: calculating nonsynonymous (Ka) and synonymous (Ks)
substitution rates through model selection and model averaging
(Methylation) BS-RNA: a novel mapping and annotation tool for RNA bisulfite
sequencing data, MeRIP-Seq Peak-Finding Program, WBSA: Web service for
Bisulfite Sequencing data Analysis

툴

(Pangenome) Genome-organization-framework Assisted Assembly Pipeline
(Sequence Analysis) Composition Analysis Toolkit (CAT), KaKs_Calcultor:
calculating nonsynonymous (Ka) and synonymous (Ks) substitution rates
through model selection and model averaging, ParaAT
(Transcriptome Profiling) BS-RNA: a novel mapping and annotation tool for
RNA bisulfite sequencing data, MeRIP-Seq Peak-Finding Program, wapRNA: A
web-based application for the processing of RNA sequence
표준

BioProject Standards, BioSample Standards, Sequence Read Standards, Genome
Data Standards, Variome Data Standards, Transcriptome Data Standards,
Epigenome Data Standards, Standards for Structured Data Index & Search

출처 : NGDC 홈페이지

○ (인프라) 1.6Gbps 네트워크 대역폭, 8,000개의 컴퓨팅 코어, 250TFlops 컴퓨팅 자원
및 약 18PB의 스토리지 리소스를 사용하여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저장,
컴퓨팅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함29)
- 현재 총 79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루 600명 이상의 온라인 사용자를 보유
하고 있음
29) NGDC 홈페이지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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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성) CNCB-NGDC는 총 4개의 Branch로 구성됨
- (Branch of Genome Sequence Archive, GSA) GSA는 454, IonTorrent, HiSeq,
Nanopore 등 다양한 서열 분석 장비에서 생성된 원시 데이터를 저장하고, 원시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를 충실히 구성해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며, 빅데이터 제출·
분석을 위한 생물 정보학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함
- (Branch of Precision Medicine Omics Databank, PMOD) PMOD는 공공 및 개인
오믹스데이터를 통합하고 다양한 인구에 대한 참조 유전체를 구축하며, 100만개
이상의 중국인 연구코호트를 제작하고, 오믹스데이터와 임상데이터 연관을 담당함
- (Branch of Animal & Plant Omics Databank, APOD) APOD는 중국에서 경제적
으로 중요한 종(동·식물)에 대한 오믹스데이터를 통합하고, 오믹스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생성·유지·개방하며, 오믹스데이터를 농업적으로 중요한 특성과 연결지어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수행함
- (Branch of Information & System Management, ISM) ISM은 네트워크 및 시스템
인프라의 관리를 담당하여 서버를 유지하고 안전한 웹 시스템을 제공하며 협력을
통해 NGDC의 모든 자원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함
- NGDC의 과학 자문위원회*는 해당 분야 저명한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NGDC의
활동, 방향 및 국제 상호작용·협력과 관련한 전문적 조언과 지침을 제공함
* 현재 9명의 전문가가 과학 자문위원회로 활동(2021.7.6. 기준)

<표 2-17> NGDC 인력구성 현황
직위

구성원 수

Steering Advisor

2

Leadership

3

Professors

9

Partners

12

Team Leaders

16

Staff

29

Doctoral Students

22

Master Students

23

합계

116

출처 : NGDC 홈페이지 ‘People’ (2021.7.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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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NGDC는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 툴 제공 이외에 컨퍼런스 개최(Scientific
Advisory Board Meeting, Big Data Forum for Life and Health Sciences 등), 학술
교육, 유전체학과 생물정보학 트레이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Genomics,
Proteomics & Bioinformatics (’20 기준 Impact Factor 7.051)’ 저널을 운영함
○ (협력) NGDC의 자원은 전 세계의 기관 및 실험실과의 협력을 통하여 생산됨
<표 2-18> NGDC 협력기관 목록
데이터베이스

협력기관

DogSD & iDog
iSheep

Institute of Zo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Henan Agricultural University,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Inner Mongolia Normal University,
Peking University

IC4R
LncBook &
LncRNAWiki
LSD
SortSD

Kunming Institute of Zo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Quaid-i-Azam University
Beijing Forestry University, Peking University
Institute of Botan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출처 : NGDC 홈페이지 ‘Collaborations’ (2021.7.13. 기준)

<표 2-19> 주요국 생명정보 등록기관 현황
구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관명

NCBI

EBI

DDBJ

NGDC

설립년도

1988

1992

1987

2015

상위기관

NLM
(국립의학도서관)

EMBL
(유럽분자생물학
연구소)

NIG
(국립유전학
연구소)

BIG
(베이징
게놈연구소)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부재
(범유럽 독립기관)

문부과학성

중국과학원

연간예산

1억 7,320만 달러
(1,846억 원)

7,320만 유로
(966억 원)

9억 6천만엔
(95억 원)

-

전산
인프라

-

스토리지 273PB
CPU코어 34,000

스토리지 42PB
CPU코어 12,000

스토리지 12PB
CPU코어 6,800

인력

301명

547명

100여명

102명

출처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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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바이오 연구 데이터센터
□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30)는 국내 생명연구자원정보의 총괄관리
및 생명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를 위한 범부처 국가센터임
○ (설립) ’09년에 제정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생명정보센터를 국가생명
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함

[그림 2-14] KOBIC 홈페이지(https://www.kobic.re.kr/)
○ (기능) 부처별, 연구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및 생명정보 등을
통합 관리함
-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기틀을 마련함
-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을 수행함
○ (역할) KOBIC은 국가 유전체/생명정보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함
- 다양한 종류의 대용량 오믹스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다양한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생명정보 분야의 국가 대표기관으로서 국제적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
30) KOBIC, Korea Bio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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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의
자원정보가 KOBIC의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31)에 연동되어 있음

[그림 2-15] KOBIS 홈페이지(https://www.kobis.re.kr/)
- KOBIS는 ‘생명연구자원 통합시스템활용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반 마련, 범부처 정보 연계 추진을 통한 정보 활용성
제고, 중장기적 국가생명연구자원 계획 수립의 목표를 기반으로 운영됨
<표 2-20> KOBIS 5대 전략별 14개 실천 과제
5대 전략
1. 정보연계체계구축

14개 실천 과제
1-1. 책임기관협의회 운영지원
1-2. 범부처 정보연계 확대 추진

2. 통합정보시스템구축

2-1.
2-2.
2-3.
2-4.
2-5.

통합정보시스템4.0 구축
통합정보 웹 포탈 활성화
과기부 웹포털 고도화
고성능 전산인프라 확충
관리시스템 및 검색엔진 개발

3. 활용체계정립

3-1.
3-2.
3-3.
3-4.
3-5.

기관협력을 위한 워크샵 개최
해외컨텐츠 확보 강화
연관정보 수집 빛 정보제공
뉴스레터·학술활동 등 홍보
전자도감 서비스 제공 확대

4. 통계집발간

4-1. 통계시스템 및 통계집 발간

5. 시행계획수립

5-1. 생명연구자원 시행계획 수립

출처 : KOBIC 홈페이지 ‘KOBIS 추진계획’

31) KOBIS, Korean Bio-resource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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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개 부처, 6개 시스템이 KOBIS에 연동되어있음
<표 2-21> KOBIS의 다부처 데이터 연동 현황
부처

운영주체

시스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 연구지원센터

생명연구자원포털 ARIS
Advanced bioResource Information System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생명자원정보서비스 BRIS
Bio Resource Information System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MBRIS
Marine Bio Resource Information System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센터

국가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CBD-CHM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learing--House Mechanism

국립보건원 유전체센터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 KBN
Korea Biobank Network

질병관리본부
병원체자원관리TF

국가병원체자원은행 NCCP
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데이터는 연동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비공개
출처 : KOBIS 홈페이지 ‘범부처 소개’ 재가공(’21년 5월 기준)

<표 2-22> KOBIS 부처별 현황
구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실물정보

3,067,877

1,826,596

407,448

1,845,409

2,550,879

생명정보

7,071,530

0

0

4,001

0

합계

10,139,407

1,826,596

407,448

1,849,410

2,550,879

출처 : KOSIS (2021.6.17. 기준)

○ (서비스) 그 외에도 클라우드서비스, 생명정보 연구성과 등록시스템, 유전체 정보
연계 시스템 등을 제공함
- (클라우드서비스) 대용량 분석 서버나 분석 기술이 필요한 연구자들을 위하여
Bio-Express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Bio-Express는
대용량 바이오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CLOSHA 통합 자동 분석 시스템32),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 전송하는 (KOBIC 자체 개발) GBox 고속 전송 시스템으로 구성됨
(https://www.bioexpress.re.kr/)
32)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분석 시스템으로서 생명정보 분야의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분석 파이프라인을제공하고, 복잡한 분석 연구과정을 손쉽게 모델링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약 60 여개의 분석 도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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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정보 연구성과 등록시스템) KOBIC은 국가R&D사업에서 산출되는 생명정보
연구성과물의 등록 전담 기관*으로 등록받은 생명정보연구성과물을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연계하며, 등록시스템(https://www.biodata.kr/)에서 연구
과제명, 연구과제책임자, 주관연구기관명, 기준년도에 대한 검색이 가능함
* 등록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1) 대량의 데이터 (EST, GSS, Microarray,
Whole Genome, RNA-Seq 등)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데이터 등록기관 (NCBI, EBI, DDBJ 등)에 등록
대행 2) 등록된 데이터에 대하여 KOBIC 자체 시스템을 활용한 분석 서비스 제공 3) 연구성과(생명
정보)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연계서비스

[그림 2-16] 생명정보 연구성과 등록 모식도
출처 : 생명정보 연구성과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등록 시스템 소개’

- (유전체 정보 연계 시스템) 각 부처 유전체 정보센터에서 연계받는 유전체 정보를
메타 정보 표준안에 의거하여 표준화 및 저장한 후,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탈(https://ginet.kr/)로 112,649개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으며
총 데이터 용량은 362TB임
○ (조직구성) KOBIC 센터장 이하 운영위원회, 사업지원실이 존재하고, 연구지원실장
이하 자원정보팀, 시스템개발팀, 생명정보팀, 전산인프라팀으로 구성됨
○ (기타) KOBIC은 연구지원 및 교육지원을 수행하며, (’17년 12월 기준) 연구지원으로
단순지원 누적 166건, 수요자 맞춤형 지원 누적 271건을 수행하였고, (’15년 12월
기준) 29회의 교육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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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33)는 국가 농생명
정보 등록 기관으로 식물, 동물의 오믹스 정보를 제공함
○ (설립) 2002년 농업 분야 생명정보의 관리 및 활용 지원을 목적으로 개소되었음
○ (기능 및 역할) 농생명 빅데이터 등록, 성과인증, 공유·활용·검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적으로 농업생명정보의 등록 시스템 운영 및 성과인증, 등록·수집
정보의 분석 및 통합관리, 등록·수집 정보의 국가활용시스템 구축 및 제공, 국내외
생명정보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농생명 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등) 431종에 대해 유전체, 대사체 등 330만
7,000건(37.3TB)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과 같은 국가 농업생물유전체 해독사업을 통해
얻어진 대용량의 생물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자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지원 등 주요 농생물 유전체 정보와 관련 분석 시스템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음

[그림 2-17] NABIC 홈페이지(https://nabic.rda.go.kr/)
○ (서비스) 농생명 오믹스정보 등록시스템은 한국 토종 농업생물 자원에 대한 오믹스
생명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하고, 차세대바이오그린사업 연계, 농생명 정보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운영됨
33) NABIC, National Agricultural Bio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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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바이오그린사업21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라 연구 성과물을 보고할 때에는
농생명 오믹스정보 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하는 등록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농생명
오믹스정보 등록시스템을 통해 성과물의 ATIS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그림 2-18] 농생명 오믹스정보 등록과정
출처 : NABIC 홈페이지 ‘Submission’

- 농생명 오믹스정보는 총 11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됨
<표 2-23> 농생명 오믹스정보 구분
카테고리

설명정보

입력형식

NGS SRA

다양한 NGS 실험의 원시데이터, 메타 정보

EBI SRA

Genome

유전체서열결정 및 Annotation 완료된 정보

Nucleotide

완성되지 않은 genomic DNA

Gene

유전자 서열 및 기능 정보

Sqn
Genbank
GFF3+FASTA

DNA chip

DNA chip 실험결과 (플랫폼, 샘플, 혼성화 정보)

GEOarchive

EST

EST 서열 정보

dbEST

단백질-단백질 간 상호작용 정보

HUPO
PSI-MI

Interactome
Protein structure

단백질 구조 정보

PDB

Molecular marker

분자적 마커(STS) 정보

dbSTS

SNP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SNP) 정보

dbSNP

Metabolome

대사체 관련 정보

Custom

출처 : NABIC 홈페이지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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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농생명 오믹스 표준 데이터베이스는 연구자들에게 통합된 농생명 오믹스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 데이터베이스, 공공기관 데이터 및 농생명 오믹스정보 등록
시스템의 공공 데이터가 통합됨
- 공공 데이터베이스(NCBI 등)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농생명 오믹스정보 등록
시스템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연계됨
- 각 데이터 기록은 영구 URL 링크를 제공하며, RESTful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검색 API가 제공됨

[그림 2-19] 농생명 오믹스 표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통합
출처 : Young-Joo Seol et al., Evolutionary Bioinformatics, 2016

○ (데이터추이) NABIC가 보유한 농생명 자원의 빅데이터 보유 현황은 (’16년 기준)
162종, 2,938,025건이며, 데이터 용량은 28.4TB임
<표 2-24> 농생명 오믹스데이터베이스의 유형별 통계
카테고리

바이오서열

전사체

단백체

기타

유형

등록형식

요청항목수

사이즈(GB)

NGS SRA
Genome

EBI SRA

2,208

29,081.6

BioSQL

474,580

5.8

Nucleotide

BioSQL

4,987

2.2

Gene

BioSQL

163,673

1.1

DNA chip

NCBI GEO

41

4.9

EST

dbEST

2,230,407

2.0

Interactome

PSI-MI

1

0.0

Protein
structure

PDB

13

0.1

Molecular
marker

BioSQL

7,805

10.0

SNP

BioSQL

54,310

0.0

2,938,025

28.4TB

합계
출처 : Young-Joo Seol et al., Evolutionary Bioinformatics, 2016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83

○ (인프라) 유전체 분석 서버, 백업 서버, 대용량 정보 저장장치 등 약 15종이 구축되어
있음
- 중앙처리장치는 464CPU, 분석서버는 총 5대로 9TB의 메모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용량 저장장치는 1.3PB를 보유하고 있음
<표 2-25> NABIC 유전체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시스템 명

주요내용

운영·분석

NGS

NGS분석

분석

BIOXM

유전체 구조 및 기능분석

분석

PEDANT

유전체 구조 및 기능분석

해독

표준유전체해독시스템

유전체서열 조립 및 유전자 탐색

해독

농생명유전체활용시스템

유전형 분석 및 분자마커후보 탐색

출처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홈페이지 ‘사업현황’

<표 2-26> NABIC 시스템 인프라 현황
구분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백업

합계

통합

5대

1대

3대

1대

1대

11대

출처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홈페이지 ‘사업현황’

□ (보건복지부) 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CODA)34)은 인체유래물의 오믹스 분석정보
및 임상연구 데이터를 수집·관리·공유하기 위한 생명정보시스템임
○ (설립) 보건복지부의 제1호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인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지원과제에서 생산된 임상연구 데이터와 유전체데이터의 통합 축적·유통하기 위해
2016년 8월에 CODA를 오픈하였음
- KOBIC과 유전체 정보를,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과 보건복지부
과제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35)을 연구 데이터 유통망으로 사용함
- CODA는 데이터 공유정책(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과제로부터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는 공공재이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공유해야 함)을 추구하며,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가생명연구자원의 활용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가치창출로
이행하게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맞춤·정밀의료 구현과 국민의 건강에 기여함
34) CODA, Clinical & Omics Data Archive
35) KREONET, Korea Research Environment Ope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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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CODA 홈페이지(https://coda.nih.go.kr/coda/frt/index.do)
○ (기능) 질환 및 환경에 연관된 인구 집단 기반의 대용량 유전체·오믹스·임상연구
결과를 연구자, 학계,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진단·치료·예방 등 개인 맞춤 의료
연구 및 관련된 기술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역할) CODA는 다섯 가지의 역할을 수행36)
- 인체유래연구 또는 인간대상연구로부터 생산된 원시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 수집
- 웹기반 정보시스템 및 생명정보 유형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보건복지부 생명정보의 보존·관리·유통 체계 구축(대용량의 임상·오믹스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생명정보 유형별/실험방법별 데이터 수집·
관리, 과제정보 및 논문과 임상오믹스 정보 연관 관리*)
* (과제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 국립보건연구원(K-NIH),
(논문정보) Pubmed 및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포털 연계

- 범부처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절차서에 따라, 유전체 정보 및 연관된 메타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과 연계
- 정보 공유를 통하여 보건의료연구 활성화(CODA 연구정보 기반의 융합 및 협력
연구체계 구축,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

36)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홈페이지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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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보건의료분야 국가지원과제나 자발적 기탁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함
<표 2-27> 데이터별 등록파일 양식
데이터종류

인체
유래물의
오믹스
데이터

임상
연구
데이터

파일포맷

메타 데이터

NGS
- WGS
- WES
- RNA-seq
- Epigenome-seq
- Targeted-seq
- Metagenome

Raw data(필수)
- fastq, fastq.zip, fastq.gz, fastq.tar
Mapping data(권장)
- BAM
Analysis data(옵션)
- VCF, BED

Microarray
- Gene expression
- SNP-detection
- Methylation
- CNV

Raw data(필수)
- CEL, IDAT, TXT, others
Analysis data(옵션)
- 자유형식

관찰연구
중재연구

- 연구대상자(검체제공자) 정보
- 샘플(샘플이름, ID, 검체명,
질환명, 샘플구분정보 등)
- 과제·연구 제목 및 연구요약
- 실험 제목·설계·방법 등
- 데이터 셋(데이터와 샘플ID를
연결 지어 작성한 excel file)

-

CODA template(필수)

연구대상자(참여자) 정보
과제·연구 제목 및 연구요약
실험 제목·설계·방법 등
데이터 셋(임상 변수에 대한
각 연구대상자의 결과 값)

출처 : CODA 홈페이지 ‘운영정책’

○ (데이터 추이) CODA에는 NGS 샘플 총 11,573개, Microarray 샘플 총 106,466개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으며, 데이터 총량은 239TB임
<표 2-28> CODA 데이터 등록 현황
데이터유형

NGS

Microarray

프로젝트

데이터셋

참여자수

샘플수

데이터양

WGS

5

16

1,079

1,183

155.7TB

WES

13

28

3,510

4,095

60TB

RNA-seq

21

32

1,445

1,512

4.4TB

Targeted-seq

19

22

1,738

1,738

5.3TB

Epigenome-seq

8

8

77

87

10TB

Metagenome

3

7

2,958

2,958

436.2GB

Sub-total

69

113

10,807

11,573

235.8TB

Gene expression

2

2

292

292

2.5GB

SNP detection

11

13

105,953

105,949

3.2TB

Gene CNV

1

1

94

94

811.6MB

DNA
methylation

2

2

123

131

986.1MB

Sub-total

16

18

106,462

106,466

3.2TB

85

131

117,269

118,039

239TB

Total
출처 : CODA 홈페이지 ‘통계’

86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용 유전체 정보센터(INGIC)37)는 임상 유전체 정보 서비스의
활성화, 산업화 기반 구축을 통해 맞춤형 유전체 정보서비스 산업 생태계의 구현을
목표로 함
○ (설립) INGIC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생산되는
전체 산업용 유전체 데이터(NGS 원천/가공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모두 포함)*가
등록되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서 산업용 유전체의 등록·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데이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연구과제정보 : 데이터 생산 및 산업부에서 지원한 국가 연구과제 정보
2) NGS 원천데이터 : NGS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산된 서열 원본 데이터(raw data)
3) NGS 가공데이터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기능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된 데이터
4) 임상개체 :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되는 사람(인체 유래물 또는 실험개체)
5) 임상샘플 : 연구대상자에서 채취한 검체 및 실험 정보
6) 임상데이터 : 연구대상자에서 얻은 샘플을 실험하는 방법이나 데이터 분석 관련 정보

[그림 2-21] INGIC 홈페이지(https://www.ingic.or.kr/)
37) INGIC, Industrial Genome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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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역할) INGIC은 다음 네 가지의 목적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임
- 맞춤 유전체 산업 분야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지원
- 임상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유전체 서비스 실현
- 국내 유전체 산업 역량의 글로벌화 촉진
- 유전체 정보 분석·해독 기술의 국산화 및 핵심 기반기술 확보
○ (IGDA)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생산되는 산업용
유전체 데이터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에서 구축한 산업용
유전체 정보 아카이브(IGDA)38)를 통하여 모두 등록됨
* IGDA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전산실에 위치해 있으며, 전산환경 및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과제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등록·관리·공유

[그림 2-22] INGIC 시스템 구성도
출처 : INGIC 홈페이지 ‘시스템 개요’

○ (서비스) 데이터는 연구과제정보, NGS 원시데이터, NGS 가공데이터, 임상연구로
구분되어 등록됨

38) IGDA, Industrial Genome Data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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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INGIC 데이터 등록 항목
구분

의미

등록항목

연구
과제
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으로 수행되는 과
제에 대한 정보

과제등록번호, 사업구분, 과제번호, 과제형태, 과제명(국문/영문),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과제수행기관, 부처명, 보안과제여부,
총연구기간 시작일/종료일, 당해연도 연구기간 시작일/종료일,
수행연도, 키워드, 공개일, 과제목표, 과제내용, 기대효과

NGS
원시
데이
터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NGS) 기술
을 활용하여 생산
된 염기서열의 원
본데이터(Raw
data)

NGS 원천데이터 등록번호, 과제 등록번호, 임상데이터 등록번
호, NGS 실험제목, 실험유형, 생물종 이름, 실험 샘플정보, 특성
정보, 반복실험 유형, 시퀀싱 기관, 공개일, 시퀀싱 플랫폼 유형,
NGS 라이브러리 구축 정보(구축, 선택방법, 시퀀서 모델, 전략),
NGS 라이브러리 정보(리드 길이, 삽입 크기, 리드, 어댑터 연결,
품질평가 점수버전, 단일염기 추출 프루그림), NGS 파일 정보
(파일 형식, 파일명)

NGS
가공
데이
터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을 달성하기
위해 기능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가
공된 유전체 정보

NGS 가공데이터 등록번호, NGS 분석 제목, NGS 가공데이터
분류, 실험연계정보, 어셈블리수준, 데이터 생산 정보, 공개일,
어셈블리 타입/방법, 유전체 구조 및 주석정보, 가공된 데이터,
참고서열 정보, 파일형식, 첨부파일(파일명, MDS 체크)
임상개체 : 임상개체 등록번호, 임상개체 고유번호, 생년월일, 나
이, 성별, 연구대상자 제공 동의서, 공개일

임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각종 치료법의 효
과와 안전성의 임
상적 가치를 보이
기 위해 연구자의
의도대로 개입하
는 실험 연구인
임상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

임상샘플 : 임상샘플 등록번호, 임상개체 등록번호, 샘플종류, 임
상샘플 고유번호, 샘플명, 샘플구분, 질환명, 검체, 검체 샘플 제
공자, 검체 수집지역(시/도), 검체 수집지역(시/구, 읍/면/동),
키, 몸무게, 검체 수집일, 샘플설명, 공개일
임상데이터 : 임상데이터 등록번호, 과제 등록번호, 임상 실험제
목, 목적, 연구유형(대분류/소분류), 실험 설계 및 방법, 연구대
상 표현형 및 질환명(국/영문), 임상시험단계, 연구결과, 연구대
상자 선정기준/제외기준, 샘플수, 검사항목수, 공개일, 임상연구
윤리(승인단계/승인번호/승인일), 임상파일목록, 기탁동의서, 제3
자 제공 동의 증빙서류

출처 : INGIC 홈페이지

○ (데이터 추이) 4년간(’17년~’20년) INGIC에 등록된 정보 현황은 연구과제 10건,
NGS 원시데이터 2,973건, NGS 가공데이터 398건, 임상연구 8건임
<표 2-30> INGIC 데이터 등록 현황
연도

연구과제정보

NGS 원시데이터

NGS 가공데이터

임상연구

2017

1

1,405

0

0

2018

3

301

92

2

2019

4

954

0

4

2020

2

313

306

2

합계

10

2,973

398

8

출처 : INGIC 홈페이지 ‘통계정보’ (2021.7.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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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가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정보센터(MAGIC)39)는 해양수산생물(해양동물,
해양식물, 수산생물, 해양미생물, 해양 메타유전체 등)의 유전체 정보 원천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를 수집·관리·보존하여 제공하고 연구 데이터 공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포스트게놈 시대에 해양수산 관련 국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40)

[그림 2-23] MAGIC 홈페이지(http://www.magic.re.kr/portal/main)

○ (기능 및 역할) MAGIC은 다음 일곱 가지의 주요 역할을 수행함
- 해양수산생물 대량 염기서열 등록 시스템 구축 및 부처 간 연계 방안 수립
- 해양수산생물 대량 염기서열 품질관리 시스템 및 전략 유전체 정보 서비스 구축
-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 구축
-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등록・공유・관리 및 활용 기반 포털 서비스 운영
- 해양생물 유전체 정보를 통합·관리할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정보 센터 운영
- 분류군별 응용·산업적 활용 시나리오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과 정보시스템 운영
- 해양수산생물의 유전체 원천자료와 분석자료를 통합·관리하고, 해양수산부 산하의
자원관리 기관과의 협력 및 국제 유전체 협력연구 추진

39) MAGIC, Marine Genome Information Center
40)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홈페이지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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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MAGIC 아카이브는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정보의 체계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등록 시스템임
- MAGIC 아카이브의 유전체 데이터는 연구과제, 원시데이터, 어셈블리로 구성되며,
순차적으로 메타 정보를 입력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로 이루어지고, 등록 과정에서 유전체 파일은 Aspera(대용량 고속
전송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됨

[그림 2-24] MAGIC 아카이브 등록 업무 프로세스
출처 : MAGIC 홈페이지 ‘MAGIC Archive’

○ (서비스) 아카이브를 통한 데이터 수집·등록 이외에 5가지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
- (MAGIC Navigator) MAGIC 아카이브에 등록된 유전체 조회 및 파일 다운로드를
위한 기능으로 Taxonomy Tree, 종 좌표 정보 등을 제공
- (BLAST) 등록된 해양수산생물의 유전체서열 검색을 위한 서비스 제공
- (Galaxy) 해양수산생물 유전체분석을 위한 GUI환경의 MAGIC Galaxy 플랫폼으로
총 3가지 파이프라인과 20여 가지의 서비스 툴을 제공
- (Genome Browser)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가시화 서비스를 제공
- (MAGIC HPC)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고급자 분석을 위한 대용량 전산 리소스와
Command line 환경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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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MAGIC Galaxy 분석 툴(http://www.magic.re.kr/galaxy_19_09)
○ (데이터 추이) 5년간 MAGIC에 등록된 정보는 연구과제 79건, 원시데이터 869건,
어셈블리 343건(유전체 어셈블리 336건, 전사체 어셈블리 7건)으로 총 1,291건임
<표 2-31> MAGIC 데이터 등록 현황
등록년도

연구과제

원시데이터

어셈블리 (유전체)

어셈블리 (전사체)

전체

2017

31

424

129

6

590

2018

10

93

69

1

173

2019

29

228

67

0

324

2020

7

86

58

0

151

2021

2

38

13

0

53

합계

79

869

336

7

1,291

출처 : MAGIC 홈페이지 ‘통계’ (2021.7.6. 기준)

<표 2-32> 부처 유전체 정보센터 전산인프라 현황
부처 유전체 정보센터

CPU 코어

총 메모리(GB)

저장 공간(TB)

KOBI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32

20,480

12,595

NABIC (농식품부/농림청/산림청)

302

9,216

1,229

CODA (복지부)

46

364

685

INGIC (산업부)

16

32

172

MAGIC (해수부)

408

10,957

330

출처 : BioINpro ‘바이오 연구 데이터 현황과 활용방안’,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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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국내 주요 바이오데이터 보유기관 및 보유현황
구분

주요
데이터

유전체

KOBIC

인간·동식물·
미생물 유전체

450TB

기초과학
지원연구원

단백질 구조,
이미지

한국
화합물은행

화합물 구조

한국
뇌연구원

뇌유전체, 구
조/이미지

포항
가속기연구소

생분자 구조

유전자 동의
보감
사업단

천연물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단
(연세대학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장암 유전체

900TB
(0TB)

K-MASTER
사업단
(고려대학교,
보건복지부)

폐암, 위암 등
암유전체

22TB
(0TB)

NABIC
(농촌진흥청)

동식물 유전체

45TB
(9TB)

인간 질병 유
전체

214TB
(88TB)

정상인/폐암
유전체

56TB
(56TB)

해양 동식물
유전체

47TB
(47TB)

CODA
(보건복지부)
INGIC
(산업통상
자원부)
MAGIC
(해양수산부)

총 보유량

단백체/
대사체

구조/
이미지

50TB

500TB

화합물

생화학
분석

총계

7TB
137TB
(0TB)

418TB
510TB
10TB

1,871TB
(200TB)

73GB

50TB

1,068TB

7TB

10TB

3,006TB

※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 보유기관은 제외, 2020년 1월 기준
출처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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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 문제/이슈 식별을 위해 대내외 환경분석(PEST), SWOT분석 등의 절차는 거쳤으나
동 사업이 계속사업임을 고려할 때 기존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한 문제의 진단 및
시사점 도출이 문제/이슈 식별 및 전략분야 도출에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으며,
일부 이슈와 핵심문제는 도출논리의 구체성이 부족함
○ 주관부처는 대내외 환경분석(PEST), SWOT 분석을 통해 문제/이슈를 도출하였음
<표 3-1>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이슈와 핵심문제
PEST분석

이슈

핵심문제

○ (해외)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 (국내)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요 대응을 위하여 국가적
통합 수집·활용 생태계 조성 추진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17년 1,549억
달러에서 연평균 10.2% 성장하여
‘22년 2,519억 달러 규모 성장 예상
○ 빅데이터 시장은‘18년 420억 달러에서
‘27년 1,030억 달러 성장 전망
○ 국내 데이터 시장은‘19년 16.8조원에서
‘25년 43조원으로 증가 예상
○ 정부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
터의 공유 및 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극대화 추진
○ 바이오 연구 개발 방식도 데이터 기반
으로 전환됨에 따라 바이오 연구 데
이터의 중요성 증가
○ (해외)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에 있어
유전형 데이터부터 특정 표현형 등
광범위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정보
축적 진행
○ (국내)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확보를 위한
수집체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산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한계 존재

○ 기술발전에 따라 R&D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필요성
증대
○ 실제 연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양적·
질적 부족

○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 기반 및
품질관리 강화 필요

○ 데이터 중심 R&D 활성화로 연구 데이
터의 활용가치가 상승하면서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마련 필요성
증대
○ 코로나 19 등 신·변종 감염병 관련
바이오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필요성
증가

○ 바이오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체계 마련 필요

출처 : 기획보고서

○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데이터의 무기화
및 이익공유 확대 추진
○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바이오 연구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 바이오경제 시대 도래 대비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관련 국민의 낮은
사회적 수용도 및 인지도
○ 바이오 데이터 관련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법·제도적 규제 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

○ 해외 선진국의 바이오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에
대응한 국내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마련 시급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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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이슈 식별과 전략분야 도출 등에 기존 선행사업의 성과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음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내
‘생명연구자원 통합시스템활용기반구축’(261.5억 원, ’10-’19), ‘국가생명연구자원선
진화 지원’(30억 원, ’20)이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됨
<표 3-2> 사업구조개편 내역1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내역사업 분리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편성>

사업 분리 전(AS-IS)

사업 분리 후(TO-BE)

사업명
[세부]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분리, A+B> 인프라, 마우스

[세부]다부처 국가 생명연구자원 선
진화 사업

<내역, A> 바이오인프라
연구소재지원사업(‘95~)
마우스 전담은행 운영 지원(‘20~)
세포주 전담은행 운영 지원(‘95~)
해외생물소재확보 및 활용(‘06~)

<내역1>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조성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02~)
생명연구자원
통합시스템활용기반구축(‘10~’19)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 지원(‘20~)
바이오 R&D 성과창출 기반조성
바이오데이터엔지니어양성*
<내역, B> 마우스표현형 분석기반구축

’21 예산
(백만 원)

사업

<내역2>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기반조성
(적재대상사업)

소재클러스터
육성 지원
(클러스터
분야별지원)
소재클러스터
기반 지원
(클러스터
총괄지원)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
조성 지원

29,639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14,550
(‘21.3월
추경)

<내역3> 마우스표현형 분석기반
구축

출처 :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 또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과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3개 부처·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이
참여하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으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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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사업구조개편 내역2
[기존] 부처별 사업 및 예산(2020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R&D)
내역사업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체유래물
2.병원체
4. 배양세포
5. 모델동물

바이오인프라(자원만)
-기 일몰면제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사업
(주요R&D)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보건복지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농촌진흥청]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첨단 GW바이오
(자원만)
-기 일몰면제국가마우스표현형 분석
기반 구축사업(예타)
바이오인프라(KOBIC)
-기 일몰면제내역사업명
(데이터 인프라만)

내내역명

❶ 바이오 연구
소재 활용
6. 뇌
기반 조성
11.
미생물
(기존사업 구조개편)
12. 천연물
13.합성화합물
클러스터 운영
❸ 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예타, 13～23)
(이관)
❷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데이터 스테이션)(기존사업 구조개편)
[보건복지부]

데이터센터 운영
(’20년 종료)

❷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데이터센터, ’21 신규)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❶ 바이오 연구 소재 활용 기반 조성
(클러스터, ’21 신규)

❷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농림 데이터센터, 기존사업 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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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행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사점으로부터 핵심이슈와
문제를 도출하여 후속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기획보고서의 문제/이슈 식별
과정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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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존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을 고려
할 때, 기존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바탕
으로 문제/이슈를 도출하고 사업 방향·전략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기존사업 시행
착오*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예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으로 생산된 데이터(유전체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였으나 데이터 공개와 활용도가 미흡함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하여 선행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
이슈를 도출하며 해결방안을 동 사업 추진전략에 반영하였음
- KOBIC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였으나, 당초 유전체서열 데이터 등록양식에
대해서만 표준화(’16년 4월, 1차 표준화)하여 정보를 수집하였기에 활용에 필요한
메타 정보가 부족하였으며, 표준양식도 국제표준과 상이하여 기존 데이터들과의
호환성이 부족하여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 메타 정보를 포함한 전체 유전체 데이터를 국제표준양식에 따라 표준화(’19년 4월,
2차 표준화)한 이후 데이터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데이터 수집·
활용 촉진을 위해 3대 분류 15대 분야 표준등록양식(44건)을 마련(’20년 12월)하고
표준화위원회 등을 통해 고도화 할 계획을 제시함
<표 3-4>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데이터 세트 중 논문에 활용된 세트
구분

2019

2020

~2021.6

총계(활용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체 데이터 세트
(40개) 중 활용된 데이터 세트(수)

3건

4건

6건

13건(33%)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또한, 미흡한 품질관리로 인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데이터 활용의 저해요인임을
인식하고 활용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관리를 위해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보완 제시*한 점은 데이터 품질관리가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임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예시) 기존 분석거점의 역할과 기능을 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으로 수정(데이터 품질선도센터)하고
품질관리전문인력을 보강, 본 사업의 성과지표에 데이터품질 오류율을 신설하고 NBDS 서비스
만족도 조사항목에 이용데이터 품질만족도를 추가,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삭제하고 KOBIC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정규직 박사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활용,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등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7

<표 3-5> 선행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구분

현황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 및
동사업 반영내용
(해당 핵심기술)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등
극히 일부 사업의
데이터만 수집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 대상을
모든 국가 R&D로 확대
(1-1)

DMP제출의무화 규정이
특정사업에 한정하여 적용

DMP제출의무화 규정을
바이오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여 연구계획 수립 시
데이터 생산제공 계획 연계
(1-1)

유전체 분야만
표준양식 제공

3대 15대 분야
표준양식 제공
(1-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미 수행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실시
(1-2)

데이터의 DB화,
부처 데이터 간 연계 미흡

분야별 데이터의 DB화 및
맞춤형 데이터 제공
(1-3)

통합검색 환경 미조성

편리한 환경 제공
(검색, 비교분석, 가시화 등)
(1-3)

활용 가능한 양질의
국내 데이터 부재

데이터 수집과
품질관리 강화
(1-1, 1-2)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률 저조

품질관리

데이터 검색

데이터 활용

품질관리 미흡

일부만 검색 가능
부처별 미연계

해외 DB/데이터센터
에서 다운받아 활용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수집·관리·
활용기반 및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활용을 위한 표준화와
품질관리가 전제될 경우 NBDS 활용에 대한 산·학·연·병 현장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인식도 설문(산‧학‧연‧병의 바이오 데이터 활용자 227명
대상)결과 전체 응답자의 96%가 15대 연구분야별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품질관리 등이 이루어질 경우 NBDS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한편, 해외 DB 유료화, 데이터 공개제한 등 바이오 데이터의 무기화와 관리체계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바이오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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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DB가 유료화 된다는 가정의 근거가 미흡하며, 유료화 된다 하더라도 5년의
사업기간 동안 해외 DB에 대응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예를 들어, 유료화 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데이터를 NBDS에서 제공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음
○ 또한, 전산 인프라의 부족 등은 NBDS의 활용 촉진을 위한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연구자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 데이터센터를 이용(데이터 저장·활용)하는 이유는
국내 전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 데이터센터에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논문을 투고할 때 유수의 저널들이 NCBI 등 해당 전문기관을
인정해 주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데이터 수집·활용 한계에 대한 원인을 전산 인프라 부족과 같은 하드웨어 문제로
인식하여 저장 인프라 확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경우, 저장 인프라가 충분함
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데이터가 수집·활용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할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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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제시된 문제/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R&D투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NBDS 시스템 구축 이외의 다른 정책 수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품질관리를
통해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도 제고의 차원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NBDS 플랫폼 구축 유지 방안 대비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버 등의 자원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요
비용과 저장된 데이터의 안정성, 민감데이터 저장의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NBDS 자체 시스템 구축활용이 유리한 것으로 보임
-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 시, NBDS 자체 인프라 구축·운영비용(플랫폼 구축 및 유지
보수·관리 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보다 약 2.48~8.41배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 인체유래물로부터 생성된 바이오데이터 저장과 관련한 법적 문제, 민간 클라우드
운영이 불확실해지는 경우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안정적인 저장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각 부처의 데이터 성격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등록 및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특화된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분석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전문성을
보유한 개별부처별로 진행하고, NBDS에서 결과물이 통합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시켜주는 방안 대비 NBDS가 15대 분야 모든 바이오데이터의 수집, 저장,
제공 및 분석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미흡함
- NBDS에 부처별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방안의 경우 연계방식보다 추가 비용이
소요되며, 독립형 데이터센터(질병관리청 등)의 백업저장소 구축운영 비용을 감안
하면 비용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주관부처는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NBDS 체계(실데이터를 중복 저장함)가 인프라
자원의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성이 있다는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프라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부처의 실데이터는 NBDS에
중복 저장하지 않고 메타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NBDS에서 통합 검색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스토리지 구축비용을 절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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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NBDS체계
(당초 기획보고서)

수정된 NBDS체계

[그림 3-1] 기존 NBDS 체계와 수정된 NBDS 체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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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표 3-6>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 이슈 / 문제

○ 해외 주요 선진국 및 국가간 연합체 주도의 바이오 데이터 패권주의 심화로 향후 데이터 자립화에 대한 대비 필요
○ 기술발전에 따라 R&D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필요성 증대
○ 실제 연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양적·질적 부족에 따른 수집·관리·활용 기반
및 품질관리 강화 필요
○ 데이터 중심의 R&D 활성화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연구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연구 데이터의
공유·활용 체계 마련에 관한 필요성 증가
○ 코로나 19 등 신·변종 감염병으로 인한 바이오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체계 마련 필요
○ 바이오경제 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민의 낮은 사회적 수용도 인지도 문제 존재
○ 바이오 데이터와 관련하여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규제 완화 및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증대

2. 목표

3. 수혜자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재고를 위해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혁신적인 연구환경 제공

○ 1차 수혜자 : 연구자, 연구기관(산·학·연)
○ 2차 수혜자 : 데이터 활용 기관/기업
○ 3차 수혜자 : 사용자(연구자, 국민, 기업), 제공자
(연구자, 관계자)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관리기반 마련으로 디지털 바이오
정보의 경쟁력 강화
- AI기반 공공플랫폼 구축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의 가치
증대
-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역량 강화로 정보의 공유 증진

4. 투입
○ 총 2,682억원 투입
(’22년~’26년)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 : 약 321억원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 :
약 325억원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약 1,180억원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약 856억원

5. 활동
○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
○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산출

7. 성과 / 영향

○ DB 등록 및 데이터
표준화 건수
○ 플랫폼 활용 서비스
건수
○ 고품질 데이터 확보/
활용 지수

○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 등록 35PB 확보
○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활용률 47% 확대
○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정률
100% 달성
○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82점
이상

8. 가정
○ 범부처 데이터 통합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NBDS) 구축·운영
○ 보유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형·비정형의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원활히 제공받아 정제된 고품질 데이터로
DB화하고, 도메인별 활용분야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통합 정보를 제공
○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 기관·기업과 협의체를 구축하고 이용자 피드백 강화
○ 공공보건, 고령화, 감염병, 질병진단, 신약개발 등 미래 바이오헬스 융·복합 분야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분야 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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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의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됨
○ 사업목표와 문제/이슈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사업목표의 달성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이슈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혁신적인
연구환경 제공’을 달성하더라도 동 사업 문제/이슈인 ‘연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양적·질적 부족’, ‘바이오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체계 부족’ 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물리적인 의미의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더라도, 대단위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활용도가 높은 대규모
데이터의 절대량 확보 자체가 어렵고,
- 고품질 데이터의 수집 및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이나 혁신적 연구환경 제공만으로는 연구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의 수집과 제공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이상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목표를 수정하였고, 당초
보다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이슈와의 연관성이 개선됨
○ 부처 간 통일된 형식의 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을 사업목표에 추가함
으로써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의 연관성을 제시함
<표 3-7> 주관부처가 수정제시한 동 사업 전략목표(사업목표)
전략목표
(사업목표)
당초
제시한 목표
(기획보고서)

내용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혁신적인 연구환경 제공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관리기반 마련으로 디지털 바이오 정보의 경쟁력 강화
- AI기반 공공플랫폼 구축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의 가치 증대
-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역량 강화로 정보의 공유 증진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공통 운영 체계 마련 및
범부처 통합 바이오 연구 데이터 검색·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정된 목표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범부처로부터 양질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통일된 형식의
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 데이터 기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연계 빅데이터 제공
- 연구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2차 가공 데이터 제공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103

2.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는 동 사업의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제시하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업기간 내 성과목표 달성가능성이 불확실함
○ 사업목표는 사업의 목적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사업의 목적은 중장기적 정책방향
으로 포괄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목표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사업목표에서 제시한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과 ‘혁신적인 연구환경’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가 제시되어 있
지 않아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에서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의 의미를
‘수집시 품질관리를 위해 AI 기술 적용’, ‘바이오 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해 AI기술
활용’으로 설명하였으나, 실제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수집을 위한 품질관리를
어떻게 수행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제시는 부재함
- 하위목표로 제시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 관리기반 마련, AI기반 공공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역량 강화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음
○ 제기된 문제/이슈 해결과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활용도 높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및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사용자 활용도
등이 아닌 기술 경쟁력 확보나 플랫폼 구축은 성과목표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표 3-8>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구분
전략목표
(사업목표)

성과목표

내용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
및 혁신적인 연구환경 제공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관리기반 마련으로 디지털 바이오 정보의 경쟁력 강화
- AI기반 공공플랫폼 구축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의 가치 증대
-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역량 강화로 정보의 공유 증진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활용 기술 경쟁력 확보
○ 멀티오믹스/AI기반 활용플랫폼 구축 및 실증을 통한 확산

출처 : 기획보고서

○ 현재 제시된 데이터 통합 활용기술이나 멀티오믹스/AI기반 플랫폼 구축 및 실증을
통한 확산은 고품질 데이터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구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나, AI기반 응용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양질의 학습데이터셋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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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서비스에 활용되어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활용 분야와 분석
목적,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목적지향적, 체계적으로 수집(편향성이나
중복성이 없고 분석목적에 부합한 데이터를 측정·수집)해야 하지만 현재 기획안은
3대 분류 15대 분야의 모든 바이오데이터를 단순 수집·축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분석기술이나 AI기반 응용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수집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멀티오믹스/AI기반 활용플랫폼 구축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의 인과관계 불분명
- 주관부처는 멀티오믹스/AI기반 활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15대 분야의 모든
바이오데이터(수십 종 이상의 데이터, 양적으로는 수십~수백 PB에 이르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관리·분석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바이오 연구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 경제
강국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소명하였으나,
- 다양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활용은 하드웨어 플랫폼이나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
/관리/분석 인프라의 구축보다는 저장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가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며, 멀티오믹스/AI기반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과 국가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바이오 경제 강국 실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 주관부처는 이상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목표를 수정하였고, 당초
보다 사업목표의 구체성 등이 보완됨
○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AI기반 공공플랫폼 구축, 혁신적인 연구환경 제공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범부처 공통 운영체계 마련 및 범부처 통합 바이오 연구 데이터
검색·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여 사업목표를 구체화함
- 기획보고서에 세부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은
사업목표에서 삭제하였음
○ 성과목표 또한 기존의 기술 경쟁력 확보, 플랫폼 구축 위주에서 문제/이슈 해결과
관련성이 높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활용도 증대로 수정하여 제시함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멀티오믹스/AI기반 활용 플랫폼
구축 및 실증을 통한 확산은 성과목표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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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주관부처가 수정제시한 동 사업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구분

전략목표
(사업목표)

성과목표

내용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공통 운영 체계 마련 및 범부처
통합 바이오 연구 데이터 검색·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범부처로부터 양질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통일된 형식의 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 데이터 기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연계 빅데이터 제공
- 연구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및 2차 가공 데이터 제공

○ 체계적인 수집을 통한 양질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확보 및 제공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활용 기술 및 플랫폼 제공을 통한 활용도 증대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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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의 적절성
□ 주관부처가 제시한 성과지표는 사업 목표와 관련성은 있지만 사업 목표를 직접적·
효과적으로 반영 및 측정하지 못하고, 성과목표치의 설정 근거가 미흡함
○ NBDS의 경쟁력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데이터의 품질 향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축적된
데이터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에도, 해당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절대적인 데이터 등록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등록량이
매년 5PB씩 산술적으로 증가한다는 논리의 근거도 미흡함
- 주관부처는 성과지표로 제시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량이 품질관리된 데이터
등록량이라고 소명하였으나,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데이터 품질 수준을 측정·
검증하고 실제 활용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필요함에도 해당 지표는 부재함
- 또한, 품질관리된 데이터의 등록총량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유전체 데이터 위주로 수집·등록될 가능성이
있어, 동 사업에서 추구하는 유전체 이외의 다양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지난 18년간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누적 등록된 데이터량이 4.5PB, 향후 연계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량이 연평균 1.2PB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제된(품질관리된) 데이터를 매년 5PB씩 등록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소명되지 않는 의문이 존재함
□ 다수의 성과지표*가 동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성과가 아닌 사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해당하는 과정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 성과점검을 통한 개선방향 도출 등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표는
도전성과 합리성이 부족함
* (예시)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량(PB),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계획 대비 공정률(%), 바이오 데이터
분석 거점 연구과제 지원 수(건) 등

○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계획 대비 공정률 지표는 ‘26년 기준 누적 H/W 및 S/W
기능 구현, 서비스 계획 대비 구축·개발·구현된 항목의 비율로 정의(추가제출자료)
하고, 총 구축 사업비 대비 연도별 플랫폼 구축 예산 투자(집행)액으로 측정하므로,
사업 성과나 결과물의 효과성과 관계없는 투입 성과만을 반영하고 있어 도전성과
합리성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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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데이터 분석 거점 연구과제 지원 수(건) 지표는 사업초기 5개의 분석거점
설립 후 매년 1개씩 추가 설립하여 총 8개 분석거점을 지정 운영하는 계획에 따라
거점 당 연간 5건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NBDS 플랫폼
공정률이 낮고 수집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부터 5개의 분석거점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됨
- 최소한의 분석거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후에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성과지표 또한 그에 연동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활용률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자체의 활용률이 아닌 구축된
NBDS 기능의 활용률을 측정하고 있어 성과지표가 사업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부재함
○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정책활용도(지수)는 개발된 지침 및 양식의 실효성이나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도가 아닌, 개발된 지침이나 양식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이나 정부정책에 반영된 정량적 건수나 비율을 측정하고 있어, 성과지표로서
도전성·합리성이 부족함
<표 3-10>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목표치
성과지표

1단계

2단계

’22

’23

’24

’25

’26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량(PB)

15PB

20PB

25PB

30PB

35PB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계획 대비 공정률(%)

20%

35%

60%

80%

100%

바이오 데이터 분석 거점
연구과제 지원 수(건)

20건

25건

30건

35건

40건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활용률(%)

18%

25%

32%

40%

47% 이상

플랫폼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점)

66점

69점

72점

75점

82점 이상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정책활용도(지수)

-

-

-

2.0

2.5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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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성과지표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구분

내용

측정산식 = ∑(연도별 플랫폼에 저장되어 이용자에게 제공중인 정보의 총량)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량
(PB)

설정근거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범부처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현재 5PB(’19)
수준인 등록량을 ’21년부터 5PB씩 추가로 확보하고,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는
’26년에 35PB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

○ 부처별 운영중인 바이오 데이터센터, 소재 클러스터 정보시스템과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의 연계를 통해 수집 또는 연구자가 직접 플랫폼에 등록한 연구
데이터의 총량
측정방법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등록 데이터 총량이란 부처 연계를 통해 등록한
데이터와 연구자의 직접 등록 데이터 간 중복데이터를 제외하고, 플랫폼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총 정보량을 의미

바이오 측정산식 = (연도별 플랫폼 구축 예산투자(집행)액 / 총 구축 사업비) × 100
빅데이터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실질적 활용을 위한 SW 개발 및 HW의
설정근거
성공적 구축을 위해 당초 목표로 한 계획 대비 달성여부를 측정
플랫폼
계획
○ 연도별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대비 성과 입증 자료 및 공정률 관련
대비
연도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내용 확인
측정방법
공정률
※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총 구축 사업비 대비 당해연도 예산투자액(집행액)
(%)
비율로 공정률을 백분율로 환산
측정산식 = ∑(연간 지원 과제 수(5개) × 데이터 분석 거점 수)
바이오
○ 데이터 기반 활용연구 수요를 중심으로 중점연구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분석거점
데이터 설정근거
설립을 통한 전문활용연구를 150건 이상(누적) 지원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분석
○ 바이오 데이터 분석 거점별 연간 지원하는 연구과제 수의 합으로 산출
거점
※ 1차년도(’22) 5개 거점 × 5개 과제, 2차년도(’23) 5개 거점 × 5개 과제, 3차년도(’24)
연구과제
6개 거점 × 5개 과제, 4차년도(’24) 7개 거점 × 5개 과제, 5차년도(’25) 8개 거점 ×
지원 수 측정방법
5개 과제
(건)

* 기획보고서에는 22년 4개 거점으로 성과지표가 표기되어 있으나 예산은 5개 거점에
해당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오류로 판단됨에 따라 22년 5개 거점으로 수정

측정산식 =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활용률
(%)

구현된 전체기능수 - (미활용 기능수 + (저활용 기능수 × 30%))
구현된 전체 기능수

○ 연구 데이터 활용분야별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한 데이터 활용 기능을
구현하고, 실제 활용되는 비중을 전체 구현된 기능 수에서 47%* 이상 공급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설정근거 * 사업초기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가공데이터 생산, 서비스 기능 구현 등을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22년 목표치는 이를 감안하여 18%로 설정하고,
이후 연도별 목표치를 상향하여 설정
○ 수요처(활용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이용자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기반 개발기능을 도출
○ 수요에 의해 구현된 기능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시점에 방문자 이용 지표*를 종합
하여 저활용(활용률 10% 미만), 미활용(활용률 1% 미만) 기능 수를 산출
* 데이터 다운로드 용량 및 횟수, 방문수, 방문자수, 머문시간, 신규 방문 및 재
방문 등
측정방법
※ (전체 기능 수)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구현된 다수의 기능 中 바이오 연구
데이터, 가공데이터 등 서비스 활용을 목적으로 구현된 기능 수 전체
(미활용 기능 수) 서비스 기능이 종료되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는(1% 미만) 기능 수
(저활용 기능 수) 전체 서비스 이용자(방문자) 대비 서비스 기능 사용이 저조
(10% 미만)한 기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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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구분

내용

측정산식 = ∑(응답자의 항목별 100점 만점 환산값 / 응답자 수) / 조사항목 수
플랫폼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점)

○ 다양한 활용분야의 이용자 요구사항에 부합한 플랫폼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82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설정근거 - ’20년 실시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는 60.7점이었으며,
매년 3점 이상씩 향상하여 최종 82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 플랫폼을 1회 이상 이용한 실제 활용자(100명 이상)를 대상으로 5구간 척도로
만족도를 조사한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측정방법 ※ (만족도 조사 대상)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 받은 이용자
(결과산출) 100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후 기준연도별 점수를 합한 후 평균으로
산출

측정산식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
관리
정책
활용도
(지수)

= (Σ(당해연도 제도개선반영건수)/Σ(이전년도 제도개선제안건수))×1.0+(Σ(당해연도
정부정책반영건수)/Σ(이전년도 정책제안건수))×0.8+(Σ(당해연도 지침반영건수)/
Σ(이전년도 지침제안건수))×0.5

○ R&D로 생산된 연구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에 수집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관리 지침 등을 개발하고 제도, 정부정책 등에 실제 반영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성과지표로 설정
설정근거 ※ 국가생명연구자원 수집·관리 표준지침,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등록(안), 바이오
연구 데이터 연계 표준(안),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 인센티브(안), 바이오 연구
데이터 지재권 등 권리·의무 제도개선(안) 등
○ 지속적인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지침, 등록양식 등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반영된 비율로 산정
○ 이전년도 관련 기준·지침 제·개정 및 정책·제도 제안 건수 중 당해연도 지침,
측정방법
제도 등에 반영된 건수로 측정*
* 검증 시 자료확인 기준 : 법률 및 법령 제·개정, 국가계획 및 정책발표 자료,
연구관리 지침 등을 고시하는 주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 등

출처 : 기획보고서

□ 주관부처는 이상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목표를 직접적·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수정하고 일부 성과지표의 도전성과 합리성을 강화하였음
○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해 직접 지표인 ‘데이터 품질
오류율’ 지표를 신설하고, 데이터 품질수준 측정·검증을 위해 ‘플랫폼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항목에 이용데이터의 품질만족도를 추가함
- 다만, 설문을 통한 이용데이터 품질 만족도 조사는 정성적·주관적 평가결과이므로
데이터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존재함
- 데이터 오류율보다 데이터 공개율이 더 중요한 지표이므로, 데이터 공개율을 성과
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 공개된 후 사용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오류율이 도출(데이터공개 → 연구자접속
→ 활용 → QC에 대한 피드백)되는 것이므로 raw data를 공개하고 오류를 피드백하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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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데이터 품질 오류율 성과지표
성과지표

데이터 품질 오류율

측정산식

= (이용자에 의해 품질 오류로 보고된 총 데이터 건수)
/(연도별 이용자에게 제공된 총 데이터 건수) × 100

설정근거

○ `26년 1,000건 당 오류 데이터의 수를 3건 이내로 설정*
○ 데이터의 품질 오류율 측정

측정방법

※오류율=오류 데이터 건수 / 전체 데이터 건수 × 100

○ 연도별 이용자에게 제공된 총 데이터 건수 중 이용자에 의해 품질 오류로 보고된
데이터 총 건수 비율
1단계

구분
목표치*

2단계

’22

’23

’24

’25

’26

1.2%

1%

0.75%

0.5%

0.3%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목표치설정 근거: NCBI에 등록된 후성유전체 데이터와 전사체 데이터의 오류율 조사결과, 후성유
전체의 경우 0.33% (19/5611 시료), 전사체의 경우 2.2% (40/1819 시료)로 보고됨. 이에 근거하여
두 오류율의 평균인 1.27%보다 도전적인 수치로 초기 목표 오류율을 1.2%로 설정. 참고 문헌:
Kim JH et al (2016) Genomics and Informatics 14(1):34-40

<표 3-13> 플랫폼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조사항목 수정(안)
구분

내용

조사항목

① 이용서비스 만족도, ② 이용데이터 품질 만족도, ③ 목표기술 개발 과정에서
지원받은 서비스의 효율성(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간 단축, 대조군 대비 질적 수준
향상 등), ④ 인프라지원 서비스 속도(서비스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걸린 시간),
⑤ 재참여·추천의사 등

조사주체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외부 조사대행 기관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계획 대비 공정률 지표의 측정산식을 투입 성과 관점인
예산 투자(집행)액의 비율에서 구현된 기능 위주로 보완함
- 총 기능 구현/서비스 목표항목 수는 바이오 데이터의 등록, 수집, 관리, 연계 및
제공과 품질관리, 검색 및 가시화 등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NBDS 플랫폼의 기능
(총 2,785개의 기능*)을 의미하며, 공정률은 총 2,785개의 기능 중 연도별로 구현된
기능들의 누적 숫자 비율로 계상하였음
* (예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측정(정형) 결과 등록,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오류(정형) 정정 목록
조회, 바이오 데이터(전처리) 병합 처리 결과 목록 조회, 데이터 품질측정 인코딩 설정 등록, 데이터
품질측정의 유형 조회, 데이터 2차 가공/데이터 셋 생성 목록 조회, 시계열 데이터 시각화 목록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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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플랫폼 공정률 성과지표 측정산식 변경(안)
구분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계획 대비 공정률 측정산식

기존

= (연도별 플랫폼 구축 예산투자(집행)액÷총 구축 사업비)×100

변경

= (연도별 기능 구축/개발/구현된 항목 수÷총 기능 구현/서비스 목표항목 수)×100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3-15> 구현 기능 기준 플랫폼 공정률 목표치 변경(안)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계획 대비 공정률(%)
1단계

구분
목표치

2단계

’22

’23

’24

’25

’26

20%

45%

60%

80%

100%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3-16> 구현 기능 기준 플랫폼 공정률 목표치 계상
연도

해당 연도 개발 기능 개수

누적 개발 기능 개수

공정률(%)

’22

579

579

20

’23

719

1,298

45

’24

481

1,779

60

’25

550

2,329

80

’26

456

2,785

100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주관부처에서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분석거점을 품질선도
센터로 역할을 재조정하여 성과지표를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나, 담당분야(단백체,
대사체, 화합물, 영상·이미지)가 포괄적이고 연도별 센터 지정 개수와 지원 예산
설정의 타당성은 미흡함
- 분석거점의 역할(기능)이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것에서 품질관리가이드라인 및
실데이터 품질지표 등을 개발하고 품질관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하여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보유 데이터와 새롭게 등록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22년부터 전문분야별 운영을 개시할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영상/이미지 분야의 경우 각 항목별(현미경, CT, MRI 또는 인체, 동물, 식물
이미지 등) 전문가가 상이한데, 1개의 품질선도센터가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품질선도센터별
담당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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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센터인력으로 다양한 역할(품질관리, 분석서비스, 전문인력양성 등)을 수행
하기보다 품질관리 및 공개가 센터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함
- 기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점 당 지원 예산이 기존 대비 2배 증가하여
거점 당 매년 2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상위 0.3%
이내 최고 수준의 연구집단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례
(이학분야(SRC) 연 15억 원 이내, 기초의과학분야(MRC) 연 14억 원 이내 지원)와
비교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제시된 계획으로는 품질선도센터에서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 기간
에는 활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이터 분야에 대해 파일럿 형태로 운영해
보며 구체적 성과를 확인한 후 후속사업 추진 시 확대추진이 필요함
<표 3-17> 바이오데이터 품질선도센터 성과지표 변경(안)
기존

변경안

○ 거점 수
구
분
거
점
수
예
산

‘22

○ 거점 수
‘23

‘24

(단위 : 백만 원)
‘25
‘26

1단계

2단계

5

5

6

7

8

5,000

5,000

6,000

7,000

8,000

구
분
거
점
수
예
산

‘22

‘23

‘24

(단위 : 백만 원)
‘25
‘26

1단계

2단계

4

4

5

5

5

8,000

8,000

10,000

10,000

10,000

(지정) 권역‧지역별 지정 운영

(지정) 전국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성 운영

(예산) 거점당 1,000백만 원

(예산) 거점당 2,000백만 원

(역할) 활용연구 분석지원, 인력양성

(역할) 데이터 큐레이션, Interlaboratory Study를
통한 품질관리, 분석 서비스 및 자문, 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등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활용률을 당초 NBDS 기능 활용률에서 사업목표와 연관성
높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자체 활용률로 변경하고 목표치 설정의 근거를 보완하여
제시한 점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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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률 측정 산식 및 방법 변경(안)
성과지표
측정산식

바이오 연구 빅데이터 활용률(%)
데이터 활용률 = ∑활용된 데이터셑×(1+재활용수) / 등록된 전체 데이터수
○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업화를 촉진을 달성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의 250% 이상의 활용률을 목표치로 설정
* 사업초기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가공데이터 생산, 서비스 기능 구현 등을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22년 목표치는 이를 감안하여 150%의 활용률로 설정하고, 이후
연도별 목표치를 상향하여 설정(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데이터 활용률 준용)

설정근거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사업의 데이터 활용률>
연도
다운로드 데이터세트
/등록 데이터세트
데이터 활용률

측정방법
구분
목표치
(활용률)

2018

2019

2020

34/60

32/79

55/46

56%

40%

120%

○ (활용률) 전체 데이터 중 데이터별 활용 횟수의 총 합에 대한 비율
* 단, 특정 데이터에 의한 활용율 왜곡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별 최대 활용 횟수를 100회로 제한

1단계

2단계

’22

’23

’24

’25

’26

120%

150%

180%

200%

250% 이상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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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지침이나 양식의 실효성이나 현장에서의 실제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정책활용도(지수) 측정산식을 정책수립 전후 데이터
활용도 변화로 설정하고, 정책반영률 이외에 정책활용률을 지표에 반영함
<표 3-19>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정책활용도 성과지표 변경(안)
성과
지표

측정
산식

변경 전(AS-IS)

변경 후(TO-BE)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정책활용도(지수)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정책활용도(지수)

= (Σ(당해연도 제도개선반영건수)/
Σ(이전년도 제도개선제안건수))
× 1.0+(Σ(당해연도 정부정책반영
건수)/Σ(이전년도 정책제안건수))
× 0.8+(Σ(당해연도 지침반영건수)/
Σ(이전년도 지침제안건수))×0.5

설정
근거

○ R&D로 생산된 연구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플
랫폼에 수집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관리 지침 등을 개발하고
제도, 정부정책 등에 실제 반영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성과지표로
설정

측정
방법

○ 지속적인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지침, 등록양식
등을 개발하여 제안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반영된 비율로 산정
○ 이전년도 관련 기준·지침 제·개정
및 정책·제도 제안 건수 중 당해
연도 지침, 제도 등에 반영된 건수로
측정*

구분
목표치

= (정책반영률(Σ(당해연도 정책 반영 건수(프로
그램 확대, 대규모 데이터 연계, 관계부처
정책반영 등))/Σ(당해연도 정책 개발건수)*
×0.5)+정책 활용률(데이터 등록 증가율((당해
년도 데이터 등록 과제 건수-전년도 등록
과제 건수)/전년도 등록 과제건수)×0.5))
* 지수가 1.0일 때 정책반영률과 정책활용률 두가지
지표가 100% 완료된 상황을 의미
* 1단계시 매년 30%, 2단계시 20%이상의 상향목표를
설정하여 도전적으로 구성

○ R&D로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을 위한 정책개발(수집 정책, 인센티브
정책 등)의 실질적인 반영률과 이를 통해
실제 데이터 수집 등록의 증가율을 측정
하여 정책의 활용도에 따른 데이터 수집·
관리 활성화를 위해 지표로 설정
○ 데이터 정책개발 및 정책의 반영률을 확인
하기 위해 대상 프로그램의 확대 건수,
대규모 데이터 연계 건수, 부처 연계정책
등을 통한 반영률 산정
○ 정책 활용률은 데이터 정책의 결과로 산출
되는 등록과제의 증가율로 측정

1단계

2단계

’22

’23

’24

’25

’26

1.0

1.3

1.6

1.8

2.0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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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물의 수혜자 표적화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수혜자를 연구자, 공공기관·민간기업, 국민으로 폭넓게 제시
하고 있어, 사업의 목표 및 추진 범위를 고려한 수혜자 표적화가 적절히 이루어지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는 NBDS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여 연구에 활용
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임
- 부처별 데이터센터와 데이터 관리 콘텐츠, S/W 개발업체 등은 동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라기보다는 사업 참여주체에 가까움
○ 2차 수혜자로 제시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현재 제시된 데이터 수집축적 체계 하
에서는 실질적 편익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산업적 측면에서 기업이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가 맞춤형으로 생산·수집·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의식 없이 단순 수집된 다양한 유형·품질수준의 데이터로부터 기업이
어떠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부재함
○ NBDS를 통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주어졌을 때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국민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이 도모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고, 2차 수혜자의 편익(활용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3차
수혜자에 대한 편익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3차 수혜자(국민)를
삭제하는 등 동 사업 수혜자를 조정한 점은 타당하나, 2차 수혜자인 민간기업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 제시는 여전히 미흡함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요가 많은 분야를 선별하여 2차 가공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데이터셋을 생산하여 제공한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 민간기업의 활용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생산 및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를 2차 가공하여 제공하였을 때 민간기업이
얼마나 활용하여 실질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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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동 사업 수혜자 변경(안)
구분

기존

변경

1차 수혜자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자, 연구기관

2차 수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

3차 수혜자

국민

-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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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 연관성
□ 세부활동은 사업목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전략분야 및 핵심기술, 구성기술 등의 세부활동은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라는
사업목표보다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인 NBDS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활동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엮이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구성됨
- 활용 수요 및 분석 목적에 부합한 양질의 데이터를 목적 지향적·체계적으로 축적
해야 수집된 데이터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기획보고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려에 앞서 NBDS에 축적할 수 있는 3대 분류
15대 분야의 모든 바이오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분석서비스의 경우에도 데이터의 수집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해야 데이터와
분석서비스 모두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별개의 과업으로 보고 병렬적으로
설계하여 추진하는 상황으로, 데이터 활용성 제고의 목적보다는 NBDS 플랫폼에
필요한 또는 NBDS 플랫폼 자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분석서비스를 개발
하여 탑재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표 3-21>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전략분야와 핵심기술, 구성기술
전략분야

핵심기술

구성기술
1-1-1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1-1
데이터 통합
수집·운영 기틀 마련

1-1-2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1-1-3
1
바이오
1-1-4
연구 데이터
1-2-1
1-2
수집·관리·제공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체계 마련
1-2-2

2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

1-3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2-1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 분석 기반기술 개발
2-2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 분석 선도기술 개발

데이터 규제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데이터 등록 및 활용 촉진 홍보 채널 다양화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
데이터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1-3-1 통합 데이터 검색 서비스 운영
1-3-2 분야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
2-1-1 분야별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
2-1-2 기존 분석 툴 및 DB 탑재 및 관리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기술 개발
2-2-3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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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분야

핵심기술
3-1
데이터 수집/저장
환경 구축

3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3-2
데이터 분석/활용
환경 구축

3-3
데이터 공통 인프라
환경 구축
4-1
데이터 이용 지원
서비스 운영
4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성기술
3-1-1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
3-1-2 데이터 등록/연계 프레임워크 개발(SW)
3-2-1 클라우드 기반 분석/검색 프레임워크 구축(SW)
3-2-2 인공지능 허브 환경 구축
3-2-3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
3-3-1 데이터 전용 전송망(연구망) 구축
3-3-2 데이터 고속 전송기술 개발·적용
3-3-3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 개발
4-1-1 데이터 플랫폼 이용 서비스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
4-2-1 바이오 데이터 교육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

4-2
데이터 활용 교육

4-2-2 맞춤형 집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4-3
데이터 글로벌 활용
국제협력

4-3-1 바이오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

4-2-3 이러닝 시스템 구축(SW)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보·제공

4-3-2 데이터 스테이션 글로벌 위상 강화

출처 : 기획보고서

○ 핵심기술 ‘1-1 데이터 통합 수집·운영 기틀 마련’의 구성기술 ‘1-1-2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은 수집 대상 데이터의 범위와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등록양식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에의 기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3대 분류(바이오헬스/식량자원/환경에너지) 15대 분야의 바이오 R&D
에서 생산·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연구과제별로
생산되는 데이터의 정의나 범위, 제출방식(예를 들어, 실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
으로 어떤 수준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집
되는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움
※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모은 데이터는 활용이 어려운 만큼 고품질데이터가 수집 등록될 수 있는
방안(등록양식 뿐 아니라 수집등록단계에서의 데이터품질기준 제시, 고품질 데이터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마련이 필요함에도 현재 기획안에는 15대 분야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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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업목표로 설정한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활용과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고품질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별 데이터 형식을 정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준양식을 제정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제시된 양식으로는 AI기반 분석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예시) 스마트축사의 경우,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데이터 상호연계·공유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 획득 방안(가축 사육단계 등을 고려한 이미지 획득방안, 사육·질병 관련 환경
정보 획득 방안,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구축 규모 등)에 대한 표준이 필요함에도 현재 제시된
표준등록양식의 구체성이 미흡해 수집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활용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표 3-22> 동 사업에서 제시한 지능형축산 분야 젖소 데이터 표준등록양식
항목

단위

측정주기

측정방법

개체번호

ID

10분

생체정보 수집장치로 개체번호 수집

체온

℃

10분

생체정보 수집장치로 위내 체온 수집

위내 산도

pH

10분

생체정보 수집장치로 위내 pH 수집

활동량

지수

10분

가속도센서, 실시간위치측위 시스템(RTLS)을 통한 활동량 수집

발정일

일

일

개체별 발정 일자

분만일

일

일

개체별 분만 일자

출처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 등록 양식(2020.12.)

<표 3-23>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서 제시한 지능형 스마트 축사
데이터(젖소) 예시
구분

내용
○ 사육단계별 젖소 이미지 수집

젖소 이미지 수집

- 포유기, 이유기, 육성기, 초임우, 경산우
- 비유초기, 비유중기, 비유후기, 건유기

○ 착유 젖소의 비유단계별 이미지 수집
- 착유 시기별 유방의 크기 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량

○ 젖소 농가(착유 두수 40두 이상) 3곳 이상에서 수집되는 젖소 이미지
총 300,000장 이상, 착유 젖소 유방 이미지 100,000장 이상, 입력 텍스트
정보의 시계열 데이터 총 100,000건 이상
○ 젖소의 발정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음성 데이터 1,000건 이상, 젖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되새김질 10분 이상의 영상 1,000건 이상

데이터 형태

○ 유방 이미지: 1280 × 720 화소 이상(CCTV, Depth Camera 2종 이상)
○ 영상취득을 위한 장비의 구축 및 운영 시 각 기기의 고정된 설치 위치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 및 각도 등)정보 필수 제시

출처 :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2차) 지원사업 공고문(2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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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동 사업 수집 대상 데이터 정의와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데이터를 수집 대상으로 하고 수집·등록 단계에서의
데이터 품질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수집단계에서 고품질데이터가 등록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품질점검 및 판단을 위한 기준이 아닌, 등록된 실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활용하도록 계획함
-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제시한 유전체 데이터의 품질정보는 생산된 데이터 납품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자 기본적인 정보로서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없고 비교적 실데이터에 대한 품질지표가 확립되어 있는 유전체 이외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지표 등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한계가 있음
<표 3-24> 수집 대상 데이터의 정의 및 범위
구분

내용
○ 수집 대상 데이터란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 분야 연구
데이터 모두를 말하며,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메타
데이터와 실데이터

정의

범위

- 다양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재활용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메타 데이터를 15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선정·표준화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수집된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메타 데이터는 실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제목) 및 데이터의 정의/범위(시퀀싱 기법,
라이브러리 선택 방법), 실데이터를 어떤 종류로 제출해야 하는지(파일 타입) 명확히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실데이터에 한하여 데이터로 수집함으로써 데이터의 재활용성 및 데이터 간
병합·융합 가능성 확보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 분야의 모든 연구 데이터가 대상임
※ 동 사업은 논문으로 출간하지 못한 국가 바이오 연구개발과제의 데이터까지도 수집범위에
해당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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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NGS 실데이터 품질지표 예시
품질지표
시퀀싱 깊이
(Depth)

측정방식

예시

○ 모든 유전체 영역에서의 global read
○ coverage≥20 ratio={x|0≤x≤1}
depth 및 coverage 측정
○ avg. depth={x|0<x}
○ 타겟 영역에서의 read depth 측정

PCR 중복
○ 프로그램을 이용한 PCR 중복 측정
(Duplication)
(동일 위치, 동일 서열)

○ PCR duplicate ratio={x|0≤x≤1}


○ read quality score=
염기서열 품질 ○ 각 read의 위치별 염기서열 품질에
(Quality)
대한 전체 데이터 평균 품질 측정



 



≔{avg. base quality:∃i∊L, avg.
base quality∊R}
○ avg. base quality={x|0≤x≤60}
○ L=read length

출처 : 추가제출자료

○ ‘AI기반 데이터 수집 활용 플랫폼 구축’을 사업목표에서 삭제함에 따라 AI기반의
분석·활용에 필요한 맞춤형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등록양식의 미흡 문제는 해소
되었으나, 데이터 활용성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표준등록양식 마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이슈임
○ 핵심기술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의 구성기술 ‘1-2-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은 세부활동의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아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
기여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근본적으로는 동 사업에서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역할범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품질관리 담당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짐
※ 데이터 등록단계에서 등록표준양식 준수여부 등의 검수를 하는 정도의 역할만 부여할 것인지,
데이터오류를 파악하여 바로잡고 데이터로부터 가치있는 정보를 발굴하는 전문적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품질관리 인력의 역할배분체계와 담당자의 요구되는 자질 등이 상이함

- 수집·등록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데이터 표준등록양식의
구체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제 및 큐레이션 인력 확보와 역할분담이
필요함에도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품질관리 인력은 수집된 데이터가 데이터 표준
등록양식에 따라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 정제 및 큐레이터 인력 구성을 3대 분류(바이오헬스, 식량자원, 환경에너지) 구분 하에
데이터 담당과 이미지·영상 담당으로 배치하였는데, 데이터와 이미지·영상이 분야별
바이오 데이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거나 모든 유형을 포괄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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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이미지라 하더라도 이미지의 종류/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이 상이
하므로 한 사람이 큐레이션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부재함
- 또한, 정보의 가치 발굴(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연구자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큐레이터의 경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10개월의 교육을 이수한 인력이 해당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하여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의 역할범위를 구체화
하여 제시하고 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
- 데이터 정제는 범부처에서 연계된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여 데이터 제공
및 2차 활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하고, NBDS 내의 오류데이터 및 DB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의 교정 작업 등 일련의 데이터 오류 검증, 중복
제거 등을 포함한 1차 가공을 의미함
<표 3-26> 데이터 정제 역할범위
역할 범위
데이터 대상 선정
불필요한
데이터 필드 확인
데이터
검증

상세내역
데이터 제공 및 2차 활용에 불필요한 데이터 제외
(사전 관련자 협의 필수)
연계된 정보중 사용하지 않는 필드에 데이터 값이 존재하는지
판단 후 제거

손실된 데이터 확인 지정된 필드의 사이즈가 작아 일부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확인
항목 간
다양한 항목 내에 기술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있게 작성
내용의 일치성 확인 되고 실데이터와 일치되는지 여부 확인

데이터 1차 가공

문제가 확인된 항목들에 대해 데이터 등록자에게 안내 후 수정
요청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데이터 큐레이션은 데이터 수집·정제 이후 데이터 어노테이션, 분류, 데이터 통계,
분석용 데이터 생성 등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2차 가공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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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데이터 큐레이션 역할범위
역할 범위
데이터
2차 가공

데이터
관리
최적화

상세내역

데이터 변환

데이터 제공, 분석을 위한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분석 준비

데이터 집계/통계분석/어노테이션 등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셋 준비

데이터 품질관리
운영계획 마련

분야별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운영계획 수립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발

품질 개선 방향 정의, 메타 정보 및 원천데이터 품질 측정,
평가 등의 프로세스 개발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연계 수집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품질관리 수행총괄

출처 : 추가제출자료

- KOBIC 품질관리 인력의 자격에 따른 역할과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함
<표 3-28> KOBIC 품질관리 인력별 업무범위 구분안
품질
관리

역할
○ 자격: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유전체 분야 5년 이상 종사
○ 역할: 바이오 헬스, 식량·자원, 환경·에너지 유전체 분야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 주요업무:

정
직
원

업무 범위

상세내역

정제인력 업무 수행
및 관리

데이터 대상선정, 데이터 검증, 데이터 1차 가공 등의 업무
지원, 계약직 및 포닥 업무 관리

데이터 변환

데이터
2차
가공

데이터 분석준비

데이터
관리
최적화

품질관리
운영계획 마련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발
품질관리 수행

데이터 제공, 분석을 위한 데이터 변환
데이터 집계/통계분석/어노테이션 등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셋 준비
분야별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운영계획 수립
품질 개선 방향 정의, 메타 정보 및 원천데이터 품질 측정,
평가 등의 프로세스 개발
연계 수집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품질관리 수행

○ 자격: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유전체 분야 3년 이상 종사
○ 역할: 바이오 헬스, 식량·자원, 환경·에너지 유전체 분야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포 ○ 주요업무:

스
닥

업무 범위

상세내역

데이터
대상 선정

데이터 제공 및 2차 활용에 불필요한 데이터 제외(사전
관련자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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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

역할
데이터
검증

항목 간 내용의
일치성 확인

데이터 1차 가공
데이터
2차
가공

계
약
직

데이터 변환
데이터 분석준비

다양한 항목 내에 기술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있게
작성되고 실데이터와 일치되는지 여부 확인
문제가 확인된 항목들에 대해 데이터 등록자에게 안내 후
수정 요청
데이터 제공, 분석을 위한 데이터 변환
데이터 집계/통계분석/어노테이션 등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셋 준비

○ 자격: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생명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유전체 분야 3년 이상 종사
○ 역할: 바이오 헬스, 식량·자원 환경·에너지 유전체 분야 데이터 정제
○ 주요업무:
업무 범위
데이터
검증

상세내역

불필요한 데이터
필드 확인

연계된 정보중 사용하지 않는 필드에 데이터 값이 존재하
는지 판단 후 제거

손실된 데이터
확인

지정된 필드의 사이즈가 작아 일부 데이터가 손실된 경우
확인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당초 기획보고서 상에는 KOBIC에서 3대 분류의 데이터, 이미지·영상 등 방대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한정된 인력으로 수행(일부 인력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육 이수 인력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품질관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 KOBIC 품질관리 인력의 전담 분야를 유전체로 한정하고, 품질관리 대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을 배정함
- 양성 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KOBIC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다양한 인력 채용방안*을 통하여 유전체 분야
특화된 정제와 큐레이션 인력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을 제시함
* 2026년까지 단백체, 대사체, 화합물을 제외한 유전체 관련 바이오 헬스 분야 9명, 식량·자원분야 6명,
환경·에너지 분야 5명 총 20명(정규직 10명, 포닥5명, 계약직 5명)의 정제인력과 큐레이터를 확보
예정임

- 하지만 정제와 큐레이션 분야별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분야별 인력배분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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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KOBIC 데이터 정제인력 및 큐레이터 연간 투입 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신약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
(유전체)

’24

’25

’26

정제인력

1(◌)

1(◌)

1(◌)

1(◌)

1(◌)

큐레이터

1(◉)

1(◉)

1(◉)

1(◉)

1(◉)

정제인력

1(◌)

1(◌)

1(◌)

1(◌)

1(◌)

큐레이터

1(◉)

1(◉)

1(◉)

1(◉)

1(◉)

-

-

-

-

-

큐레이터

1(◎)

1(◎)

1(◎)

1(◎)

1(◎)

바이오
제제

정제인력

-

-

-

-

-

큐레이터

1(◎)

1(◎)

1(◎)

1(◎)

1(◎)

혁신형
융복합

정제인력

-

-

-

-

-

큐레이터

1(◉)

1(◉)

1(◉)

1(◉)

1(◉)

종자
지능형
농업

정제인력

-

1(◌)

1(◌)

1(◌)

1(◌)

큐레이터

1(◉)

1(◉)

1(◉)

1(◉)

1(◉)

정제인력

-

-

-

-

-

큐레이터

1(◎)

1(◎)

1(◎)

1(◎)

1(◎)

정제인력

-

-

-

-

-

큐레이터

1(◎)

1(◎)

1(◎)

1(◎)

1(◎)

정제인력

-

-

-

-

-

큐레이터

1(◎)

1(◎)

1(◎)

1(◎)

1(◎)

정제인력

-

-

-

-

-

큐레이터

-

-

1(◉)

1(◉)

1(◉)

동·식물
치료제

정제인력

-

-

-

1(◉)

1(◉)

큐레이터

1(◉)

1(◉)

1(◉)

1(◉)

1(◉)

바이오
화학

정제인력

-

-

-

-

-

큐레이터

-

-

-

-

1(◉)

정제인력

-

-

-

-

-

큐레이터

1(◎)

1(◎)

1(◎)

1(◎)

1(◎)

정제인력

1(◉)

1(◉)

1(◉)

1(◉)

1(◉)

큐레이터

1(◉)

1(◉)

1(◉)

1(◉)

1(◉)

정제인력

-

-

-

-

-

큐레이터

-

-

1(◎)

1(◎)

1(◎)

15

16

18

19

20

해양수산
제품

환경·
에너지
(유전체)

’23

정제인력

뇌과학

보건

식량·
자원
(유전체)

’22

공정
소재
환경
바이오
합계

※ 정직원(◉), 포닥(◎), 계약직(◌)
출처 : 추가제출자료

126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 주관부처는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분석거점을 품질선도
센터로 역할을 재조정하여 품질관리 전문성을 보강함
- KOBIC은 유전체 데이터를 전담하고 바이오 데이터 품질선도센터(기존 분석거점
역할과 기능을 품질관리 위주로 조정)에서 전문분야별 품질관리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품질관리의 전문성이 향상됨
- 다만, 품질관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선도센터 운영을 통해
어떻게 데이터 품질향상과 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 표준등록양식의 구체성 미흡 관련하여 주관부처는 연구분야별 수집·활용이 필요한
신규 항목 추가, 항목 당 입력 허용 값의 포맷·범위·단위 추가, 항목 재배치, 입력
예시 및 설명 보강 등 기존 표준등록양식의 보완 작업(’21년 6월부터 진행)을 통해
구체성 및 완성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
- 구체성의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데이터 등록양식`의 수집 항목이 너무 많아지면
연구자들의 데이터 등록 과정에 부담이 되고 결국 데이터가 잘 안 모이게 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연구 분야에서 수집·활용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신규 추가 항목을 엄선하여 제정
- 고품질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표준등록양식의 구체성을 강화하되,
데이터 등록자의 편의성 향상을 함께 고려해 보완해나가는 방향에 동의
○ 핵심기술 ‘2-1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기반 기술 개발’의 구성기술 ‘2-1-1 분야별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 기술 개발’은 보정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구체화되지 않는 한 보정기술 개발 자체만으로는 데이터 품질 확보라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품질 향상 기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연구개발
기술 당 3∼5년의 개발기간 계획)되므로 기술개발 결과물의 동 사업기간 내 활용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제시된 분야별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 기술개발의 개발목표 스펙은 ‘5년간 총 3개 이상의
기술 개발’로 보정된 데이터의 품질 수준에 대한 성능기준 스펙이 아닌 개발된 기술의 건수 기준
으로 설정

○ 핵심기술 ‘2-2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선도기술개발’은 수월성과 활용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 기여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구성기술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과 구성기술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기술 개발’은 기술의 성능목표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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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개발된 기술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선도
데이터센터들도 보유하지 못한 기술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높은 기술
경쟁력을 지닌 기업은 국가 R&D를 통한 기술개발보다 자체 개발 및 사업화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모 참여 업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부재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기술의 성능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개발된 기술별
수월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개발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과학적 성과,
인프라 성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적절한 성능목표라고 할 수 없고,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 제고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전략분야 1과
전략분야 2의 시간적·논리적 연관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활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구성기술 ‘2-2-3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기술 개발’은 구성기술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이나 구성기술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기술 개발’과 달리 공모방식이 아닌 KISTI가 직접 기술개발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KISTI가 유전체 데이터 분석 도구 가속 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오 15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부재
하고 성능지표로 데이터 분석속도의 향상 목표치 스펙이 아닌, 가속기술개발 건수
만을 제시하고 있어 개발기술의 수월성 확보가 불확실
○ 핵심기술 ‘3-3 데이터 공통 인프라 환경 구축’의 구성기술 ‘3-3-2 데이터 고속 전송
기술 개발적용’과 구성기술 ‘3-3-3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 개발’의 개발주체 설정
근거가 부재하고 사업기간 내 활용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 기여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구성기술 ‘3-3-2 데이터 고속 전송기술 개발적용’은 KOBIC이, 구성기술 ‘3-3-3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개발’은 KISTI가 자체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KOBIC/KISTI가 데이터 고속 전송기술과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가 부재하고, 시중에 개발된 기술을 탑재해 활용하거나 공모
등을 통하여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안 대비 직접
개발 방식이 유리하다는 근거 부재
* 유전체, 의료영상, 단백체 및 고분자구조 데이터의 압축도구 개발을 KISTI가 수행한다는 계획이나
KISTI가 생명의료 분야 민간업체 대비 유전체나 의료영상 등의 데이터 압축도구 개발에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근거자료가 부재

- 또한, 구성기술 ‘3-3-3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 개발’은 사업기간 동안 압축 알고리즘
및 API 설계와 압축도구 개발을 수행할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6)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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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효율화 기술개발 성과물이 도출되므로, 대부분의 사업기간(’22~’25)에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압축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
○ 핵심기술 ‘4-1 데이터 이용 지원서비스 운영’의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의 인력양성 부분은 세부활동의 효과성, 동 사업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세부활동을 통한 사업목표 달성 기여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의 경우, 교육 대상자, 교육 콘텐츠 수준, 교육시간,
교육성과 검증 방안(전문인력양성 성과에 대한 검증방안) 등 전문인력양성 관련
구체적인 성과목표·지표 및 검증방안 마련 없이 단순히 교육 워크샵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만 제시되어 있어 세부활동의 효과성이 불확실
- 바이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NBDS에
탑재될 바이오 데이터 맞춤 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바이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별도의 전문인력양성 사업이 아닌) 동 사업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근거가
부재
- 병원, 학교, 연구소, 기업 등의 다양한 바이오 연구 환경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 데이터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동 사업
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목표와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데이터 분석거점별로 매년 15명의 인력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분석거점별, 연도별 양성되는 인력의 전문 분야나 구체적인 성과 목표·지표, 검증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분석거점은 인력양성보다 연구지원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 바이오 데이터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분석거점을 통한 인력양성은 세부활동의 효과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됨
* 분석거점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의 수가 아닌, 바이오 데이터 분석거점 연구과제 지원 수(건)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핵심기술 ‘4-1 데이터 이용 지원서비스 운영’의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 중 데이터 분석거점 지정 운영 부분은 분석 지원의
효과성, 지역별 안배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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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데이터 분석역량 이외에 개별 연구자가
지닌 연구 질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내용에 대한 세부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개인 연구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노이즈 판독, 반복 재현성
조사 등의 복잡하고 세심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분석거점 당 매년 5건의
분석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개인별 지원의 충분성·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
- 분석거점 내 우수 연구인력이 컨설팅이나 교육 추진 시 받게 되는 인센티브 등
세부활동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분석거점 운영의 효과성, 실현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온라인을 통한 회의가 활성화되고, 전국이 1일 생활권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안배(권역·지역별 1개 이상의 분석거점을 지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 주관부처가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거점의 역할 및 기능을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분석 지원 위주에서 동 사업에 핵심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으로 변경
(명칭도 데이터 품질선도센터로 변경)하고, 효과성과 필요성이 낮은 권역별·지역별
배분이 아닌 품질관리 전문분야별 센터지정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나,
- 품질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품질선도센터별 담당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품질선도센터는 주요 역할인 데이터 QC, 오류피드백 등 품질관리에 집중해야하며
- 품질관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향상과 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고민(추진체계 고도화, 품질선도센터 세부 운영방안 개선 등을 포함)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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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가. 세부활동 수요조사의 적절성
□ 세부활동 중 핵심기술과 구성기술 조정 및 확정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중점추진과제를 선별 후
실무위원회를 통한 핵심기술/구성기술 후보군을 발굴, 기획분과위원회를 통한 검토,
총괄기획위원회를 통하여 4대 전략분야, 11대 핵심기술 및 28개 구성기술을 확정한
과정은 절차적 타당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나. 세부활동의 기간추정과 선후관계의 논리성
□ 4대 전략분야, 11대 핵심기술, 28개 구성기술 간 상호 연계성과 시간적 선후관계가
고려된 통합 기술 로드맵이 미흡함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11대 핵심기술 및 28개 구성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나 전략분야 내, 전략분야 간 핵심기술의 연계 관계는 제시되지 않음
- 예컨대, 데이터 활용 수요에 기반한 분야별 표준등록안 제정과 해당 분야 데이터
수집·등록,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기술 개발, AI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제공 등이 상호 연계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기획안에는 분야 간
연계성이나 시간적 선후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채 전략분야 별로 각각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음
- 특히, 분석기술 개발과 데이터 수집이 연계되지 않아서 수집된 데이터 및 개발된
분석기술의 활용도가 불확실함
※ 현재 로드맵에서는 3대 분류 15대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공모를 통한 분석서비스 개발을 별도의
과업으로 보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AI기반 이미지 분석서비스의 경우, AI학습과 분석에 필요한 사양을 확정한 후, 그에 맞게 수집된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해야 분석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며,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기존 수집
데이터는 AI 서비스에 적용할 수 없음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동 사업의 전략분야별 핵심기술 및 구성기술의
세부활동 간 흐름을 표현한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전략분야 내 핵심
기술 간의 연계성이나 전략분야 간 핵심기술의 연계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제시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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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3대 분류 15대 분야를 고려한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전략분야 1)와
이를 고려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전략분야 2) 간의 연계성 및 시간적
선후관계 제시가 미흡함
- 전략분야 2에서는 사업착수년도(’22년)부터 연구분야별 특화분석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략분야 1에서는 해당 연구분야별 분석도구에서 활용할
데이터의 표준·품질관리 방안 제시가 미흡함

[그림 3-2] 핵심기술 간 상호연계성 및 로드맵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매년 추진되는 표준화 작업방식의 한계에 대한 보완방안이 부재함
○ 제시된 계획상으로 매년 15대 분야별 표준화를 추진하여 기존 데이터 표준 양식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신규 양식이 추가될 경우 과거에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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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표준등록양식의 추가적인 수정/보완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인 TF팀을
꾸려 기 수집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대안의 구체성이
미흡함
□ 매년 도입하는 인프라 시스템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간 연계가 불명확함
○ 연도별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형·규모 및 해당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나 분석기술
개발 현황과 연계하여 사업기간 내에 필요한 연도별 인프라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바이오 데이터의 총량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인프라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나 제공되는
서비스와 필요 인프라 간의 연관성이 불분명함
-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유형의 바이오 연구 데이터가 어떻게 증가할지에
대한 연도별 데이터 구축 예측이 어렵다면, 현재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과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분석 기술의 연계를 통하여 인프라
시스템을 제안하고, NBDS 구축 이후 추가로 확보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해
인프라를 향후 확장해 나가는 방식의 구축 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세부활동 도출에 참여한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기획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기획 방향
검토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기획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으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및 산업계의 의견 수렴은 미흡했다고 판단됨
○ 사업 기획 시 구성된 총괄기획위원회는 총 11명(학계 6명, 연구계 1명, 산업계 1명,
정부부처 3명)으로 바이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동 사업의 2차 수혜자로
데이터 활용 기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참여가 미흡함
- 특히, 바이오 분야 연구자 주도로 기획되어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
가치 제고 방안의 마련과 산업적 활용 수요 반영 및 사업화 연계방안 제시 등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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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활동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 핵심기술 ’1-1 데이터 통합 수집·운영 기틀 마련‘의 성과지표(기술개발 목표 및 세부
목표) 설정의 합리성·도전성이 미흡함
<표 3-30> 데이터 통합 수집·운영 기틀 마련의 성과지표 일부
구성기술
1-1-1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운영

기술개발 목표

세부목표

표준등록(안) 개발

○ 15대 바이오 연구 분야별 생산 가능한 연구
데이터에 대한 표준 등록 양식 7건 이상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 ○ 연 1건 이상의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 분양
분양 심의서
심의 결과
○ 7건 이상의 표준운영절차서
표준운영절차(SOP) 개발 ○ 데이터센터와 데이터스테이션과 공동 등록
표준운영절차서 적용 4건

1-1-2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표준지침 개발

○ 데이터발전위원회를 통해 제정된 표준지침
○ 분야별 데이터 수집·관리 표준지침 마련을
통한 데이터 운영위원회 승인

부처 데이터센터
연계방법론 개발

○ 1개 이상 부처 데이터센터와의 연계방법론
및 절차 마련

등록·공유·활용 활성화를 ○ 1개 이상의 인센티브제도 마련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발 ○ 1개 이상의 활성화 지원 체계 마련
1-1-3
데이터
규제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바이오 연구 데이터
규제 개선(안) 개발

○ 1건 이상의 연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안건

규제 개선(안)
자문 결과 보고서

○ 1회 이상의 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이슈 자문 결과 보고서

출처 : 기획보고서

○ 구성기술 ‘1-1-1 국가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 운영’의 기술개발 목표로 5년의 사업
기간 동안 표준등록(안) 개발 목표로 표준 등록 양식 7건을 설정한 근거와 ‘1-1-2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의 성능지표인 표준운영절차(SOP) 개발
목표로 7건 이상의 표준운영절차서, 공동 등록 표준운영절차서 적용 4건을 설정한
합리적 근거가 미흡함
○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는 활용수요가 높은 데이터임에도 연 1건 이상의 분양심의
결과를 목표로 설정한 점, 데이터의 원활한 수집·등록을 위해 부처 데이터센터와
NBDS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5년의 사업기간 동안 1개 이상 부처
데이터센터와의 연계방법론 및 절차 마련을 목표로 설정한 점은 성과목표 설정의
도전성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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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점검의견을 반영하여 도전성 확보를 위해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의
분양심의서 목표와 부처 데이터센터와의 연계방법론 목표를 상향 설정하였음
- 인체유래물 연구 데이터에 대한 높은 활용 수요를 반영해 연 10건* 분양심의서를
목표로 수정 반영함(연 1건→연 10건)
* 분양심의위원회는 상시 운영되며, 데이터 신청 건수에 따라 1∼2달에 1회 이상 운영 가능함

- 부처별 데이터센터 운영현황*을 고려, 최대 반영 가능한 3개 부처 데이터센터와의
연계방법론으로 목표를 변경함(1개 이상→3개 이상)
* 동 사업에 포함된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데이터센터를 포함, 현재까지 10개 부처·청에서 실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총 4개로 그 중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INGIC의 경우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이후 운영 중단 예정임

<표 3-31> 부처별 데이터센터 현황
부처

데이터센터

질병관리청

CODA

농촌진흥청

NABIC

해양수산부

MAGIC

산업통상자원부

INGIC

비고
정상운영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완료 이후 운영 중단 예정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등록·공유·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발 목표는
인센티브제도가 데이터 등록·공유·활용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1개 이상 인센티브제도 마련이라는 정량적 수치로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활용성이 부족함
○ 주관부처는 점검의견을 반영하여, 인센티브제도 시행에 따른 데이터 등록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계 시 설문 문항을 마련하여 인센티브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 고객만족도 조사항목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
추가 반영을 통해 매년 제도개선을 실시
<표 3-32> 연도별 고객 만족도 성과지표
지표

’22

’23

’24

’25

’26

만족도

75%

77%

78%

79%

80%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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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기술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의 성과지표의 구체성이 부족함
○ 품질관리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관리가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임에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아닌 진행단계별 세부활동을 나열하고 있음
- 예컨대, 분야별 품질지표나 세부지표 및 진단기준의 구체성에 관한 개발 목표치가
아니라 품질지표 도출, 세부지표 및 진단기준 마련 등의 활동 내용을 목표로 제시
하고 있어 품질지표의 수준이나 활용도 등을 측정·검증하고 개선하기 어려움
<표 3-33>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의 성과지표
구성기술

1-2-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

1-2-2
데이터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기술개발 목표
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운영계획 마련

세부목표
○ 연구 데이터 활용이 원활이 이행되도록 품질
관리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
○ 연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에
데이터 품질 이슈
대한 만족도, 데이터 품질 이슈, 요구사항을
조사 및 분석
조사 및 분석하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 연구특성에 따라 품질지표 및 지표별 세부
데이터 품질지표 개발
지표 및 진단기준 마련
○ 분야별로 품질 지표를 도출
데이터 품질기준 수립
○ 품질기준 가이드라인 연구자들에게 제공
○ 품질 개선 방향 정의, 메타 정보 및 원천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품질 측정, 측정 결과 분석, 평가 등의
프로세스 개발
프로세스 개발
○ 정형⋅비정형 데이터 유형별로 사전에 도출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
업무규칙을 품질측정 파이프라인에 적용
품질진단
○ 파이프라인을 운영하여 품질측정 수행
바이오 연구 분야별
○ 품질진단 측정결과에 오류 속성을 파악하고
데이터 품질진단 분석
원인을 분석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 1차, 2차 가공을 위한 정제인력 및 큐레이터
정제인력 및 큐레이터 확보
확보
○ 분야별 연구 데이터 특성 파악
바이오 연구 데이터
○ 분야별 연구 데이터 품질측정 모듈 개발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 분야별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 연구 데이터별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적용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 신기술 및 고도화 품질관리 적용시 데이터별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적용
업데이트 수행

출처 : 기획보고서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관리 활동내용 위주의 목표 제시는 지양
하고, 품질지표 수준 및 활용도 기반으로 핵심기술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의 성과지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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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성과지표 수정(안)
구성기술

성능지표

개발목표 스펙

○ 사업수행 단계별(3년 단위)로 1건의 품질
관리 운영계획 보고서 마련
○ 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운영
○ 과기부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라 NBDS, 품질
계획 보고서
선도센터에서 운영계획에 따라 품질관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
○ 데이터 제공에 대한 만족도 26년까지 80점
○ 연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달성
데이터 제공에 대한 만족도
○ 매년 품질관리 전문가 대상 인터뷰 10건
○ 품질관리 실무 담당자 인터뷰
달성
- 데이터 품질 이슈, 요구사항 인터뷰

○ 데이터 품질지표
1-2-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

- 정제율: ∑(플랫폼에 저장되어 이용
자에게 제공중인 정보의 총량)x
100/∑(데이터스테이션으로 연계
및 수집된 바이오 R&D 데이터의 ○ 데이터 정제율 100% 달성
총량), 단위 %
○ 데이터 오류율 26년까지 0.3%로 낮춤
- 오류율: (이용자에 의해 품질 오류로
보고된 데이터 총 건수)/(연도별
이용자에게 제공된 총 데이터 건
수)×100

○ 품질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레드, 그린, 화이트 분야 품질기준 가이드
라인 1건 이상 마련 및 배포(매년 개정)
○ 연구자들 대상으로 품질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만족도 26년까지 80점 달성

○ 레드/그린/화이트 데이터 수집→데이터 품질
측정→데이터 품질 관리→결과분석 등의
절차서 1건 이상 마련(매년 개정)
○ 품질관리 프로세스 절차서 마련
○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 절차서에 대한 만족도를 ’26년까지
80점 달성
○ 1차, 2차 가공을 위한 정제인력 ○ 26년까지 데이터 정제인력 13명, 큐레이터
및 큐레이터 확보
6명 확보(레드 9명, 그린 6명, 화이트 4명)

1-2-2
데이터
품질관리
○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연구 데이터 분야별 23년까지 10개, 25년
까지 15개, 26년까지 20개 개발 및 연구자
에게 배포
- 보건의료 품질관리 파이프라인의 경우는 질병
관리청에서 별도로 개발

○ 매년 파이프라인 사용에 대한 연구자 피드백
5건 이상 달성 및 파이프라인 개선작업 진행
○ 신기술 및 신규 데이터 발생 시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고도화 진행
○ ’26년까지 연구자 대상 만족도 80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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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데이터 품질기준 수립(’22~’23) 등은 사업 추진과정이 아닌 사전기획단계에서
완료되었어야 하는 활동으로 판단됨
- 연구자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생산하도록 품질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
해야 사업초기부터 고품질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품질선도센터를 활용하여 분야별 품질기준 수립
및 관리를 추진할 계획을 제시함
- 연구현장의 활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조사된 단백체, 대사체, 화합물, 영상·이미지
4개 분야의 데이터 품질선도센터를 ’22년부터 개설하여 센터별 전문가그룹을 통해
분야별 품질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큐레이터와 품질관리자를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추진하고,
- 데이터 품질선도센터가 담당하지 않는 분야에 대하여 KOBIC에서 품질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할 예정
※ KOBIC은 데이터별 품질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데이터 품질관리을 위해 ’21년까지
총 9명의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인력(정규직)을 충원하였고, 다양한 인력 채용(계약직, 포닥 등)을
통해 품질관리 인원을 보강할 계획임을 제시

□ 핵심기술 ‘2-2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 분석 선도기술개발’ 수월성 확인을 위해서는
개발 기술의 성능지표가 필요함에도 기술개발 건수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였으며,
상용화 관련 성과지표가 부재함
○ 현재 구성기술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5년간 총 12개의 도구 개발, 구성기술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5년간 총 4개의 도구 개발, 구성기술 ‘2-2-3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 기술’과 관련하여 2개 분야 데이터 1종씩 분석 처리 성능 향상 등
기술개발 건수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개발되는 분석기술의 성능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해야 함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이종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함으로써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공통기술을 개발하여, 개발된 기술을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공할 계획을 제시하였음에도, 사업화 지원 목적의 제공 실적
검증을 위한 상용화 관련 성과지표 등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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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선도기술개발 성과지표
구성기술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
기술 개발

성능지표
연구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도구 개발
빅데이터
분석 도구 보급

이종 데이터
융합 기술 개발

개발목표 스펙

○ NBDS 데이터 연계 기반
주요 연구 분야 필수 빅데 ○ 5년간 총 12개 도구 개발
이터 분석 도구 개발 건수
○ 빅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자
○ 분석 도구 평균 80점 이상
만족도
○ 분석 툴 실행 환경 구축 제공 ○ 개발된 12개 도구에 대한
건수
실행 환경 구축 및 활용
○ NBDS 데이터 연계 기반
주요 연구 분야 필수 이종 ○ 5년간 총 4개 도구 개발
데이터 융합 기술 개발 건수
○ 이종 데이터 융합 분석 도구
○ 분석 도구 평균 80점 이상
사용자 만족도

빅데이터
분석 도구 보급

○ 분석 툴 실행 환경 구축 제공 ○ 개발된 14개 도구에 대한
건수
실행 환경 구축 및 활용

2-2-3
○ 유전체 데이터 분석 파이프 ○ 유전체 데이터 분석 도구
바이오 연구
라인 성능 가속 기술 개발
가속 기술 개발 1건
가속기 기반
데이터 분석 성능
데이터
고속 분석
가속 기술 개발 ○ 바이오 15대 연구 분야 분석· ○ 2개 분야 데이터 1종씩 분석·
처리 성능 개선
처리 성능 향상
기술 개발
출처 : 기획보고서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기술의 성능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개발된 기술별
수월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개발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과학적 성과
및 인프라 성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적절한 성능목표라 할 수 없고,
○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 제고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와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전략분야 1과 전략분야 2 사이의 시간적·논리적 연관관계가 제시되지 않아서 활용
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표 3-36> 특화분석 선도기술개발 성능목표
구분

내용

과학적 성과

SCIE논문 (JCR 분야별 상위 20%이내)

인프라 성과

데이터 스테이션 탑재 가능한 형태로 분석 기법, 플랫폼, 시스템 제공

※ 상기 성과 모두를 달성해야만 성과목표 달성으로 간주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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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기술 ‘3-2-2 인공지능 허브환경 구축’의 성과지표(개발목표 스펙)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함
○ 해외 최고 기술 수준보다 높은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정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달성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바이오 인공지능 모델 수집·제공 건수의 해외 최고 기술 수준은 27건, 동 사업의
개발목표는 30건으로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하였으나, 목표설정의 구체적 근거가
미흡함
* 독일 뮌헨 공과 대학의 Kipoi는 2018년 공개되어 현재 27개의 바이오 관련 인공지능 모델을 수집/
제공하고 있고, 미국 하버드 의대의 Modelhub는 2018년에 공개되어 현재 24건의 바이오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통해 매년 30건씩 총 150건의 모델을 수집/제공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표 3-37> 인공지능 허브환경 구축 개발목표
성능지표

인공지능모델
리파지토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리파지토리
출처 : 기획보고서

현재 최고 기술수준

개발목표 스펙

국내

해외

바이오 인공지능 모델
수집/제공 건수

-

27건

연간 30건
(총 150건)

바이오 인공지능 모델
비교검증/평가 건수

-

-

5모델

학습 데이터 수집 제공 건수

-

132세트

연간20세트
(총100세트)

학습 데이터 활용률

-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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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전략의 적절성
가.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적절성

[그림 3-3] 동 사업의 추진체계
출처 : 기획보고서

□ 동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범부처 데이터 연계수집과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가 추진체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보유한 다수의 부처들이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고 NBDS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함에도, 현 추진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NBDS 관리·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발전위원회, 표준화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현 추진체계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바이오
데이터 표준등록안의 제·개정 등을 논의하는 데이터발전위원회*에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보유 데이터의 수집·표준화에 어려움이 예상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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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품질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이 추진체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 및 지속적인 관리, 활용도 높은 양질의 데이터 축적 등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임
- 핵심기술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에서 제시된 정제 및 큐레이터 인력은
데이터 등록단계의 품질 진단 및 관리 수행 인력으로, 기 등록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방안(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한 품질 수준 유지)은 미흡함
※ NCBI의 경우 품질관리가 완료된 유전체데이터가 시스템(GenBank)에 등록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관리(데이터의 중복성 검사, 최신 지식을 반영한 업데이트, 데이터 유효성 검사 및 형식의
일관성 확인 등)가 이루어짐

- 지속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 유형 또는 분야별 전담 QC 담당
주체(예컨데, 책임자와 큐레이션 수행 실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를 지정 운영
하며 책임 관리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추진체계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현 추진체계
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추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3-4] 수정된 추진체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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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NBDS에 연계·수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농촌
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데이터
발전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업 추진체계에 반영한 점은
동 사업의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향후라도
동 사업에 편입하여 함께 추진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해당 부처 데이터 확보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음
○ KOBIC에서 담당하는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운영하며, NBDS에 등록되는 유전체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NBDS의 품질관리 최종책임자(KOBIC 센터장)는 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책임이
있으며,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 자문을 활용하여 KOBIC에서 수행한 유전체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가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KOBIC
센터장 명의의 NBDS 등록번호를 발급할 예정

[그림 3-5] KOBIC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구성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전문분야별 강화된 품질관리를 위해 데이터 품질선도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이를
추진체계에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나,
- 품질선도센터의 안정적 착근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발전위원회나 표준화
위원회 등을 통한 운영현황 모니터링, 피드백 구조 마련 등 상시적으로 추진체계를
진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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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전략의 적절성
□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 및 활용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부처 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으로 통합 수집·제공하는 전략의 효과성이 불확실함
○ 주관부처는 3대 분류 15대 바이오 연구 분야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의 수집을
지향하고 있으나, 분석에 필요한 규모도 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까지
수집해야 하는 필요성은 의문이며, 활용 수요나 분석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목적의식 없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전략은 효과성이 불분명함
- 대규모 데이터를 생산·분석하는 것이 목표인 사업이나 과제들을 제외하면, 기타
바이오 연구 사업/과제들은 분야도 다양하고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도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수집·저장된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바이오 분야의 경우, 실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데이터를 얻을지라도 재현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된 소규모 데이터 축적이 얼마나 유의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주관부처는 개별 연구진이 보유·생산한 소규모 데이터 역시 향후 새로운 발견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함
- 현재 COVID-19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활용하는 정보는 그동안 산발적
으로 생산된 다양한 생물체(박쥐, civet, pangolin 등) 유래 바이러스의 염기서열로,
개별 연구진들이 소규모로 생산해 온 데이터임
※ 예를 들면, SARS-CoV-2와 유사한 바이러스 언급되고 있는 RaTG13 virus의 경우 2013년 중국
Yunnan의 탄광에서 처음 발견되어 일부 염기서열이 보고되었는데, 그 정보들은 2020년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pandemic 이후 파급력이 증가하여 현재 많은 연구진이 유용하게 사용 중

- 정상 닭에서 발견한 Src유전자 염기서열이 Rous Sarcoma Virus라는 바이러스에서
발견된 v-Src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암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끌어냈으며
이들 두 종류의 데이터는 별도의 연구 그룹이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아주 작은 규모의 데이터(423 염기쌍)에 불과
○ 데이터의 활용 빈도 관점에서는 공통의 목적과 방법을 통해 생산된 대규모 데이터
위주로 수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주관부처의 소명처럼 개인 연구자가
보유한 소규모 데이터 역시 향후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NB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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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합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됨
-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생애주기별(수집·획득 단계, 데이터 구축단계, 운영·활용단계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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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필수계획 및 선택군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동 사업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분석대상 상위계획을 필수계획과 선택군 계획으로 구분하여 부합성을 조사함
- 필수계획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 선택군 계획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부합성

구분

계획명

필수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

선택군
계획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

낮음

보통

높음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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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비전으로 4대 전략 및 1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4대 전략

중점 추진과제
1. 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ㆍ도전적인 연구 진흥

전략 1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2.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3. 창의ㆍ융합형 인재 양성
4.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확산
5.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6. 주체ㆍ분야 간 협력ㆍ융합 활성화

전략 2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7. 기술혁신형 창업ㆍ벤처 활성화
8. 경쟁력있는 지식재산 창출
9. 지역주도적 지역혁신 시스템 확립
10. 국민참여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11.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강화

전략 3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ㆍ일자리 창출

12.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13.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14. 혁신성장 중추인 중소기업 육성
15.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16.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전략 4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17.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18.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19.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

출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2.)

□ 동 사업은「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 2.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의 ‘과제 6. 주체·분야 간 협력·융합 활성화’와 부합함
○ 4대 전략 중 ‘전략 2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의 ‘중점추진과제 6
주체·분야 간 협력·융합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제시된 내용 중 ⑤ 융합·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 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 구축 내용 등이 동 사업의
내용과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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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과제로 ‘R&D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및 관리·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동 사업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활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부처
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수집·제공하는 시스템(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
<표 4-4>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전략
전략 2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동 사업 관련 내용
중점추진과제 6. 주체·분야 간 협력·융합 활성화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 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 구축
R&D 과정에서 산출되는 연구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 및 관리·활용체계 구축
○ 연구 데이터를 원스탑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
○ 연구 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 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연구 데이터 활용 연구·교육 지원
* 바이오, 미래소재, 대형연구장비, 인공지능 등 데이터 집약형 연구분야 우선 지정

출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2.)

나.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한 생명공학 분야 R&D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3대 추진전략 및 9대 중점과제로 구성
<표 4-5>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3대 전략 및 중점과제
3대 전략

중점과제
1. 글로벌 선도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전략 1
바이오 R&D 혁신

2. 미래 대비 R&D 강화
3. 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
4. 과학 창업ㆍ사업화 활성화

전략 2
바이오경제 창출

5. 융합 바이오 新산업 육성
6.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 확충
7.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 정비

전략 3
생태계 기반 조성

8. 바이오 규제혁신 및 사회적 합의 체계 마련
9. 바이오 혁신 플랫폼 구축(기술, 자원, 정보)

출처 :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관계부처합동(2017.9.)

□ 동 사업은「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중점과제3. 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
‘중점과제9. 바이오 혁신 플랫폼 구축(기술, 자원, 정보)’의 일부 과제와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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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계획은 바이오 중심의 융합연구 확산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기 구축 바이오R&D 빅데이터 DB 정보서비스 제공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융합
R&D 플랫폼 기반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어,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검색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동 사업은 이에 부합
○ 또한, 해당 계획은 바이오 혁신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KOBIS를 통한 국가 전략
자원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정보 제공,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자 맞춤형 R&D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므로, 부처별·사업별·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데이터를 통합
수집·제공하고,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수요
기반 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사업은 해당 계획과 부합
<표 4-6>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전략
전략 1
바이오
R&D 혁신

전략 3
생태계
기반 조성

동 사업 관련 내용
□ 바이오 중심의 융합연구 확산을 위한 융합 플랫폼 구축
○ 기(旣) 구축 바이오 R&D 빅데이터 DB(연구, 자원, 임상, 정책, 산업)의 정보
서비스 제공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융합 R&D 플랫폼 기반 구축
* 설립된 KOBIC 및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정보를 통합·활용

□ 국가전략자원 선정을 통한 자원 가치제고 및 산업적 활용 촉진
○ (활용) 자원 정보는 국가생명연구자원통합정보시스템(KOBIS)에서 통합관리하고
유전정보·연구성과·특성 정보 통합제공으로 활용 촉진
□ 바이오 사업화 성과창출(Discovery to Market) 지원 및 통계 기반의 R&D 정책
(fact-based R&D Policy) 실행을 위한 통합연구정보 One-stop 서비스 구축
○ ‘Discovery to Market’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사용자 관점의 편의적 통합 서비스 구축
- 부처별/기관별(사업단, 지자체, 대학 등)로 지원사업 및 R&D 과제 정보의 통합 제공을
통해 연구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 기 확보한 R&D 성과, 기 구축한 인프라 및 지원 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통해 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 창업 등과 같은 후속개발 촉진
- 바이오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오프라인)의 업무와 연계하여
온오프라인 협력 체계 구성

○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자 맞춤형 R&D지원
서비스 제공
- 성공가능성이 높은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논문·특허, 연구동향, 시장수요 등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출처 :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한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관계부처합동(2017.9.)

다.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국가종합법정계획으로,
4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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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4대 전략 및 추진과제
4대 전략
전략 1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구축
전략 2
수요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활용 촉진
전략 3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 정립
전략 4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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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현장 눈높이에 맞는 소재 공급·활용 환경 조성
2-3. 국제 환경 대응을 위한 국내 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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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연구‧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4-3. 생명연구자원 활용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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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사업은「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의 ‘전략 1.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구축’, ‘전략 4.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과 부합
○ 동 사업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 데이터 글로벌 활용
국제협력의 내용을 포함하므로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통합 수집‧제공 체계
마련, 선진적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제공, 데이터의
글로벌 활용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계획의 내용과 부합함
○ 또한, 동 사업은 범부처 통합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간 데이터를
통합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 체계를 마련하며, 바이오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범부처 협력
체계 공고화, 생명연구자원 활용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해당 계획 내용과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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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전략

동 사업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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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및 소재 클러스터 DB는 데이터 스테이션에
실시간 연계(API방식)
-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시에는 데이터 스테이션의 컴퓨팅 리소스를 공동으로 활용

전략 1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구축

전략 4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 (범위)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활용되는 모든 데이터(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익명화된 임상 데이터 등 포함)를 수집
□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리 제도 마련
○ R&D로 생산된 데이터가 데이터 스테이션에 수집될 수 있도록 ‘국가생명연구
자원 수집‧관리 표준지침’ 제정(관계부처 사전 협의)
○ 연구자의 데이터 등록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활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
○ 민‧관 합동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데이터 국가 등록
표준*(안) 마련
□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제공
○ 연구자별 데이터 저장 공간(‘마이 랩 데이터’)과 연구자 간의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이 가능한 가상 연구 환경 제공
○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및 지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맞춤형 데이터 등 지원 서비스)
○ 데이터 스테이션에 축적된 데이터, 분석 툴 등을 활용한 AI기반 R&D 지원
지속적 확대
□ 범부처 바이오 자원 인프라 지원 사업 통합‧연계 추진
○ 동 계획 추진을 위해 부처별 추진해 온 개별 사업을 구조개편하여 다부처
사업(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으로 편성‧협력 추진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
○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 학습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분석기법 등의 기본‧전문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데이터 통합 분석기술 개발‧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R&D형 교육과정 개설
※ KOBIC, KISTI 등 데이터 전담인력은 R&D형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역량 향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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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18~’22)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우리
나라의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목표,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반영하며,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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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3대 전략 및 중점과제
3대 전략
전략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전략 2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전략 3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중점과제
1-1.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투자
1-2. 질환·계층·남북 주민 간 건강 형평성 강화
1-3.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
2-1.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 공유·개방
2-2. 연구·정책 협력을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
2-3.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3-1.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
3-2. R&D 성과의 가치 성장 촉진
3-3.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출처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18.4.25.)

□ 동 사업은「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전략 2.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의 ‘과제 2-1.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 공유·
개방’과 일부 부합함
○ 동 사업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관리기반 마련으로 디지털 바이오 정보의 경쟁력
강화, AI기반 공공플랫폼 구축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의 가치 증대, 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 역량 강화로 정보의 공유 증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 보건
의료 빅데이터 공유·활용체계 구축, 원스톱 자원정보 시스템 구축, 국가연구개발
공공데이터 공유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계획 내용과 큰 틀에서 부합함
<표 4-10>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전략
전략 2
개방·연결
·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동 사업 관련 내용
□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인프라 공유 및 개방
○ 안전한 보호에 기반한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가치 극대화, 안전한 보호체계, 자기결정권 보장 등 추진
-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인프라 공유 및 개방
- 연구자원 전면 평가로 재정비, 종합 발전계획 수립·이행, 원스톱 자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가연구개발 공공데이터 공유제도 정비
- 공공데이터 및 연구결과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출처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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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R&D 추진 및 신·변종 감염병 위
기대응을 위해 수립 및 추진되었으며, 4대 추진전략 및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됨
<표 4-11>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전략
전략 1
국가 방역체계와 연계한
감염병 R&D 지원강화
전략 2
감염병 R&D 부처 간 연계
및 범부처 총괄·조정 강화
전략 3
민·관 협력 및
R&D 성과관리 강화
전략 4
국제 협력 및
연구 인프라 강화

1.
2.
3.
4.

중점과제
ICT/융복합 기술기반 국가방역체계 중심의 R&D 지원
판데믹 감염병 현장진단·대응 기술개발 고도화
국가 감염병 관리기술 중심의 R&D 추진(9대 중점분야)
감염병 R&D 총괄·조정 기능 체계 확립

5. 방역연계 범부처 협력사업 확대 및 협업시스템 구축
6. 민·관 협력으로 감염병 조기 극복 및 산업성과 창출
7. 감염병 R&D 사전 점검 및 성과활용 지속추진
8. 감염병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추진
9.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반 강화
10.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출처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2020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2020.4.22.)

□ 동 사업은「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2020년 시행계획(안)의
‘전략 4. 국제 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의 ‘중점과제 9.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반 강화’와 부합함
○ 해당 계획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개인의료정보 연계하여 데이터 가치 제고 등 동 사업의 내용을 포함함
<표 4-12>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추진전략
전략 4
국제 협력
및
연구인프라
강화

동 사업 관련 내용
□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 개선
○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수집·제공하는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개인의료정보 연계하여 데이터 가치 제고
- 국가 바이오 R&D를 통해 생산·활용되는 모든 데이터 대상, 각 부처 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에 연계

○ (범부처)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연구 DB를 수집·구축하고, 유사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신속 활용체계 마련
- 국내외 연구결과 및 해외 DB를 감염병 종류별로 유전체/변이정보, 증식·감염·내성 등으로 구축
* 국가 데이터 인프라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내 별도 세션 운영 추진 예정

출처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21)」 2020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바이오특별위원회(2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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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가.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 동 사업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화, 분석서비스 기술개발, 수집·저장·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바이오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내용 및 지원범위 등의 측면에서 일부 관련사업과 중복가능성이 존재함
<표 4-13> 관련사업과의 차별성 조사대상 사업
부처명

사업명

사업기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85~계속

DB산업육성

’98~계속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

’19-계속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12~계속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12~계속

보건복지부 인재양성사업

’20-’23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11~’20

중소벤처기업부

빅데이터기반서비스개발지원사업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1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출처 : 예산요구서(2019~2021), NTIS 등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주요사업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사업 중 ‘바이오인프라선진화’과제는 지원내용과
목적, 지원대상이 본 사업과 유사함
○ ‘바이오인프라선진화’과제 내 ‘바이오빅데이터연구개발 및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19~’24)에서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NBDS) 하드웨어 인프라의 운영/유지보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지원할 경우, 동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함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UPS,
항온항습기 등 하드웨어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운용 장비의 유지보수·운영 업무
수행내용은 동 사업의 구성기술 ‘3-1-1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와 지원내용과 목적, 대상이 중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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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내역사업의 설명자료에 기재된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이 KOBIC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실제 과제 편성과는 무관하며 ‘바이오 인프라 선진화’ 과제 내
하드웨어 인프라의 운영/유지보수는 KOBIC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역으로
NBDS를 위한 장비 이전에 기 구축된 하드웨어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중복성이 없다고 소명하였음
- 주관부처의 소명에 따라, 동 사업에서 구축한 저장용·백업용·분석용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지 않고 사업별로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유사중복 이슈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데이터스테이션에 등록될 데이터의 품질 수준과 과정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전문
큐레이터가 데이터 등록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여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내용은
동 사업 구성기술 ‘1-2-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과 지원내용, 목적
및 대상이 중복됨
- 주관부처는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에는 PBS 비율에 따른 정규직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에는 품질관리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함에 따라 유사중복 이슈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4-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사업(주요사업비) 개요
사업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주요사업비)

사업목표

○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연구사업과 국내외 연구
기관, 학계, 산업계와 협동연구 수행 및 그 성과 보급

내역사업

○ (바이오융합사업) 바이오진단/모니터링 기술 개발
○ (바이오아젠다사업) 고령화 대응기술 개발, 바이오기반 의약 후보 물질 개발,
NA대응사업
○ (성장동력사업) 스마트 세포공장 개발, 창조기술실용화
○ (미래기술사업) 맞춤의료 원천기술 개발, 미래 바이오기술 개발, 창의연구
지원
○ (바이오인프라선진화_바이오빅데이터 연구개발 및 서비스시스템 고도화)
바이오인프라 구축·운영, KOBIC 구축·운영, 정책연구지원

- 첨단 생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원천기술 개발 보급
-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공공인프라 지원

- 바이오 데이터스테이션 하드웨어 인프라의 운영/유지보수 : 바이오 연구 데이터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웍 장비, UPS, 항온항습기 등 하드웨어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운용 장비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 수행
-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범국가적인 수집·저장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스테이션에 데이터 등록시, 등록될 데이터의 품질 수준과 과정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전문 큐레이터가 데이터 등록 전과정을 관리 감독하여 품질관리
수행

출처 : 추가제출자료 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예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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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B산업육성
□ DB산업육성사업 내역사업 중 ‘데이터 전문인력양성’은 동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나
지원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 DB산업육성사업의 ‘데이터 전문인력양성’은 직무별 데이터 전문인력양성, 산업별
데이터 융합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데이터 전문인력(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컨설턴트, 데이터 분석가 등)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의 바이오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지원목적이 유사함
* 바이오 데이터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바이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양성, 바이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 인재양성 등

○ DB산업육성사업에서는 금융, 제조, 유통 등의 산업분야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어,
바이오 데이터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동 사업과는 지원범위의 차별성이
존재하나, DB산업육성사업의 산업분야에 바이오 데이터 분야가 포함될 경우에는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표 4-15> DB산업육성사업 개요
사업명

DB산업육성사업

사업목표

○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전문인력양성 및 기업역량 강화 등 추진

내역사업

○ (데이터 전문인력양성)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직무별
데이터 전문인력양성, 산업별 데이터 융합인력양성
○ (데이터 활용 및 사업화 지원) 데이터 사업화(DB-Stars) 지원, 개방형 데이터
유통플랫폼 운영
○ (데이터 기업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기반 확산(민간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데이터 산업동향 분석

출처 : DB산업육성사업 예산요구서(2020)

(3) 농업 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
□ 농업 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사업의 데이터인프라구축, 농업빅데이터
활용모델 및 인공지능 개발은 동 사업 연구개발 내용과 유사성이 일부 존재하며,
연계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농업 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사업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작물 생육
데이터, 작물 이미지 데이터 등으로 동 사업의 수집 대상인 3대 분류 15대 분야 중
green바이오의 지능형 농업분야 데이터에 해당하며,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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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빅데이터·AI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과 지원목적과 내용이 유사함
○ 농업 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사업을 통해 수집 저장된 데이터와 다양한
분석모델들이 동 사업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4-16> 농업 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사업 개요
사업명

농업 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사업

사업목표

○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데이터 생산/수집→빅데이터/AI 분석→생산/
수익 최적화’를 위한 농업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이를 활용한 농업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및 인공지능 개발

내역사업

○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모델, 농업 인공지능 서비스 등 농업 R&D지원과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육조사 확대
○ (농업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및 인공지능 개발)

출처 : 농업 빅데이터수집 및 생산성향상모델개발사업 예산요구서(2021)

(4)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사업과 동 사업은 지원분야/대상의 차별성이 존재함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사업의 ‘국가표준병원체자원개발 및 활용’에서는 세균,
진균 등 감염병원인병원체(실물소재)를 수집·분석·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동 사업과 차별성이 존재함
<표 4-17>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사업 개요
사업명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사업목표

법정 감염병의 조사‧감시‧예방‧진단‧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반기술 개발

지원분야

○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연구)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법정 감염병 및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에 필요한 발병기전 규명 연구 및 공익적 기반기술
개발
○ (국가표준병원체자원개발 및 활용) 특성 분석된 병원체자원 수집 및 네트
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차원의 관리
○ (감염병 예측 및 조기감시 시스템 구축)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과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 인지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이하생략)

사업유형

기초연구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원기간

’12년~계속

출처 :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R&D) 예산요구서(2020)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7

(5)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은 동 사업 연구개발 내용과 유사성이
일부 존재하며, 연계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인 ‘질병극복 임상연구 데이터 자원화’
및 ‘희귀질환 연구인프라 구축’의 연구개발 내용은 동 사업의 15대 연구 분야 중
하나인 보건 분야의 생성데이터인 임상 데이터와 지원범위의 유사성이 존재하여
연계·활용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질병극복 임상연구 데이터 자원화’는 임상연구 관리시스템 보급, 국내 수행 임상
연구 정보에 대한 등록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 임상연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지원을 포함함
- ‘희귀질환’과 관련하여 희귀질환의 정보와 치료경과 등을 관찰하고 임상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및 축적을 위한 희귀질환 임상연구 네트워크 확대 및 연구
추진, 희귀질환자의 임상 및 유전체 정보 연계 분석을 통하여 원인유전자 발굴,
미진단자 진단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임상정보공유기반 미진단자 진단 개발 연구
및 적정 치료에 대한 정보 수집,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교육자료 개발의 내용을
포함함
<표 4-18>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사업 개요
사업명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

사업목표

○ 국가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생의료, 여성건강, 기후변화 감염병, 희귀
질환, 임상정보 등 연구인프라 구축

지원분야

○ (질병극복 임상연구 데이터 자원화)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 보급, 국내
수행 임상연구 정보에 대한 등록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 임상연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지원
○ (희귀질환) 희귀질환의 임상 추적관찰 자료, 생체자원 등 연구 자원 확보
○ (국가바이오빅데이터구축) 바이오 빅데이터 ELSI 및 정보 관리체계 구축,
검체 관리 체계 및 표준 프로토콜 확립, 임상정보 관리 및 유전자정밀분석
보고서 생산체계 구축, 보건의료 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
○ (고령화대응) 노인노쇠 코호트 구축(3,000여명), 노인노쇠 조사 설문지·지침·
평가도구 개발, 코호트를 활용한 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교육
(이하 생략)

사업유형

표준화·인증 등 기타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원기간

’12~계속 (국가바이오빅데이터구축내역은 ’20~’21)

출처 :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구축(R&D) 예산요구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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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복지부 인재양성사업
□ 보건복지부 인재양성사업 내 ‘바이오메디컬글로벌인재양성’의 일부 내용은 동 사업과
지원대상 및 목적 등이 유사하나, 지원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 ‘바이오메디컬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 6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석·박사생 및 박사
학위 소지자를 지원 대상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관에서 공동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고급인재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바이오 분야
학사 이상 전공자를 대상으로 병원, 학교, 연구소 등 다양한 바이오 연구 환경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동 사업과 지원대상·목적이
동일함
-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야나 보건의료기술 혁신인프라 분야는 동 사업과 지원
대상이 유사함
<표 4-19> 바이오메디컬글로벌인재양성 지원분야
구분

지원분야(예)

재생의료

○ 세포기반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저분자 및 생물의약품 등

정밀의료

○ 개인별 맞춤형 진단/측정기기, 진단/측정서비스 등

신약

○ 인공지능(AI) 등 ICT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슈퍼독감백신, 항체의약품
기반 표적치료제 등

의료기기

○ 바이오 소형 자동차 분석 장비, 바이오센싱·후각센싱 기술, 3D 바이오
프린팅, 신소재, AR/VR 기반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 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예측·경고 시스템 등

보건의료기술
혁신인프라

○ 대규모 임상 유전체 정보관리 기술, 소프트 웨어러블 기술, 모바일 인공
지능 진단기술, 임상 의사결정 시스템, 진단 master program, 바이오·
메디컬 IP 및 창업·사업화 전문가 프로그램 등

출처 : 보건복지부 인재양성사업(R&D) 예산요구서 (2020)
원 출처 : 보건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수요전망 및 인력양성방안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7)

○ 다만, ‘바이오메디컬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 해외의 협력기관(글로벌 대학, 연구소,
병원, 기업 등)과 공동 R&D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동 사업은 국내 바이오 분야
협회 단체나 KOBIC, KISTI 등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지원방식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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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보건복지부 인재양성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표

보건복지부 인재양성사업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혁신을 이끌 융합형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
○ 글로벌 인재육성
-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바이오메디컬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에서 미래 핵심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고급인재로 육성

○ 연구인재성장지원
사업내용

- (혁신형의사과학자공동연구) 병원차원에서 젊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임상의사와
연구자 간 협업 연구를 통한 현장 아이디어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개발·사업화 추진

○ (임상의과학연구역량강화)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신진 연구인력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인력교류 및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
○ (정밀의료 전문인력양성) 정밀의료 전문의사 및 신규인력양성체계 개발 문제
해결 및 실무 중심 계속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의료기관 연계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출처 : 보건복지부 인재양성사업(R&D) 예산요구서(2020)

(7)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내 ‘유전자의약산업진흥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동 사업과 연구개발 내용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나, ’20년에 일몰되는 사업으로
유사·중복 이슈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유전자의약산업진흥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지원 활동의 내용을 포함하여,
유전체를 포함한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정보 수집 및 분석플랫폼을 지향하는 동 사업과
연구개발 내용 상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 ‘유전자의약산업진흥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의 차세대 한국인 유전체 분석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 정상인 및 질환인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고, 생산된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예측,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체 마커를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병을 제어하는 바이오 소재를 개발
하는 전주기적 유전체 정밀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제시하며,
- 유전체 정보 생산 플랫폼 기반 구축, 유전체 빅데이터의 생물정보 분석 기반 구축,
바이오뱅크 기반 구축, 유전체 정보 활용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산·학·연 협력 등의
연구개발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해당내역사업이 포함된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 ’20년 일몰됨에 따라,
동 사업과의 유사중복 이슈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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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개요
사업명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사업목표

○ 지역의 시스템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분야

○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융합의료
기기산업 지원 센터 구축, 건강맞춤 미래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플랫폼 구축,
백신상용화 기술지원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LIFE CARE
산업 기반구축, 유전자의약산업진흥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사업유형

연구시설·장비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간

’11~’20

출처 :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R&D) 예산요구서(2020)

(8)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지원사업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지원사업은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동 사업과 목표와 지원내용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다만,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는 제조, 에너지, 교통, 도시,
유통, 의료, 문화, 금융, 교육, 혁신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분야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에 활용된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의 기술을 동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표 4-22>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지원사업 개요
사업명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지원사업

사업목표

○ 민간 및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모델을 개발하여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

내역사업

○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사업) 빅데이터를 보유한 민간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R&D 지원

출처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지원사업(R&D) 예산요구서(2020-2021)

(9)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은 동 사업 ‘전략분야 2.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술 개발’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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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은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독성예측·약물설계 등의 플랫폼을 개발함
○ 동 사업의 ‘전략분야 2. 바이오 연구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 내 인공지능
기반 독성 및 약동력 평가 시스템 개발은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과 목적
(신약개발 소요 시간과 비용 단축)과 내용(독성예측 등) 등이 유사함
<표 4-23>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개요
사업명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사업

사업목표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독성예측·약물설계 등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구자를
통한 검증 작업을 거쳐 연구자·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촉진

내역사업

○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 글로벌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

출처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R&D) 사업 예산요구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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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사업추진의지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로서, 동 사업에
대한 주관부처의 추진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는 사업 추진에 앞서 10개 부처가 참여한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
활용 기본계획(’20~’25)(안)」을 수립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조사
기간 동안에도 인체유래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해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추진하며
법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진이 제시한 동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선호도는 동 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선호 정도로서,
동 사업에서 구축될 NBDS를 활용할 연구자의 선호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조사 진행 중 추가로 실시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96%가 데이터스테이션이 아래와
같이 구축된다는 조건 하에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설문응답자: 바이오 관련 학회 회원, 표준화 위원 등을 포함한 227명
○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 15대 연구분야별 데이터 타입 표준화를 통해 범부처 데이터센터로부터 통일된 등록 양식 기반
데이터 수집
- 통일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메타 정보 고품질화 관리
- 통일된 등록 양식 기반 유사 데이터 통합을 통한 빅데이터 및 이종 데이터간 융합 데이터 제공

○ 데이터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
- 데이터 타입별 기본 분석 도구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이종 데이터간 분석기술 개발을 통한 분석 선도 기술 제공
- 클라우드 기반 분석 플랫폼 제공, 온/오프라인 교육 및 연구지원 거점 운영

○ 한편,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프라 확보보다 생산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검증과 표준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표 4-24>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 구축 필요요건 우선순위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시 필요 요건

우선순위

○ 생산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품질 검증

1

○ 방대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

2

○ 부처별 생산되는 바이오 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통합정보 수집·제공

3

○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서버, 검색엔진 등) 확보

4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시각화

5

○ 데이터 간 조합을 통한 다양한 2차 가공데이터 제공

6

출처 : 기획보고서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63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 동 사업은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지원’이 다부처사업의 별도 내역사업(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으로 편성되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예산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동 사업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구성되어 있고, 다부처 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기간 동안 주관부처와 참여부처의 차질 없는 예산확보가 중요함
-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계획 기준, 지난 10년 간(‘10~’19) 투입 예산(262억 원)보다
큰 규모의 예산(400억 원 이상)을 매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임
○ 추가 제출한 중기계획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관부처와 참여부처(질병관리청, 농촌
진흥청)는 ’25년까지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수준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재원조달 계획과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4-25> 기존 예산과 향후 예산(안)
(단위: 백만 원)

기존
’10~’19
연도 생명연구자
원 통합시
스템 활용
기반 구축
예산

26,153

향후

’20

’21

국가생
명연구
자원선
진화 지
원

바이오
연구 데
이터 활
용기반
조성

3,000

’22
소계

44,189 73,342

’23

’24

’25

’26
소계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기반조성
44,490

49,640

53,975

57,756

62,328 268,189

출처 : 기획보고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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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적 위험요인
□ 인체 유래 데이터 수집·제공을 위해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추진하는 등 법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대응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인체 유래 데이터 수집·제공 과정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제도적 이슈에 대한 대응 계획은 미흡함
○ 추가제출자료에 따르면 주관부처는 KOBIC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완료(’21.5.18.)하였으며,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인체유래물은행 개설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NBDS에 등록된 인체유래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 동의서’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바,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를 받은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건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주관부처는 연구자 의견조사를 통해 동의서 구득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인체 유래물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동의서 구득 의무화를 유도
하도록 지속적 홍보(학회 부스 운영, 언론·영상 활용 등)를 수행할 계획을 제시함
○ 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기존 법령을
고려하여 가명정보 재식별 및 재제공 방지·파기 문제, 가명처리 범위,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보상체계(수익 귀속 문제) 등과 같은 민감 데이터 수집 관련
구체적인 규제 개선·보완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나, 관련 계획은 부재함
□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부처 및 개인
연구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NBDS에 등록·연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미흡함
○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자체 예산을 통해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관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나,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
및 저장을 위해 동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당 부처들이 예산 당국으로부터
유사한 목적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결과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부처의 데이터 표준화나 연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관부처는 해당 부처들이 참여하는 데이터발전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의 경우 ’23년 이후 동 사업에 편입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부처 데이터 확보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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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과제 수행 주체가 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데이터 비공개를
원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부처 과제에서 생산된 바이오 데이터
수집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인 연구자가 보유한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 R&D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전담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의
이행력이 약한 상황이고,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개인이 보유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확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 주관부처에서 ’19년부터 바이오 관련 원천사업 공고 시 DMP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당 과제의 경우 평가 전 연구재단 등 전문관리기관을 통해 데이터 등록을 안내
하여 개인 연구자의 데이터 등록을 독려할 계획을 제시하였음
- 개인 연구자가 국내가 아닌 해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이유는 논문
투고 시 해외 유수의 저널이 해외 데이터베이스 등록번호를 인정해주기 때문으로
NBDS 역시 자체 발행 등록번호로 해외 저널에 논문 투고 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위상강화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66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사업계획서의 비용검토

1. 총 사업비 구성
□ 동 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는 총 사업비 2,681.89억 원 (국고 2,681.89억 원)을 제안함
<표 5-1> 기존 예산과 향후 예산(안)
(단위: 백만 원)

’10~’19

기존
’20

향후

’21
’22
’23
’24
’25
’26
바이오
연도 생명연구자 국가생명 연구 데
소계
소계
원 통합시 연구자원
바이오 연구 데이터
이터 활
스템 활용 선진화
활용기반조성
용기반
기반 구축
지원
조성
예산
26,153
3,000
44,189 73,342 44,490 49,640 53,975 57,756 62,328 268,189
출처 : 기획보고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등

○ 총 사업비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 분석 서비스 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이용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되며,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활용 등 NBDS 플랫폼 구축에 예산의 44%, 이용지원 프로그램에 31.9%가 책정됨
- 활용 가능성 높은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품질관리가 사업 성공의 핵심요인임에도
데이터 수집과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에 12%의 예산이
책정된 반면, 동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지 않은 인력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용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전체 예산의 32%가 책정된 구조는 타당성이 부족함
<표 5-2> 세부활동의 구성 및 소요예산
전략분야
전략분야
전략분야
전략분야

1.
2.
3.
4.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출처 : 기획보고서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구분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술 개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이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합계

합계(백만 원)
32,127
32,508
117,965
85,589
268,189

비율
12.0%
12.1%
44.0%
3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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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기술별 사업비 구성
가. 1-2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마련
□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 내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내용과 동 사업에서
제시한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 내용이 유사하여 예산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 내의 바이오 인프라 선진화 사업은 NBDS에 등록되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동 사업과 목적·내용·
지원대상이 중복됨
*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범국가적인 수집·저장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 스테이션에 데이터 등록 시,
등록될 데이터의 품질 수준과 과정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전문 큐레이터가 데이터 등록의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여 품질관리를 수행

○ 주관부처는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에 포함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품질관리
비용이 신규 정규직 채용을 위한 인건비의 일부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에는
품질관리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소명함
-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을 통하여 기관 정규직의 인건비만 PBS 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직접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중복성 이슈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의 역할 범위에 기반한 품질관리 인력 배분 및 예산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생명연 자체사업을 통한 품질관리와의 차별성이 소명될지라도, 당초 기획보고서 상
KOBIC에서 3대 분류 15대 분야의 방대한 바이오 연구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를
한정된 인력으로 수행(일부 인력은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육 이수 인력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책정된 현재
예산은 품질관리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함
- 또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제 및 큐레이션 인력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 주관부처는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질관리 인력 배분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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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BIC의 품질관리 대상을 당초 3대 분류 15대 분야의 모든 데이터에서 유전체
데이터 전담으로 한정하고, 유전체 이외의 데이터는 바이오 데이터 품질선도센터에서 전문
분야별로 품질관리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품질관리의 전문성이 향상됨
- 다만, 유전체 데이터에 대해서도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제 및 큐레이션 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한 역할을 배분하고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다양한 인력 채용방안*을
통해 유전체 분야에 특화된 정제와 큐레이션 인력을 확보하는 등 품질관리 인력
확보 및 관리에 대한 지속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26년까지 단백체, 대사체, 화합물을 제외한 유전체 관련 바이오헬스분야 9명, 식량·자원분야
6명, 환경·에너지 분야 5명으로 총 20명(정규직 10명, 포닥5명, 계약직 5명)의 정제인력과 큐레이터
확보 예정임

- 유전체 이외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바이오 데이터 품질선도센터(기존 분석거점의
기능·역할을 품질관리 중심으로 변경)에서 전문분야별로 품질관리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로 변경함에 따라 품질관리의 전문성이 향상됨
- 데이터 품질관리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데이터의 품질지표 개발 및 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발 및 품질진단 및 개선 등을 사업초기에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예산 투입 계획을 변경함
□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용도와 추진시기의 타당성이 미흡해 불인정함
○ 질병관리청은 구성기술 ‘1-2-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100백만 원)의 용도를 바이오 연구 데이터 품질관리 국제 표준에 대한 기술
정보 수집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용역 추진으로 답변
하였으나, 해당 용역을 사업 초기가 아닌 종료 시점에 추진하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미흡함
<표 5-3> 질병관리청 1-2-1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조정사항
(단위: 백만 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22

’23

’24

’25

’26

계

당초 기획안

0

0

0

100

100

200

조정안

0

0

0

0

0

0

당초 기획안 출처 : 기획보고서

○ 질병관리청은 구성기술 ‘1-2-2 데이터 품질관리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100백만 원*)의 용도를 동 사업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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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에 대한 예후 예측 모형 적용 및 검증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품질관리 및
라벨링 플랫폼 구입비용이라고 답변하였으나,
* 라벨링 플랫폼 라이센스(30백만 원) +라벨링 플랫폼 아노테이션(70백만 원)

○ 동 사업의 내용 중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기술개발 내용이 삭제되어,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라벨링 모형 적용과 검증 필요성이 낮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후반기에 해당 플랫폼을 구입하여 활용할 경우 사업초기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및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진시기의 타당성도 미흡
<표 5-4> 질병관리청 1-2-2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조정사항
(단위: 백만 원)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22

’23

’24

’25

’26

계

당초 기획안

0

0

0

100

100

200

조정안

0

0

0

0

0

0

당초 기획안 출처 : 기획보고서

나. 1-3 데이터 공유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구성기술 ‘1-3-1 통합 데이터 검색 서비스 운영’과 구성기술 ‘1-3-2 분야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에 대한 설문조사 분리 추진의 근거가 미흡함
○ 설문대상(NBDS)과 응답자(NBDS이용자)가 동일함에도 구성기술 ‘1-3-1 통합 데이터
검색 서비스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60백만 원, 연 2회)와 구성기술 ‘1-3-2 분야별
맞춤형 데이터 제공’에 대한 설문조사(75백만 원, 연 2회) 예산을 각각 책정한 이유가
불분명함
<표 5-5> 당초 설문조사 추진 예산(안)
(단위: 백만 원)

구성기술

연구활동비 세부내용

’22

’23

’24

’25

’26

계

1-3-1

서비스만족도설문조사(연2회)

0

120

120

120

120

480

1-3-2

서비스만족도설문조사(연2회)

0

150

150

150

150

600

출처 : 기획보고서

○ 주관부처는 설문대상과 응답자가 동일하여 구성기술별로 설문조사를 분리 추진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3-1과 1-3-2 설문조사를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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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수정된 설문조사 추진 예산(안)
(단위: 백만 원)

구성기술

연구활동비 세부내용

’22

’23

’24

’25

’26

계

1-3-1

서비스만족도설문조사(연2회)

0

150

150

150

150

600

1-3-2

서비스만족도설문조사(연2회)

0

0

0

0

0

0

다. 2-1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기반기술개발
□ 구성기술 ‘2-1-1 분야별 데이터 품질관리 고도화 기술개발’은 품질향상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3~5년)되므로 사업기간 내 활용이 어렵고, 보정된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개발된 기술의 수월성 확보 및 데이터품질확보
목적달성도 어려워 예산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표 5-7> 2-1-1 위탁연구개발비 조정사항
(단위: 백만 원)

위탁연구개발비
당초 기획안

’22

’23

’24

’25

’26

계

1,500

2,000

2,000

2,000

2,000

9,500

0

0

0

0

0

0

조정안
당초 기획안 출처 : 기획보고서

○ ’25년 개발 완료 후 성능의 검증 및 플랫폼 탑재를 계획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성능지표로 보정된 데이터의 품질보장 스펙이 아닌, 품질향상 기술개발 건수(5년간
3개 이상 기술 개발)만을 제시하고 있어 개발기술의 수월성 확보가 불확실함
- 또한 보정된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보정기술
개발 자체만으로는 데이터품질확보라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표 5-8> 2-1-1 구성기술 개발목표
성능지표
과제 선정 기준 수립(안)

현재 최고 기술수준
국내
해외
-

품질 향상 기술 개발 건수

-

-

연구 개발 결과물 탑재 및 활용

-

-

출처 : 기획보고서

개발목표 스펙
1건
5년간 총 3개 이상
기술 개발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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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2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선도기술개발
□ 구성기술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과 구성기술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기술 개발’은 개발되는 분석 기술의 활용성과
수월성이 소명되지 않아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은 공모 방식으로 5년간 총 12개의
도구를 개발,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기술 개발은 공모 방식으로
5년간 총 4개의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나,
○ 분석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채 개발된 분석
기술을, 다양한 목적과 형식으로 생산되어 수집된 데이터 분석에 적용한다는 계획만
제시되어 있어 분석기술의 활용성이 불확실함
- 개발되는 기술의 활용성 제고 차원에서 수집된 데이터와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전략분야 1과 전략분야 2 간의 시간적 논리적 연관 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활용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성능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개발된 기술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해외의 선도 데이터센터도 보유하지 못한 기술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높은 기술 경쟁력을 지닌 기업은 (국가 R&D를 통한 기술개발
보다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업화할 가능성이 높아 공모에 참여한 업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사업기간 내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현이 가능할지 불확실성이 존재
- 주관부처는 추가답변을 통해 기술의 성능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기술별 수월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개발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과학적 성과 및 인프라
성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적절한 성능목표라고 할 수 없음
<표 5-9> 특화분석 선도기술개발 성능목표
구분

내용

과학적 성과

SCIE논문 (JCR 분야별 상위 20%이내)
데이터 스테이션 탑재 가능한 형태로 분석 기법, 플랫폼, 시스템을 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인프라 성과

※ 상기 성과 모두를 달성해야만 성과목표 달성으로 간주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개별 분석도구별 예산 책정의 근거가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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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선도기술개발 위탁연구개발비 예산(안)
(단위: 백만 원)

구분

’21

`21년도 선진화 사업 과제
공모 시 발생한 추가 과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KISTI)
수요맞춤형
바이오
통합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이종데이터
통합연계형
바이오분석
기술 개발
질병관리청
(CODA)

’23

’24

’25

’26

계

400

400

0

0

0

800

염색질 고차구조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300

300

300

0

0

0

600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대사모델 구축

300

300

300

0

0

0

600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화합물 레트로 합성 경로
설계 기술 개발

500

400

400

0

0

0

800

고성능 이미지 분석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320

320

320

0

0

0

640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가상 실험 환경 구축

500

500

500

300

300

0

1,600

웹기반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0

0

0

500

500

500

1,500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친환
경 바이오 신소재 기술 개발

0

0

0

500

500

500

1,500

영상 및 이미지의
3D 시각화 기술 개발

0

0

0

300

300

300

900

실험 데이터
가상 검증 환경 개발

0

0

0

500

500

500

1,500

인공지능 기반 독성 및
약동력 평가 시스템 개발

0

0

0

400

400

400

1,200

0

0

300

300

300

900

디지털 바이오
제조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KISTI)

’22

멀티오믹스-임상 데이터
연계 분석기술 개발

300

300

300

0

0

0

600

마이크로바이옴, 단백체, 대사
체, 통합 분석 도구 개발

400

400

400

0

0

0

800

인공지능 기반 전임상/임상데
이터 연계 분석기술 개발

0

0

0

400

400

400

1,200

자유 공모

0

0

0

300

300

300

900

400

400

학
술
용
역

보건의료 생체신호 분석
및 활용 체계 개발
보건의료 웨어러블 분석
및 활용 체계 개발

출처 : 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800
400

400

4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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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이유로 핵심기술 ‘2-2 바이오 통합데이터 특화분석 선도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다만, ’21년 공모 등의 절차를 이미 진행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과제의 경우
지원 종료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보다 후속지원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여 동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과제에 한해
예산지원을 인정함
- 이 경우에도 개발된 분석기술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 데이터 수집
계획과의 긴밀한 연계방안을 마련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구성기술 ‘2-2-3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기술 개발’은 기술개발 수행 주체의
전문성이나 개발된 분석기술의 활용성과 수월성이 소명되지 않는 한,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구성기술 ‘2-2-3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기술 개발’은 구성기술 ‘2-2-1 수요
맞춤형 바이오 통합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이나 구성기술 ‘2-2-2 이종 데이터 통합
연계형 바이오 분석기술 개발’과 달리 공모 방식이 아닌 KISTI가 직접 기술개발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KISTI가 (유전체 데이터 분석 도구 가속 기술개발을
비롯한) 15대 바이오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부재
○ 또한, 성능지표로 데이터 분석속도의 향상 목표치 스펙이 아닌, 가속기술개발 건수
만을 제시하고 있어 개발기술의 수월성 확보가 불확실함
<표 5-11> 2-2 구성기술 예산 조정사항
(단위: 백만 원)

2-2 구성기술
2-2-1
당초
기획안

조정안

2-2-2

2-2-2

’22

’23

’24

’25

’26

계

1,870

2,420

3,200

3,200

3,200

13,89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700

700

700

700

700

3,500

질병관리청

400

400

400

400

400

2,000

2-2-3

400

400

400

400

400

2,000

2-2-1

2,270

2,820

700

700

700

7,19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700

700

0

0

0

1,400

질병관리청

0

0

0

0

0

0

0

0

0

0

0

0

2-2-3
당초 기획안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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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3-1 데이터 수집/저장 환경 구축
□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로 NBDS와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268PB를 운영할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백업스토리지의 중복 구축 가능성이 존재
하고, 질병관리청 저장시스템 구축비용이 과다함
○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데이터가 자체 데이터센터 내에 저장되고 NBDS와 연계되어
백업용으로 NBDS에 저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장용량(8.4PB) 이외에 백업을 위한
스토리지(16PB)를 중복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함
- 백업 스토리지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상 NBDS로 공유되지 않고 질병관리청의
데이터센터에만 저장되는 데이터의 백업을 위한 용도라 하더라도, NBDS로 공유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까지 백업을 하는 것은 중복 투자로 판단됨
<표 5-12>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계획
구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NBDS)

저장

백업

합계

3대 분류, 15대 분야
모든 데이터

104.3PB

79.1PB

183.4PB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2.8PB

23.1PB

45.9PB

15PB

-

15PB

농촌진흥청 (NABIC)
질병관리청 (CODA)

8.4PB

16PB

24.4PB

합계

150.5PB

118.2PB

268.7PB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립적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NBDS 하드웨어 인프라를 공유
(데이터스테이션 공유형 부처 데이터센터)하며, 농촌진흥청과 질병관리청은 독립적 데이터센터를 운영
출처 : 기획보고서

○ 주관부처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NBDS 체계를 독립적 데이터센터의 실데이터를 중복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백업스토리지 중복 구축 이슈는 해소되었음
○ 또한, 질병관리청의 스토리지 단가는 5억 원/PB로 NBDS 스토리지의 단가인 4억 원/
PB와 비교 시 구축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장비 구축비용을
현실화하여 조정함(750백만 원→564백만 원)
- 질병관리청은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스토리지 용량을 상향(5~7PB)하였고, 상향된
용량을 고려해 장비구축 비용을 재조정(564백만 원→610백만 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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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질병관리청 스토리지 구축비용 조정결과
(단위: 백만 원)

연구장비재료비

’22

’23

’24

’25

’26

계

당초 기획안

750

750

750

750

750

3,750

1차 조정안

564

564

564

564

564

2,820

2차 조정안(최종)

610

610

610

610

610

3,050

당초 기획안 출처 : 기획보고서

□ 향후 데이터의 증가 속도가 기획보고서의 선도사례를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여 제시된 수준의 용량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없음
○ 주관부처에서는 ’20년 대비 ’21년 국내 5개 부처별 데이터센터 및 대용량 데이터 보유
출연연의 데이터 증가율이 연간 평균 2.9배(최대 6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임을 근거로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18개월마다 2배 증가(연간 약 1.58배)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표 5-14> 국내 부처별 데이터센터 및 주요기관 데이터 보유현황 및 증가율
구분

’20 1월

’21 1월

증가량

증가율

KOBIC

450TB

991TB

541TB

2.2배

기초과학지원연구원

550TB

3,305TB

2,755TB

6배

한국화합물은행

7TB

7TB

0TB

1배

K-MASTER 사업단(고려대, 보건복지부)

22TB

35TB

13TB

1.6배

NABIC(농촌진흥청)

620TB

906TB

286TB

1.5배

CODA(보건복지부)

214TB

239TB

25TB

1.1배

INGIC(산업통상자원부)

56TB

61TB

5TB

1.1배

MAGIC(해양수산부)

47TB

78TB

31TB

1.7배

합계

1.9PB

5.5PB

3.6PB

2.9배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이는 NCBI(2년마다 약 2배)나 EBI(2년마다 약 2배)보다 여전히 높은 증가율인 바,
데이터 증가율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함
- 미국의 NCBI는 선도적·차별적 지위로 자국 내 데이터 뿐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유럽생물정보센터(EBI) 역시 유럽 중심의 21개 회원국
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데이터를 통합 수집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하는 NBDS가 해외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데이터 증가 추이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은 신빙성이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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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품질관리 된 바이오 연구 데이터 등록량이 매년 5PB씩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성과목표를 설정한 근거가 미흡함
- ’02년도 이후 18년간 누적 등록된 부처와 주요 기관 보유 데이터가 4.5PB, ’21년
현재까지 개인 연구자가 KOBIC에 등록하여 연구성과물로 집계된 데이터가 0.1PB
(182TB), ’26년까지 연계될 예정인 대규모 데이터 생산 R&D사업 연계 데이터가
연 평균 1.2PB임을 고려할 때, 품질관리된 데이터가 매년 5PB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치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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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증가율
근거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데이터 스토리지 증가 예측치

* ‘20년을 기준으로 18개월마다 바이오 데이터의 총량은 2배 증가(연간 약 1.58배 증가)
* 2015년 미국 11개 주요 바이오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규모는 46.2PB이며, 7개월~18개월
마다 바이오 데이터가 두 배씩 증가한다고 보고됨. 이를 근거로 보수적으로 약 18개월로
가정하여 산정 ※ 자료 : Stephens et. al., 2015

‘21년 증설 필요한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9PB) 산출 근거
= 저장 공간(➊+➋+➌=10.6PB) - 기존 저장 공간 1.6PB*
* KOBIC 보유 활용 가능한 기존 저장 스토리지

➊ (기존 데이터 수집) 연구자 서랍 속 데이터(추정) : 3 PB
※ 15.0PB(년간 총 생산 데이터량) × 최근 3년 × 7%(수집률) ≒ 3PB

➋ (기 수집 데이터 연계) 부처 데이터센터 및 대형사업단(기관) 기 보유 데이터: 4PB
※ 대형사업단 또는 기관 보유 데이터량 : 4PB
➌ (신규 데이터 수집) ‘21년 신규 수집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량 : 3.6PB
※ 16,572(과제수) × 0.22TB/년 = 3.6PB 혹은

(기존 데이터 7PB × 2(12/18)) - 기존 데이터 7PB ≒ 3.6PB

<계산에 활용된 관련 수치 산출 근거>
제목

수치

국가 바이오 R&D 과제수(3년)
평균 생산 데이터량

68,394개

(1과제, 5년 과제 기준)
R&D 과제별 총 연구기간(평균)
바이오 R&D 총 생산
데이터량(1년)

1.1TB
5년
15.0PB

비고
NTIS 등록 BT분야 과제 수 (17년~’19년)
KOBIC에 기 등록된 과제들의 평균 데이터량
기초연구(평균 4.2년), 신진연구(평균 5.0년), 중견연구(평균 5.7년)
68,394개(과제수) × 0.22TB(1.1TB/5년) = 15.04PB

출처 :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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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데이터증가율을 재산정해 필요스토리지 용량을
감축하고, 성과목표로 품질관리된 데이터 등록량 대신 데이터 품질 오류율을 제시함
○ 국내 연구자가 지난 8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를 기반으로 NCBI에 등록한
데이터 증가율에 근거하여 데이터 증가율을 재산정(연간 1.58배→1.35배)하고, 생
산·저장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량을 제시함
* ’21년 2PB 생산 기준으로 매년 1.35배씩 증가하여 ’26년 9PB가 신규 생산 및 저장되어
총 36.8PB의 데이터가 누적되는 것으로 예상함

○ 산출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품질관리된 데이터 등록량(매년 5PB씩 증가하여 ’26년
35PB)을 삭제하고,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연도별 데이터 품질 오류율을 제시함
<표 5-15> 연간 1.35배씩 증가하는 예상 수집 데이터량 및 성과지표
구분
기존

’21

’22

’23

’24

’25

’26

신규 데이터량(PB)

9

6.4

9

18

24

38

누적 데이터량(PB)

10.6

17

26

42

66

104

누적 품질관리데이터량(PB)

10

15

20

25

30

35

신규 데이터량(PB)

2.0

2.7

3.6

4.9

6.6

9.0

누적 데이터량(PB)

10.0

12.7

16.3

21.2

27.8

36.8

1.2%

1%

0.75%

0.5%

0.3%

변경후

데이터 품질 오류율(%)
출처 : 추가제출자료

○ 부처별 데이터 개별 저장 및 증가율 변경에 따라 예측 데이터량이 축소(104PB→
36.8PB)되며 NBDS 저장 스토리지가 ’26년 누적 기준 130.4PB에서 46.2PB로 감축됨
<표 5-16> NBDS(과기정통부) 저장 및 백업용 스토리지 변경안
구분

바 저장용
이 스토리지
오
스
테
이
션 백업용
스토리지

기보유
(~’21)

’22

’23

’24

’25

’26

저장
공간
(누계)

기획보고서

9.7PB

17.3PB

26PB

42.3PB

66.2PB

104.3PB

변경*

10PB

21.6PB

32.5PB

52.9PB

82.8PB

130.4PB

증가
규모
(연간)

기획보고서

-

7.6PB

8.7PB

16.3PB

23.9PB

38.1PB

변경*

-

11.6PB

10.9PB

20.4PB

29.9PB

47.6PB

저장 공간
(누계)

1PB

12PB

20.8PB

32.9PB

46.1PB

79.1PB

증가규모
(연간)

-

11PB

8.8PB

12.1PB

13.2PB

33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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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유
(~’21)

’22

’23

’24

’25

’26

저장 공간
(누계)

10PB

15.9PB

20.5PB

26.7PB

35.0PB

46.2PB

증가규모
(연간)

-

5.9PB
(3.4+2.5)

4.6PB

6.2PB

8.3PB

11.2PB

저장 공간
(누계)

1PB

15.9PB

20.5PB

26.7PB

35.0PB

46.2PB

증가규모
(연간)

-

14.9PB
(9+5.9)

4.6PB

6.2PB

8.3PB

11.2PB

(변경 후)
바
이
오
스
테
이
션

저장용
스토리지

백업용
스토리지

* 당초 기획보고서의 저장 공간 산정에 오류가 있어, 주관부처에서 저장 공간 수치를 재산정한 결과
출처 : 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 산업부와 식약처를 위한 공유형 부처데이터센터의 저장 및 증가율 변경에 따라
공유형 부처데이터센터 저장 스토리지를 ’26년 누적 기준 22.8PB에서 5.7PB로 감축
<표 5-17> 공유형 부처데이터센터 저장 및 백업용 스토리지 변경안
구분
저장용
스토리지
공
유
형

백업용
스토리지

저장 공간
(누계)
증가 규모
(연간)
저장 공간
(누계)
증가규모
(연간)

기보유
(~’21)

’22

’23

’24

’25

’26

2.1PB

4.3PB

6.5PB

9.7PB

15.2PB

22.8PB

-

2.2PB

2.2PB

3.2PB

5.5PB

7.6PB

-

4.4PB

6.6PB

9.9PB

15.4PB

23.1PB

-

4.4PB

2.2PB

3.3PB

5.5PB

7.7PB

↓
기보유
(~’21)

’22

’23

’24

’25

’26

저장 공간
(누계)

2.1PB

2.7PB

3.2PB

3.8PB

4.6PB

5.7PB

증가규모
(연간)

-

0.6PB

0.5PB

0.6PB

0.8PB

1.1PB

저장 공간
(누계)

-

2.7PB

3.2PB

3.8PB

4.6PB

5.7PB

증가규모
(연간)

-

2.7PB*

0.5PB

0.6PB

0.8PB

1.1PB

(변경 후)

저장용
스토리지
공
유
형
백업용
스토리지

* 2021년에는 예산부족으로 백업스토리지 구축없이 저장 공간만 구축, 2022년에 2021년 구축한 스토리지 공간
(2.1PB)과 2022년 신규 구축되는 저장공간(0.6PB)에 대한 백업 스토리지 동시 추가
출처 : 기획보고서,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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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기획안과 비교시, 인프라의 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여 NBDS의
스토리지를 감축하였으며, 주관부처가 수정하여 제시한 저장 공간은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됨
○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 데이터 생산 과제의 구체적인 규모나 개인 연구자의 데이터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연간 데이터 증가율에 기반해 스토리지 구축
규모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 사업추진과정에서는 NBDS에 수집·등록된 데이터가 연구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실제 활용되는 유효한 데이터가 얼마나 포화되어 가는지,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가
누적되어 저장 공간을 소진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그에 비례하여 합리적
규모로 수집/저장 인프라(스토리지 등)를 확대·구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 내 하드웨어 인프라의 운영/유지보수 내용과 동 사업의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하드웨어의 운영 및 유지보수 내용이 유사하여 예산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명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 내 ‘바이오인프라선진화’ 과제는 하드웨어 인프라 유지
보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동 사업과 목적·내용·지원대상이 중복됨
* 바이오 연구 데이터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UPS, 항온항습기
등 하드웨어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운용 장비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 수행

○ 주관부처는 ‘바이오인프라선진화’과제 내 하드웨어 인프라의 운영/유지보수는 생명
정보 연구성과물 전담기관인 KOBIC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역으로
NBDS를 위한 장비 구축 이전의 하드웨어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10년부터
’20년까지 구축한 전산 장비의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중복성이 없으며,
○ NBDS 사업에서 구축한 저장용·백업용·분석용 장비의 유지보수 추진 등은 생명연
예산을 통한 기 구축 장비의 유지보수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별로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소명하였는 바, 분리추진을 전제로 중복성 이슈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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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3-1-1 구성기술 예산 조정사항
(단위: 백만 원)

3-1-1 구성기술
당초
기획안

조정안

’22

’23

’24

’25

’26

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700

4,700

7,400

9,100

14,173

40,073

질병관리청

925

1,000

1,075

1,150

1,225

5,375

농촌진흥청

500

500

2,000

2,000

0

5,0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283

2,685

3,370

3,766

4,684

18,788

질병관리청

785

860

935

1,010

1,085

4,675

농촌진흥청

500

500

2,000

2,000

0

5,000

당초 기획안 출처 : 기획보고서

바. 3-2 데이터 분석/활용 환경 구축
□ 구성기술 ‘3-2-1 클라우드 기반 분석/검색 프레임워크 구축’과 구성기술 ‘3-2-3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HW) 및 운영’은 NBDS에서 분석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점차 증가
한다는 전제하에 장비 성능과 용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분석 서비스의 활용 현황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활용 수요와 필요한 인프라 간 연계성이 부족함
○ 축적된 데이터에 비례하여 클라우드 기반 분석/검색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
서는 데이터의 활용도가 전제되어야 함에도(활용가치가 낮은 데이터는 축적되어도
분석/검색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표 5-19> 클라우드 기반 분석/검색 프레임워크 구축 연도별 소요예산 조정안
(단위: 백만 원)

구분

’22

’23

’24

’25

’26

계

KOBIC 연구활동비(용역개발비) 등

1,160

0

0

0

0

1,160

KISTI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등

0

0

0

0

0

0

○ 주관부처에서는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2단계(’24-’26) 추진 시 데이터 축적의
정도와 분석서비스에 대한 연구 현장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22년부터 KISTI에서 추진할 예정이던 클라우드 기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웹 기반 개발 환경(Python),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반 보안, 전송보안, 양자
암호 적용, 사용자 활동 이력 감시, 지능형 접근 보안 관련 기능은 미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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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검색 프레임워크를 위한 최소한의 검색 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인정하여 해당 예산(1,160백만 원)만 반영함
○ 데이터 수집·저장을 위한 인프라와 달리, 분석 스토리지의 경우 NBDS 내의 분석
서비스 활용 현황에 따라 필요량이 결정되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아니라
데이터 축적에 따라 분석서비스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HW
성능과 용량을 높여 도입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분석 서비스 활용 수요에 대한
근거, 활용수요와 필요한 분석 인프라 간 논리적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표 5-20> 바이오데이터 분석용 인프라 도입계획
(단위: 백만 원)

장비명

사양

주요용도

금액

바이오 데이터 분석용 저장
및 컴퓨팅인프라 (22년)

2PB,
GPU 노드 20식, CPU 노드 10식,
방화벽, HCA 및 케이블

분석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서비스

2,575

바이오 데이터 분석용 저장
및 컴퓨팅인프라 (23년)

2PB,
GPU 노드 30식, CPU 노드 10식,
방화벽, 인터커넥트 스위치,
HCA 및 케이블

분석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서비스

3,975

바이오 데이터 분석용 저장
및 컴퓨팅인프라 (24년)

2PB,
GPU 노드 50식, CPU 노드 20식,
인터커넥트 스위치

분석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서비스

3,850

바이오 데이터 분석용 저장
및 컴퓨팅인프라 (25년)

4PB,
GPU 노드 60식, CPU 노드 40식

분석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서비스

4,800

바이오 데이터 분석용 저장
및 컴퓨팅인프라 (26년)

4PB,
GPU 노드 60식, CPU 노드 40식

분석 데이터 저장
및 분석 서비스

4,800

출처 : 기획보고서

○ 주관부처에서는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21년 예산 투입으로 이미 구축한 클라우드
기반 분석 환경을 위한 운영비 일부(연간 500백만 원, 총 2,500백만 원)를 제외한
예산을 미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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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3-2-3 구성기술 예산 조정사항
(단위: 백만 원)

3-2-3 구성기술
당초
기획안

조정안

’22

’23

’24

’25

’26

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822

5,500

5,600

6,800

7,400

29,122

질병관리청

250

250

250

250

250

1,250

농촌진흥청

1,200

2,000

500

500

500

4,7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500

500

500

500

500

2,500

질병관리청

250

250

250

250

250

1,250

농촌진흥청

1,200

2,000

500

500

500

4,700

출처 : 기획보고서

□ 구성기술 ‘3-2-2 인공지능 허브 환경 구축’의 연구장비를 바이오 인공지능 모델이나
학습데이터세트 구축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기간 동안 매년 동일 수량으로
구축한다는 계획과 개발목표 스펙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음
○ 바이오 인공지능 모델 기반 문제 해결 서비스 등은 양질의 바이오 연구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세트가 구축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 초기보다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축적이 많아지는 후반부에 (인공지능 허브
서비스와 그를 위한 서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매년 동일한
수량으로 장비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타당성이 낮음
<표 5-22> 바이오 인공지능 허브 서비스 용 서버 구축비용과 용도
(단위: 백만 원)

구분

’23

’24

’25

장비
구축비용

80

80

주요용도

바이오인공지능
모델기반
문제해결 서비스

바이오인공지능
데이터 처리개발

’26
80

바이오인공지능
모델 검증 개발

80
바이오인공지능
데이터 및 모델
검증 개발

출처 : 기획보고서

○ 바이오인공지능 모델 수집/제공 건수의 해외 최고 기술수준은 누적 27건, 본 사업의
개발목표는 매년 30건으로 해외 최고 기술수준보다 높은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정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달성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예산을 미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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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3 데이터 공통 인프라 환경 구축
□ 구성기술 ‘3-3-2 데이터 고속 전송기술 개발적용’과 구성기술 ‘3-3-3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개발’은 기술개발 수행 주체 설정의 근거 및 직접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사업기간 내 활용가능성이 불확실함
○ 구성기술 ‘3-3-2 데이터 고속 전송기술 개발적용’은 KOBIC이, 구성기술 ‘3-3-3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개발’은 KISTI가 자체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KOBIC/
KISTI가 데이터 고속 전송 기술과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가 부재하고, 시중에 개발된 기술을 탑재하여 활용하거나 공모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안 대비 직접 개발
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근거 역시 부재함
* 유전체, 의료영상, 단백체 및 고분자구조 데이터에 대한 압축도구 개발을 KISTI가 수행
한다는 계획이나 KISTI가 생명의료 분야 민간업체 대비 유전체나 의료영상 등의 데이터
압축도구 개발에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근거자료가 부재함

○ 또한, 구성기술 ‘3-3-3 데이터 저장 효율화 기술 개발’은 사업기간 내 활용가능성이
불확실함
- 사업기간 동안(’22~’26) 압축 알고리즘, API 설계와 압축도구 개발을 수행할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6)에 데이터저장 효율화 기술개발 성과물이 도출되므로,
대부분의 사업기간(’22~’25) 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압축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함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내용 및 예산을 미반영함
아. 4-1 데이터 이용 지원서비스 운영
□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 중, 바이오 데이터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예산소요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병원, 학교, 연구소, 기업 등의 다양한 바이오 연구 환경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 데이터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사업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본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해당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위탁연구개발을 통해 바이오 분야 협회·단체 등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의체(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며 연간 150명씩의 바이오데이터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계획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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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1차년도에 개발한 콘텐츠를 2~5차년도에 재활용하지
않고, 사업기간 동안 매년 콘텐츠 개발비용(400백만 원*5년=2,000백만 원)이 필요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게 1인당 30백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
자료에 제시된 인재 양성 인건비가 상이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음
- 기획보고서 : 월 임금 250만 원*10개월*150명/연간=3,750백만 원
- 추가제출자료 : 월 임금 300백만 원*150명/연간=4,500백만 원
<표 5-23> 바이오데이터 현장맞춤형 인재양성프로그램 세부내역
비목

산출 근거

협의체 운영

운영비

500

컨텐츠
개발·지원

수요자 요구 기반 수준별 교육 컨텐츠 개발

200

교육 운영
간접비

예산(백만 원)

실전과제 수행 단계별 역량 교육 컨텐츠 개발
양성 인재 인건비 (150명 × 30백만 원)

200
4,500

교육비

54

(인건비 + 직접비) × 10%

546

합계

6,000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내용 및 예산을 미반영함
□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의 효과성이 불확실하며, 교육운영 비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
○ 동 사업의 교육 대상자, 교육 콘텐츠 수준, 교육시간, 교육성과 검증 방안(전문인력
양성 성과 검증방안) 등 전문인력양성 관련 구체적인 성과 목표·지표 및 검증방안
마련 없이 단순히 교육 워크샵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만 제시되어 있어
세부활동의 효과성이 불확실함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하여 교육 완료 후 교육에 대한 이해정도 파악을
위해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추출하여 제공하고, 합격한 교육생 대상으로 수료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NBDS 정제와 큐레이션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고려할 때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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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대상은 학사이상 전공자로, 대학원생이 아닌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특정 연구프로젝트와 관계없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활동은 연구개발(R&D)이 아닌 과학기술교육훈련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의 타당성이 낮음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은 KOBIC이 주관할 계획으로, KOBIC에 기 구축된
사무기기(교육용 전산장비)를 활용할 경우 양성 인재용 사무기기 예산(125백만 원)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인력양성 사업임을 고려 시 연구활동비 예산 근거도
미흡함
<표 5-24>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인재양성프로그램 세부내역
비목
인력양성
교육운영
간접비

산출 근거

예산(백만 원)

양성 인재 인건비 (25명 × 25백만 원)

625

관리 인력 인건비 (선임급 4명 × 66백만 원)

264

양성 인재용 사무기기 (25개 × 5백만 원)

125

연구활동비 (학회 참가비, 인쇄, 사무용품 등)

95

(인건비 + 직접비) × 10%
합계

111
1,220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내용 및 예산을 미반영함
□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의 바이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 양성은 동 사업과 관련성이 불확실하며, 교육운영 비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바이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성된 인력이 NBDS에
탑재될 바이오 데이터 맞춤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를 양성할 목표라면
동 사업보다 별도의 데이터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바이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 양성 프로그램은 KISTI 주관 계획으로, KISTI에
기 구축된 사무기기(교육용 전산장비)를 활용할 경우 양성 인재용 사무기기 예산
(100백만 원)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인력양성사업임을 고려 시 연구
활동비 예산책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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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5> 바이오데이터 전문프로그래머 양성프로그램 세부내역
비목
인력양성

산출 근거

예산(백만 원)

양성 인재 인건비 (20명 × 25백만 원)

500

관리 인력 인건비
(책임급 1명 × 8.6백만 원, 선임급 3명 × 39.6백만 원)

127

양성 인재용 사무기기 (20개 × 5백만 원)

100

고급 프로그래밍 교육 (2회 × 10백만 원)

20

교육운영

연구활동비 (학회 참가비, 인쇄, 사무용품 등)

93

(인건비 + 직접비) × 10%

84

간접비

합계

924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주관부처는 이상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련 내용 및 예산을 미반영함
□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의 분석거점당 예산
소요 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 분석거점을 통한 인력양성 계획의 구체성과 동 사업 내 타 인력양성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부족함
- 데이터 분석거점별 매년 15명의 인력양성 추진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나, 양성되는
인력의 전문분야나 구체적 성과 목표·지표 및 검증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분석거점은 인력양성보다 연구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 바이오 데이터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명확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분석
거점을 통한 인력양성은 세부활동의 효과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됨
* 분석거점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의 수가 아닌 바이오데이터분석거점 연구과제 지원 수
(건)가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음

○ 분석 및 교육을 위한 별도 전산장비를 거점별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불명확하며
사업연차에 관계없이 매년 전산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에 해당됨
- 분석거점 선정 시 전산장비가 구비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수요를 고려할 때 해당
장비의 활용성 문제도 발생함
- 전산장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1차년도에 거점으로 선정되어 전산장비를
구축한 경우 2~5차년도에는 별도의 전산장비 구축이 필요 없음에도 동일 거점에
대해 매년 전산장비를 중복 구축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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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 분석거점별 소요예산 세부내역
비목

산출 근거

인력양성

예산(백만 원)

양성 인재 인건비 (15명 × 25백만 원)

375

교육비

50

분석지원

인건비 (3명 × 50백만 원)

150

분석 및 교육을 위한 전산장비

100

연구지원 50건 × 3백만 원

150

연구활동비 (회의비, 사무용품비용 등)

75

(인건비 + 직접비) × 10%

100

간접비

합계

1,000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사업초기 5개의 분석거점 설립 후 매년 1개씩 추가 설립하여 권역별·지역별 총 8개
분석거점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NBDS 플랫폼 공정률이 낮고
수집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부터 5개의 분석거점을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며, 개인별 맞춤형 분석지원의 효과성도 불확실함
○ 주관부처는 점검의견을 반영하여 분석거점의 역할을 당초 데이터 분석 지원에서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실데이터 품질지표 등을 개발하고 품질관리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제시함
<표 5-27>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분석거점(품질선도센터) 변경안
기획보고서

주관부처 변경안

○ 거점 수

○ 거점 수
(단위 : 백만 원)

구
분

’22

’23

’24

’25

1단계

’26

2단계

거
점
수

5

5

6

7

예
산

5,000

5,000

6,000

7,000

(단위 : 백만 원)

구
분

’22

’23

’24

’25

1단계

’26
2단계

8

거
점
수

4

4

5

5

5

8,000

예
산

8,000

8,000

10,000

10,000

10,000

(지정) 권역‧지역별 지정 운영

(지정) 전국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성 운영

(예산) 거점당 1,000백만 원

(예산) 거점당 2,000백만 원

출처 : 추가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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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분석거점을 품질선도센터로 역할을
조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연도별 센터지정 개수와 지원예산 설정 타당성은 미흡함
- 기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거점 당 지원예산이 기존 대비 2배 증가하여
거점 당 매년 2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은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상위 0.3%
이내 최고 수준의 연구집단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례
(이학분야(SRC) 연 15억 원 이내, 기초의과학분야(MRC) 연 14억 원 이내 지원)와
비교하더라도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 선도연구센터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품질선도센터당 지원규모는 연 15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되,
센터별 상황(담당전문분야 데이터 수집상황 및 활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평균 15억 원 수준에서
탄력적 운영

- 현재 제시된 계획만으로는 품질선도센터에서 수행한 품질관리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예측을 할 수 없어 동 사업
기간에는 활용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데이터 분야(4개)에 대해 파일럿으로
운영해보며 구체적 성과를 확인한 후 후속사업 추진 시 확대 추진이 필요함
<표 5-28> 품질선도센터 조정안
주관부처 변경안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조정안
○ 거점 수

○ 거점 수
(단위 : 백만 원)

구
분

’22

’23

’24

’25

1단계

’26
2단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2

’23

’24

’25

1단계

’26

2단계

거
점
수

4

4

5

5

5

거
점
수

4

4

4

4

4

예
산

8,000

8,000

10,000

10,000

10,000

예
산

6,000

6,000

6,000

6,000

6,000

(지정) 전국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성 운영

(지정) 전국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성 운영

(예산) 거점당 2,000백만 원

(예산) 거점당 1,500백만 원

주관부처 변경안 출처 : 추가제출자료

○ 구성기술 ‘4-1-2 데이터 분석 거점을 통한 전문 활용연구 지원’ 내 분석거점 명칭과
주된 역할이 각각 데이터 품질선도센터와 품질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4-1-2에 포함
되었던 품질선도센터(기존 분석거점)의 예산은 구성기술 ‘1-2-1 데이터 정제 및
큐레이션 기반 마련’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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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9> 1-2-1 구성기술 예산 조정사항
(단위: 백만 원)

1-2-1 구성기술
당초
기획안

조정안

’22

’23

’24

’25

’26

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334

1,550

1,549

1,329

1,329

7,091

질병관리청

400

400

400

650

650

2,5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7,434

7,650

7,649

7,429

7,429

37,591

질병관리청

1,000

1,000

1,000

1,150

1,150

5,300

당초 기획안 출처 : 기획보고서

자. 4-2 데이터 활용 교육
□ R&D 통계 분류를 위한 OECD 권고기준인 OECD Frascati Manual에 따르면, 핵심
기술 ‘4-2 데이터 활용 교육’에는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OECD Frascati Manual은 대학원생 이상의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제외한 과학기술
관련 단순 교육훈련*은 연구개발(R&D)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학원생 이상의 연구프로젝트와 관련된 학습, 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등이 아닌 개인적
학습, 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등의 교육 훈련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

○ 핵심기술 ‘4-2 데이터 활용 교육’의 전문인력양성교육 대상자는 학부생을 포함한
모든 연구자이며, 특정 연구프로젝트와 관계없이 단기(5일 이내) 또는 중·장기(1~2달
이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으로 R&D의 범위를 벗어나 동 사업을 통한
예산지원의 타당성이 낮음
○ 주관부처는 비R&D에 해당하는 학부생을 제외하고 대학원생 이상으로 교육 대상을
조정하였으나, ‘4-2 데이터 활용 교육’은 NBDS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학·
연·병의 모든 바이오 연구자를 대상으로 바이오 전 분야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기초생물학, 유전체학, 리눅스OS, 데이터구조론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교육을 본 사업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함
- 동 사업에서는 NBDS 활용에 필요한 분석방법(예를 들어, NBDS 내의 데이터나
분석 툴에 대한 활용 방법 등)을 튜토리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 일반적인 바이오 분야 기초교육이나 데이터 분석 방법 등은 대학, 학회, 협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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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맞춤형 집합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
대상자

교육내용

바이오전공자

전산전공자

- 바이오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예, 전장유전체, 엑솜유전체 등 정보 분석)
- IT 기본 프로그램(예, 파이션, R, 리눅스 OS 등)
- 전산 기본 알고리즘(예, 데이터 구조론, 알고리즘 등)
- 생물학 기본(예, 분자생물학, 유전체학, 기초 생물학 등)
- 바이오 데이터의 기본 교육(예, 유전체 정보 생산 및 특성 정보)
- 생명정보학 기초(예, 유전체서열 분석, 이미지 분석 등)

출처 : 기획보고서

○ 그에 따라 구성기술 ‘4-2-3 이러닝 시스템 구축(SW)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보·
제공’의 내역을 제외한 구성기술 ‘4-2-1 바이오 데이터 교육 인프라 구축(HW)’과
구성기술 ‘4-2-2 맞춤형 집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항목과 예산은 불인정
<표 5-31> 4-2 구성기술 예산 조정사항
(단위: 백만 원)

4-2 구성기술
당초
기획안

조정안

’22

’23

’24

’25

’26

계

4-2-1

250

300

100

100

100

850

4-2-2

120

120

120

120

120

600

4-2-3

300

300

200

200

200

1,200

4-2-1

0

0

0

0

0

0

4-2-2

0

0

0

0

0

0

4-2-3

300

300

200

200

200

1,200

당초 기획안 출처 : 기획보고서

차. 4-3 데이터 글로벌 활용 국제협력
□ 구성기술 ‘4-3-1 바이오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과 구성기술 ‘4-3-2 데이터 스테이션
글로벌 위상 강화’ 간 차별성과 추진활동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출장횟수 산정의
타당성 미흡함
○ 구성기술 ‘4-3-1 바이오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에서는 NCBI-EBI의 MANE 프로
젝트 사례처럼 실질적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1회성 워크숍 개최나
인력 교류 등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수준의 계획으로는 구체적 협력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구성기술 4-3-2와의 차별성도 모호하여 별도 핵심기술로 구분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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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BI와 EMBL-EBI(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ies-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는 MANE41)이라고 불리는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모든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에 대해 RefSeq Select와 Ensembl42) 사이에서 일치하는 고품질의
대표 전사체인 MANE Select를 도출하고 연구자 간 소통 및 데이터 교환을 용이
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수행
- 구성기술 ‘4-3-1 바이오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은 해외의 데이터센터와 협력 및
워크숍 개최, 구성기술 ‘4-3-2 데이터 스테이션 글로벌 위상 강화’는 국제 데이터
협의체 참여를 위한 국외출장비와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나, 4-3-2에서 제시한 국제
데이터 협의체 참여타진 및 해외 저널지와의 협력 강화 역시 글로벌 협력의 일환
이므로 구성기술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낮음
○ 구성기술 ‘4-3-2 데이터 스테이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횟수(1차년도
연간 11회, 2~5차년도 연간 22회) 산정 타당성이 미흡하고, 화상회의 등 대체방안
존재를 고려하여 감액조정함
<표 5-32> 국내외 출장 여비 근거
국제 협력을 위한 글로벌 협력 국외 출장비
글로벌 협력
(‘22)

데이터 협의체 참여 타진 및
국제저널지와 협력 준비

○ 해외 출장비: 99,000천 원
(4,500천 원/(1회)×2명×11회)
○ 국내 출장비: 1,000천 원

글로벌 협력 확대
(‘23, ’24, ‘25, ’26)

국제 데이터 협의체 본격 참여
및 저널지와 협력 강화

○ 해외 출장비: 198,000천 원
(4,500천 원/(1회)×2명×22회)
○ 국내 출장비: 2,000천 원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5-33> 4-3-2 연구활동비 내 국내외 출장여비 조정결과
(단위: 백만 원)

구분

’22

’23

’24

’25

’26

기존

100

200

200

200

200

조정안

50

100

100

100

100

기존 출처 : 기획보고서

41) MANE, Matched Annotation from NCBI and EMBL-EBI
42) 유전학자, 분자생물학자 및 유전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해 유럽생물정보센터(EBI)에서 제공하는 유전체
정보 검색 브라우저(http://www.ensemb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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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4> 4-3 구성기술 예산 조정사항
(단위: 백만 원)

4-3 구성기술
당초
기획안
조정안

’22

’23

’24

’25

’26

계

4-3-1

150

150

350

350

350

1,350

4-3-2

300

400

400

400

400

1,900

4-3-1

0

0

0

0

0

0

4-3-2

235

280

280

280

280

1,353

당초 기획안 출처 :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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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정 사업비 검토

□ 동 사업의 적정 사업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 5년(’22~’26)에 적정한 총
사업비는 1,313.81억 원(전액 국비)으로 도출됨
○ 다만, 기투자 대비 급격한 예산증액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1단계(’22~’23)
사업 추진 후 중간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품질관리의 효과성, 실제 활용되는
유효한 데이터 축적 및 공개 등)가 창출되는 것을 확인한 후 성과에 따라 2단계
(’24~’26)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5-35> 동 사업 연도별 예산 투입 및 향후 계획(국고)
(단위 : 억 원)

연도

기투자 및 주관부처 계획
기투자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계획

비고

2010

25.80

-

-

2011

25.80

-

-

2012

25.80

-

-

2013

25.80

-

-

2014

25.80

-

-

2015

25.80

-

-

2016

25.80

-

-

2017

21.50

-

-

2018

31.46

-

-

2019

27.97

-

-

2020

30

-

-

2021

-

441.89

-

2022

-

444.90

293.765

2023

-

496.40

271.286

2024

-

539.75

248.066

2025

-

577.56

255.556

2026

-

623.28

245.136

합계

291.53

3,123.78

1,313.809

기추진(‘10~’21)
국고 733.42억 원

주관부처의 당초
향후추진(‘22~’26)
국고 총예산
2,681.89억 원
적정성재검토 결과
향후추진(‘22~’26)
국고 총예산
1,313.8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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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결론

□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보다 데이터 수집과 품질
관리를 통한 활용기반 조성에 집중하여 사업을 효율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품질관리를
통해 질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바이오 연구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 활용가능성 높은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품질관리가 사업 성공의 핵심요인임에도
데이터 수집과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 수집·관리·제공 체계 마련에는 불과 12%의
예산이 책정된 반면, NBDS 플랫폼 구축에 전체 예산의 44%, 인력양성이 포함된
이용지원 프로그램에 31.9%가 책정된 구조는 타당성이 부족함
□ 사업목표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성, 효과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세부활동은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품질관리 고도화기술, 가속기 기반 데이터 고속 분석기술 개발 등은 개발될 분석
기술의 활용성과 수월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고, 데이터 고속 전송기술 개발,
데이터 저장 효율화기술 개발은 기술개발 수행 주체 설정 근거와 직접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사업기간 내 활용가능성이 불확실함
○ 바이오 데이터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바이오 데이터 전문 프로그래머 양성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동 사업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구체적인 성과 목표·지표 및 검증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부 내용은 비R&D에 해당됨
□ 인프라의 중복 구축 방지를 위해 당초 제시한 정책수단보다 효율적 대안으로 변경
하고, 품질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등 적정성재검토 과정을 통해 사업 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짐
○ 주관부처는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NBDS체계(실데이터 중복 저장)가 인프라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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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구축에 따른 비효율성이 있다는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프라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부처의 실데이터는 NBDS에 중복
저장하지 않고, 메타 데이터 연계를 통해 NBDS에서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수정
하여 스토리지 구축비용을 절감하였음
○ 또한, 사업목표 달성 기여가능성이 불확실한 분석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고 품질관리방안을 보완*함으로써 데이터 수집과 품질관리를 통한
활용기반 조성 중심으로 사업을 효율화함
* (예시) 기존 분석거점의 역할과 기능을 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으로 수정하고, 품질관리 전문인력
보강, 성과지표에 데이터 품질 오류율을 신설하고 NBDS 서비스 만족도 조사항목에 이용데이터
품질만족도 추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품질관리 전담인력 활용,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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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제언

□ 기투자 대비 급격한 예산투입 증가를 고려한 사업추진과 관리가 필요
○ 기존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1단계(’22~’23) 사업 추진 후 중간점검을
통해 구체적 성과(품질관리의 효과성, 실제 활용되는 유효한 데이터 축적 및 공개
현황 등)가 창출되는 것을 확인한 후 성과에 따라 2단계(’24~’26)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
※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연구현장의 활용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 성과를 이유로 사업을 중단
시키기에는 계속사업임을 고려 시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주관부처가 제시한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됨

○ 또한, 예산투입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투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 성과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보완 및 상시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실제 활용되는 데이터량을 고려한 인프라 확대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
○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 데이터 생산과제의 구체적인 규모나 개인 연구자의 데이터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연간 데이터 증가율을 기반으로 ’26년
데이터량과 스토리지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 사업추진과정에서는 NBDS에 수집·등록된 데이터가 연구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실제 활용되는 유효한 데이터가 얼마나 포화되어 가는지, 활용되지 않는 데이터가
누적되어 저장 공간을 소진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그에 비례하여 합리적
규모로 수집/저장 인프라(스토리지 등)를 확대·구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사업 성공의 핵심요인 중 하나인 데이터 품질관리의 실효성과 구체성 강화가 필요
○ 데이터 공개 후 사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오류율이 도출
되는 것이므로(데이터 공개→연구자 접속→데이터 활용→QC에 대한 피드백), 성과
지표에 데이터 공개율을 포함시켜 raw data를 공개하고 오류를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
○ 품질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품질선도센터별 담당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품질선도센터의 역할을 데이터 QC 및 오류 피드백 등 품질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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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떻게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고 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고민(추진체계 고도화, 품질선도센터 세부운영방안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
○ KOBIC의 품질관리인력 확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지속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NBDS의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연계·수집을 위해 데이터발전위원회를 통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사업 추진체계에 반영하고, 전문분야별 강화된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품질선도센터를 추진체계에 포함한 점은 동 사업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품질선도센터의 안정적 착근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데이터발전위원회나
표준화위원회 등을 통한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피드백 구조를 마련하는 등 상시적
으로 추진체계를 진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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