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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인체데이터를 활용한 글로벌 빅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주도하에 1979년부터 5~7년마다 7차례에 걸쳐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 및 생활공간
설계에 필요한 한국인 인체치수, 형상 및 활동범위 데이터를 산·학·연에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안한 삶의 질 제공에 이바지하였음
※ 1993년부터 3차원 인체치수 측정을 시작하여 휴먼빅데이터사업의 기틀을 마련함

의류, 자동차, 안전용구 등에는 한국인 인체치수정보에 기반한 산업제
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표준정보를 제공하여 산업적 활용성과*를 달성
하였으나, 헬스케어(의료)분야의 임상적 활용실적은 미비함*
※ 개인 체형 기반 맞춤형 섬유패션 제품 제공, 데이터 기반 기성품 생산 등(국방부 신병훈련소에서 활용)
※ 대학병원 임상의 협업을 통해 임상적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 등 향상 필요

휴먼빅데이터사업은 사이즈코리아사업의 확대발전사업으로 개인이 본인의 정
보를 기탁하여 필요시 제공받을 수 있는 인체데이터 기반의 코어데
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며, 헬스케어(의료)를 포함한 의류,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다면 국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빅데이터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능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등 해외에서 이미 인체치수데이터플랫폼
(사이즈코리아)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미국, 독일, 일본, 영국에서
유료로 3D데이터 정보를 판매
※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 영국은 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정부가 참여

국내에서도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생적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 가능한 모델을
수립한다면 글로벌 빅데이터 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음
나. 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한 효율성 향상
(수집 편의성) 검진센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가운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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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피복을 벗고 측정해야하는 수집방법의 제한사항을 완화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집에 협조적임
의류산업 등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피복을 벗고 3D스캔을 해야 하는 데이터 수집방법의 특성상 개인이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피복을 갈아입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검진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가운을 착용하고 있어 피복 벗기가 용이하며,
건강관리 목적으로 스캐닝하는 경우 수집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임
(수집 효율성) 한해 4만~7만명 가량이 빅 5대학병원 검진센터를 통해
검진을 받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경우 데이터 측정을 위해 지원자를
모집하는 기존 방식 대비 다량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확보 할 수 있음
다. 대학병원 검진센터 활용 시 데이터 소유권 주체 및 수집 가능성 등
사전 연구가 필요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필요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추진 애로사항 사전 연구) 대학병원 검진센터
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의료정보로 분류 될 수 있어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 및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데이터 유형별 수집량/품질 등 1차적인 데이터 수집 결과와 성과활용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이 중요
시범사업을 통해 대학병원 검진센터의 3D스캐닝 장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데이터 수집/분석방법, 추진체계, 데이터 수집량 및 데이터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 연구가 필요
(대학병원 검진센터 수요 분석)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대학
병원 검진센터 현장의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본 사업 확대(대학병원
참여확대)의 기반마련 필요
3D스캐닝 장비를 통한 수집데이터로 제공 가능한 정보, 의료데이터와
연계하여 제공 가능한 정보, 제공 가능한 혜택(비용) 등을 구체화하
여 사업 확대(대학병원 참여확대) 및 병원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초자료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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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표 및 주요 내용
1.2.1 연구 목표

□ 최종목표
검진센터를 활용한 휴먼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여 인체 3D 데이터 기
반의 코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
□ 연구목적
대학병원 검진센터를 활용한 휴먼 빅데이터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통
해 데이터 수집·활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성과
활용범위 및 대학병원 현장의 수요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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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 주요 내용
가. 인체형상 데이터 수집·관리방안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안 마련
시범사업 추진기관 (대학병원 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검진프로그램/센터
공간 등을 검토하고 데이터 소유권 , 수집 및 관리방안 수립
□ 데이터 분석체계구축
의료정보데이터 전문가, 임상전문의, 정보활용분야 관련 의료기기 전문
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집 데이터 (3D측정기 데이터, 연
계할 헬스 데이터)분석 및 임상정보와의 연계방향 제시
□ 시범사업추진
시범사업 추진 기관의 검진프로그램에 3D스캐너 검진항목 추가방안 및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추진
나. 데이터 연계·활용방안 개발
□ 건강정보 생성방안 개발
국내외 관련 동향 조사·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정보 생성방향 수립
및 시범사업으로 제공 가능한 맞춤형 건강정보 사례 개발
법률적 제한사항 등 추진시 애로사항 추가 검토
□ 시범사업 수집 데이터 분석 방법 제시
수집데이터 유형별 수집량 및 품질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100명 이상의 3D인체치수 및 데이터 분석)
□ 정보 제공 수단 및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과의 연계활용방안 검토
분석데이터 제공방안 및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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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확대 방안 개발
□ 생태계조성 가능성 검토 및 지속 가능성 검토
시범사업 추진 애로사항 및 시사점 발굴, 사업 추진 지속가능성 검토
□ 현장수요조사 실시
도입 가능성이 있는 대학병원 대상 희망하는 사업 추진 방식 등 조사
□ 사업 확대 방향 제시
휴먼빅데이터 본 사업을 추진시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검진센터도 포
함하여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방향 제시

<표 2> 연구 프레임워크
구분

모듈

주요 연구 내용
사용장비(3D스캐너) 업체 선정

데이터 수집
및 관리방안
연구

[모듈 1]
휴먼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관리방안
분석체계구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추진 기관(분당서울대병원) 검진 절차 검토
측정항목 검토
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
수집데이터 분석방향 검토(임상 활용 중심)
수집데이터 체계 연구
검진프로그램 항목 추가 및 검진 Work-flow 검토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범사업추진
검진센터 수집여건 최종 검토 및 시뮬레이션 수행
데이터 수집 수행
국내외 관련 동향 조사
건강정보
생성방안
개발
[모듈 2]
휴먼빅데이터
연계·활용방안
개발

시범사업
데이터분석
정보제공수단 및
기존서비스사
/ 업
연계방안 개발
생태계조성가능성
및지속가능성검토

[모듈 3]
사업확대방안
개발

현장
수요조사
실시
사업확대
(참여확대)
방안개발

연계·활용 가능한 의료데이터 선정 및 법률제한사항 검토
검진데이터와 연계하여 제공 가능한 맞춤형 건강정보
사례제시
수집데이터 유형별 수집량 및 품질 검토
시범사업 데이터 분석결과 도출 (3D스캐너 데이터와
검진데이터를 연계하여 생성한 건강정보 예시 도출)
개인정보 제공방법 연구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 연계/활용방안 제시
시범사업 추진 애로사항 분석
사업 추진 지속가능성 검토
시범사업 결과(수집 데이터 및 제공가능 혜택) 및 추진
애로사항 등 종합검토를 통한 현장수요조사지 설계
대학병원 대상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사업 추진모델 및 사업 확대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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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형상데이터 수집·관리 방안
2.1. 인체형상데이터 수집·관리 방안
2.1.1. 인체형상데이터 수집 방안
가. 데이터 수집 절차
(업체 선정) 국산 3차원 전신스캐너 업체의 기능 성능정보, 정확도, 조사
항목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여 1개 업체 선정
대학병원 사용 실적과 기기의 성능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을 내부 연구진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Rapa&Life의 MediCube 장비를 선정함
(건강증진센터 기기 설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와 협력
하여 증진센터 내부에 3차원형상데이터 측정기를 설치하고 증진센터
내부의 수요를 반영하여 검사 설명자료 및 낙상매트를 추가로 설치함
수진자가 탈의 후 속옷만 착용하고 검사해야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자외선을 차단해야하기 때문에 암막 공간 조성과 환자보호를 위한
가림막이 필수적임
환자 낙상 방지를 위한 낙상매트와 환자가 검사 전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눈으로 검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배치 필요

[그림 3] 3차원 전신스캐닝 장비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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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구축) 검진센터 내 안내문 부착 혹은 검사자의
사업 설명을 통해 환자의 검사 의향을 묻고 IRB에서 승인받은 동의서를
받아 3차원 형상데이터 스캐너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함
(환자 동의서 작성) 대학병원 내 IRB심사의뢰 시 작성하였던 동의서
원본*을 출력하여 환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획득함
※ IRB에 제출하였던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출력하여야 하며, 병원 내 IRB 승인 직인이 찍혀진 동의서만 인정됨

(데이터 수집) 수진자 중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 한하여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며, IRB 승인 이후 100명의 대상자 인체 치수 및 체형
기반 건강정보 데이터를 수집*함
ㆍ IRB 승인 전 69명의 대상자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국가기술표준원 등
공익성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후향적 데이터 사용에 대한 IRB승인
필요
※ IRB에 전향적 100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심사 의뢰 요청하였으며, 1명의 오차 없이 100명의
데이터만 수집 가능하고 추가 수집 희망 시 IRB 수정 심의를 통과해야함

(검사결과 안내 및 검사결과지 배포) 사업체 참여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검사결과지 양식을 만들어 검사결과를 배포하였으며, 결과지
하단에 문의처를 기재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안내를 실시함
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희망하는 경우 병원 내 IRB
(기관 IRB) 혹은 국가 IRB 기구로 부터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추진에
대해 윤리적 문제가 없음을 심의 받아야하며, IRB 심사 시 기재한 연구
내용(연구대상자 수 등)에 따라 오차 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향후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받음
※ IRB 승인 관련 자료 부록 첨부

□ IRB 심사 제출 필요 서류
⑴임상시험(변경)계획서, ⑵피험자 서면동의서 서식, ⑶피험자 설명서,
⑷
임상시험자자료집, ⑸안전성정보, ⑹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 ⑺시험책임자의 최근 이력 또는 기타 경력에 관한 서류, ⑻표준
작업지침서 등 심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 임상연구계획서의 요약본, 증례기록서(CRF), 피험자 동의서 불필요 사유서, 피험자모집관련 서류(공고문 등), 이해상충
서약서, 식약처 승인서 또는 공모관련 신청서 등이 존재하며 IRB는 위 규정을 포함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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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심사 절차
(IRB 접수) IRB 심사를 위한 연구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후 병원
IRB에 제출해야하며, 대부분 병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원내 임상의*로
구성되어야함
※ 본 연구과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진혁 건강증진센터장이 연구책임자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함

연구책임자가 원내 임상의 및 임상교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의서를
받는 검사자도 원내 간호사(혹은 연구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등 직원
으로 구성되어야 함
(신속심사) 승인된 의료기기를 허가된 적응증에 사용하는 시험의 경우를
포함하여 아래에 기재한 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심사가 가능하며,
본 연구는 신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심의함
아래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심사가 가능함
ㆍ 임상시험용 신약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약물이나
의료장비에 관한 시험, 혹은 승인된 의료기기를 허가된 적응증에 사용하는 시험
ㆍ 채혈 시험으로서 정맥, 모세혈관에서 단순 채혈만 시행하는 경우
ㆍ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검체를 수집하여 시행하는 시험
ㆍ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비침습적인 검사를(X-Ray, 극초단파 제외)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시험
ㆍ 자료, 문서, 기록 또는 검체를 이용하는 시험
ㆍ 연구를 목적으로 음성, 비디오, 디지털 또는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는 시험
ㆍ 개인이나 집단의 성격이나 행동에 관한 시험

(결과통보 및 연구 진행) 원내 IRB 담당 직원의 행정보완의견 및 심의
위원회를 통한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계획서를 수정 후 연구를 승인
본 연구의 경우 수진자 100명의 데이터 전향적 수집과 임상의 대상 정보의
임상적 활용가능성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를 승인 받음
ㆍ 향후 타 병원 IRB신청 시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하며, 분당서울대병원 내
연구를 확장하는 경우에 연구내용 수정 심의를 의뢰할 수 있음
※ IRB 신청부터 보완의견에 대한 연구계획서 수정을 통한 연구승인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신속심의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연구 승인을 획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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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RB 심사 절차 업무 흐름도

다. 검진프로세스 구성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검진프로그램
(종류) 검진 대상자에 맞춰 5개에 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3D스캔 항목은 모든 프로그램에 추가 기능
체지방 측정시 3D스캐너를 측정하도록 구성 예정
(시설) 검진센터 장소가 협소하여 규격의 문제로 검진기기의 반입에
제한사항이 많은 다른 대학병원 검진센터와 달리 공간이 넓고 최신
시설을 보유함
CT, X-Ray, 골밀도, 초음파, 체지방분석, 내시경 등 최신 장비 보유
(서비스) 영양상담실, 윤동 추천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3D스캐너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만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프리미엄화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참조1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검진프로그램 프로세스 활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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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검진프로그램 프로세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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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IRB(Institutional Review Borard) 개요]

※ 상세 사항 부록 참조

가. IRB의 정의
KGCP 제2조 21항. “임상시험심사위원회”라 함은 계획서 또는 변
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
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함
나. IRB 역할 및 기능
IRB는 연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시정 승인(Approval)’,
‘보완(Modifications required to its approval)’, ‘반려(Disapproval)’,
‘반려(Disapproval)’,‘승인된 임상시험의 중지 또는 보류(Termination)’
중 심사 결정을 내리며, 연구의 동의 절차 및 시험과정에 대한 감독과
연구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리의 역할을 수행함
(승인

또는

시정승인)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고,

계획서

(Protocol)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혹은 중요치
않거나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계획서의 일부 수정에 관련하여
위의 결정을 내림
(보완)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로, 기존계획서의 연구수행 시
윤리적 또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으나 계획서의 수정으로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 위의 결정을 내림
(반려)연구수행의 가치가 모호하거나 해당 연구 수행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연구수행 가치가 인정되나 연구수행 시
발생되는 윤리적 또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계획서의
수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위의 결정을 내린다.
(승인된 임상시험의 중지 또는 보류) 승인된 임상시험의 중지나
진행의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 위의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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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인체형상데이터 관리 방안
가. 인체형상데이터 관리
(데이터 자체 관리 계획 수립) 측정 결과 데이터는 반드시 폴더 또는
파일과 저장되는 컴퓨터의 시스템에도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며, 연구
책임자와 담당자 간의 데이터 공유 시 암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밀
하게 관리
(데이터 보관 기간) 해당 연구 이후 병원의 건강증진센터 내 검진프로
그램으로의 이용 및 재활치료, 운동처방 등의 의료 데이터로써의 활용
방안 마련 등 후속연구의 활용과 연구의 확장을 위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으로 3년 이상의 보관기간을 유지
(비식별화) 측정 결과에 대한 이미지 파일은 연구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데이터명을 알파벳 또는 숫자를 포함해 작성하여 개인 신상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함
실제 시범사업 추진 시 생년월일, 이름, 병원 등록번호 등 식별가능한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검사결과지 배포가 어려워, 검사결과지 배포
까지는 개인 신상을 그대로 입력하고 이후 개인 정보는 변경 혹은
삭제 조치함
ㆍ 생년월일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에 32일을
기입하여 비식별화 처리함(예시: 2019년 11월 32일)
ㆍ 이외 성명은 이니셜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기재하지 않음
※ 측정 결과에 성별, 키, 몸무게 등의 임상 정보를 포함하며, 피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기재하지 않음

※ 외부로 데이터를 반출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모두 제거하고 성별, 연령, 키,
몸무게 등의 정보와 인체형상에 대한 좌표 정보를 기탁할 예정임

나. 휴먼빅데이터 송출
(데이터 송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제거 여부를 1차 검증 후
USB를 통해 검사결과지 데이터를 송출함
휴먼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검사결과지 외 인체 신체 좌표에 대한
데이터 송출이 필요하며, 건강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마크포
- 12 -

인트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임
ㆍ 신체 좌표데이터 및 건강정보 분석을 위한 마크포인트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정보 소유권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
ㆍ 현재는 마크포인트에 대한 데이터 송출 방안이 업체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데이터 입력) 검사결과지에서 제공되는 거북목, 척추측만, 비만 등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데이터를 엑셀에 직접 입력하여
데이터 축적
시범사업 데이터 분석을 위해 건강정보 지표 데이터를 엑셀에 직접
입력하고 분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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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형상데이터 연계·활용방안
3.1.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와 협력한 시범사업 추진 결과
3.1.1. 시범사업 추진 개요
가. 추진 목적
대학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발굴하고 수집 데이터의 품질과 분석결과를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향
후 사업 확대 방향을 수립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조사 일시 및 조사대상
(조사일시) IRB 심사 통과 이전 8월 24일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데
이터 수집 후 9월 30일 IRB 심사 통과 이후 검사 동의를 하는 검사자
의 경우에 한해서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데이터 수집함
(조사대상)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 검진자 중 IRB 심사
통과 전 64명, IRB 심사 통과 후 사업에 동의를 한 100명에게 수집 함

다. 시범사업 추진 일정
(IRB승인 전 데이터 수집) 8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분당 서울대병
원 건강증진센터 검진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64명의 수진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함
(IRB승인 후 데이터 수집) 9월 30일 IRB 승인 후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검진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IRB동의서를 받고 10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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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시범사업 추진 결과
가. 데이터 수집 결과
(데이터 수집량) IRB 수집 전 64명, IRB 수집 후 100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총 164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IRB 수집 후 데이터만
송출 및 분석이 가능함
IRB 이후 100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1달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오후 검진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
시에는 한 개 대학병원 내에서 2배 이상 많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됨
(데이터 품질) 데이터 수집 시 2번 3번 중복 촬영을 통해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집한 데이터 모두 건강정보 분석이 가능한
수준임
골반 틀어짐을 분석하는 데이터 2개 결측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수집됨
나. 검사자 시범사업 추진 애로사항 조사 결과
(조사개요)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검사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
병리사)를 대상으로 매일 시범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기계적/소프트웨어적
개선 수요를 조사함
(조사결과 및 시사점) 검진 프로그램 내 신체 체형 측정 프로그램을
추가하여도 무리 없이 진행되며 검진센터와 연구 추진에 대해 협조
적으로 진행 됨
다만, 기계가 크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발생하여 인바디 등 유
사 장비와 결합하는 등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가 필요
검사자가 3차원형상스캐너에 대해 중복되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깨끗한 스캔이미지를 획득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해소되는 경향을 보임
검진을 수행하는데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나 탈의를 하고 진행하는
검사 특성 상 대기 시간에 대한 배려 및 원할한 진행을 위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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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본 보고서 스캐너 개선사항에 해당 내용을 정리함

검사자의 경우 연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추가 업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대한 혜택 제공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 수진자 모집 애로사항
오후 수진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대부분 호의적으로 조사에
응하였으며 제공되는 결과데이터에 높은 만족도를 보임
데이터를 수집하고 송출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데 수진자들이
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차후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기재하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대학병원 내 직원들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해당 검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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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휴먼빅데이터(체형정보) 기반 제공 건강관리 정보 분석
3.2.1. 휴먼빅데이터 기반 제공 건강관리 정보 분석 개요
가. 조사 분석 대상
(연령별)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 30대 순으로 조사됨
(성별) 남성이 58명, 여성이 42명 순으로 나타남

<표 3>

1. 연령별

연령별 분포 표

조사인원(명)

비중(%)

100명

100%

20대 이하

2명

2.0%

30대

15명

15.0%

40대

47명

47.0%

50대

26명

26.0%

60대 이상

10명

4.0%

2. 성별

100명

100%

남

58명

58.0%

여

42명

42.0%

나. 조사항목
신체 좌표 및 체적 정보를 활용하여 5가지 항목(비만, 척추측만, 거북목,
X다리/O다리, 골반틀어짐)에 대한 건강정보 분석 결과를 제공
비만 : BMI 지수를 통해 ‘정상, 과체중, 중도비만, 고도비만’에 대
한 정보 제공
척추측만 : Shoulder Gradient(양 어깨 끝 값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지수를 통해 ‘정상, 주의,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거북목 : Distance A to Plum line(신체 중심선 대비 귀 위치) 지수로
‘정상, 주의,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X다리/O다리 : 양 무릎의 간격을 통해 ‘정상, 주의,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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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틀어짐 : 골 엉덩이의 각도를 통해 ‘정상, 주의,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표 4> 연령별 분포 표
조사항목

분석방법

기준수치

- 저체중 : 18.5 미만
- 정상 : 18.5 ~ 23
1. 비만

BMI지수로 분석

- 과체중 : 23 ~ 25
- 중도비만 : 25 ~ 30
- 고도비만 : 30 초과

- 정상 : 3。이하
2. 척추측만

Shoulder Gradient 지수로 판정
(양 어깨 끝 값의 각도)

- 주의 : 4。~5。
- 위험 : 5。초과

- 정상 : 5cm 이하
3. 거북목

Distance A to Plum line 지수로 분석
(중심선 대비 귀 위치)

- 주의 : 5cm ~ 6cm
- 위험 : 7cm 이상

4. X다리, O다리

양 무릎의 간격으로 분석
(분석방법 = 양 무릎의 간격 10cm)
·X다리 : 음수인 경우
·O다리 : 양수인 경우

- 정상 : ± 3cm 이하
- 주의 : ± 4cm-6cm
- 위험 : ± 7cm이상

- 정상 : 3。이하
5. 골반틀어짐

골엉덩이의 각도로 분석

- 주의 : 4。 ~ 7。
- 위험 : 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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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휴먼빅데이터 기반 제공 건강관리 정보 분석 결과
가. 비만 체형
(개요) 3차원 인체 형상스캐너에 체중계가 탑재되어 있어 신장과 체중을 통해
BMI지수를 계산하여 비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진단하는 BMI 지수 뿐만 아니라 체형/체적에 대한 정보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비만 진단 및 개선효과를 추적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함
BMI 지수는 수진자의 ‘신장’, ‘체중’, ‘나이’를 분석하여 비만을
광범위하게 진단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복부 지방 비율 및 신체
체형 체적에 대한 진단이 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
따라서 향후에는 BMI 외 신체 체형 및 체적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비만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추적 관리하는 것이 중요
365MC 등 비만전문클리닉과 병원에서 신체 비만을 진단하고 개선효과를
추적하는데 실제로 사용됨

[그림 7] 비만 관련 임상적 활용 사례

(진단방법) BMI 지수를 분석(18.5 미만 : 저체중, 18.5-23 : 정상, 23-25
: 과체중, 25-30 : 중도비만, 30- : 고도비만)하여 결과 제시

[그림 8] 비만 체형(BMI) 결과 제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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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분석 결과) 비만 체형(BMI) 분석 결과 정상 68명, 비만 26명, 저체중
6명으로 나타남

<표 5> 비만 체형(BMI) 연령별 분포 표
전체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명(6%)

저체중

68명(48%)

0명(0.0%)

2명(3.1%)

3명(50.0%)

8명(11.7%)

2명(33.3%)

60대 이상

정상

30명(44.1%)

0명(00%)

23명(33.8%)

1명(16.7%)

5명(7.3%)

26명(46%)

비만

0명(0.0%)

4명(15.4%)

15명(57.6%)
3명(11.6%)
4명(15.4%)

□ 빅데이터화 추진 시 기대효과
(체형/체적 분석 기반 비만 진단 지표 개발) 신장과 체중으로만 분석하는
BMI지표에 체형/체적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적용하여 신규 비만
진단 지표 개발 가능
ㆍ 복부, 엉덩이 등 특정 신체의 단면적을 비만 진단 계산식에 추가
ㆍ 이외 신체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체중, BMI 외 부위별 둘레 변화 값
체형 변화 정도의 실제 형태 비교 분석 가능
(1) 신체 전체 체적 및 부위별 둘레 변화 예시

결과: 복부위주 선택 구간

(2) 특정 신체 부위 단면 전후 비교 분석 예시

부피

어깨 둘레 전후 비교
[그림 9] 체형/체적 분석 기반 비만 진단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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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비만 체형/체적 표준 모델 개발) 빅데이터화 추진 시 키/몸
무게/신체치수 등 기존에 수집하였던 데이터 외 체적/체형유형 등에
대한 연령별 표준 값 및 표준모델 개발이 가능함
ㆍ 최근 신체 체형별 질병 발병률에 대한 상관관계 모델 연구가 진행중이며,
체형모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을 통한 모델 개
발이 필요함
(1) 거미형

(2) 지네형

(3) 개미형

(4) 거북이형

(5) 캥거루형

(6) 판다형
거북이형 + 캥거루형 형태로
팔뚝과 배, 하체까지
전체적으로 비만한 체형

- 내장비만은 물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유발
- 운동을 싫어하고 움직이면
관절이 아픈 경우가 많아
운동량 자체가 낮은 것이
특징임

자료 : ‘거미, 개미, 지네... 당신의 체형은 무엇?’, 아시아경제(2019.02.21.)

[그림 10] 체형과 질환과의 상관관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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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척추 측만(Scoliosis)
(개요) 3차원 인체 형상스캐너에서 제공하는 좌표 값에서 양 어깨의
끝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 척추측만을 진단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 청소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척추측만을 촉진을 통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1차 진단하고 있어 제공되는 정보의 개선책으로 활용성이 높음
X-Ray를 활용하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지만, 청소년기에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스캐너를 통해 X-Ray 촬영 전 1차 위험성을 검증할
수 있음
추후 X-Ray 결과와의 매칭을 통해 정확성을 높인다면, 일부 X-Ray에서 제
공가능한 정보를 스캐너를 통해 추출 가능
(1) 기존 방식(촉진과 육안을 통한 진단)

(2) 3차원 형상스캐너 제공 정보

(진단방법) Shoulder Gradient를 분석(3도까지 정상, 3-5 주의, 5 이상
위험)하여 결과 제시

[그림 12] 척추 측만(Scoliosis) 진단방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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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시범사업 결과) 척추 측만(Scoliosis) 분석 결과 정상 범위 84명, 주의
16명, 위험 0명으로 나타남
측정결과 40대와 50대에서 척추측만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6> 척추 측만(Scoliosis) 연령별 분포 표

전체합계

84명(84%)

정상

16명(16%)

주의

0명

20대 이하

1명(1.2%)

1명(6.3%)

0명(00%)

30대

12명(14.3%)

3명(18.8%)

0명(00%)

40대

41명(48.8%)

6명(37.5%)

0명(00%)

50대

21명(25%)

5명(31.2%)

0명(00%)

60대 이상

9명(10.7%)

1명(6.2%)

0명(00%)

위험

□ 빅데이터화 추진 시 기대효과
성별과 연령대별 척추 측만에 대한 분포나 변곡점의 파악이 가능함으
로써 발생 시기 파악과 시기적절한 주의 제시가 가능함
(정상/주의/위험 표준 값 정확도 향상 및 질병표준모델 확보) 현재
결과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상/주의/위험에 대한 기준 수치는
연령대별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량의 데이터 수집 시 더 정확한
표준 값 제시가 가능하고 척추측만 질병과 관련한 전국민 표준
데이터 확보가 가능
(척추측만 변곡점 확인 및 생애전주기 척추측만 관리) 빅데이터화 추진 시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척추측만이 발생하는지 단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종단적 연구 추진 시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척추측만 질환의
변곡점 발생 확인이 가능함
※ 예시 : 30대에서 40대에 넘어가는 시점에 척추측만 증상 발현이 가속화되는 변곡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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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북목(Tutle neck)
(개요) 거북목은 사무직종이 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의
하나로 임상학적 진단 기준이 부정확한 상태여서, 3차원형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심점으로부터 귀 밑점의 거리 혹은 향후 귀/어깨/골반선의
정렬 기준을 토대로 신규 진단법 개발이 가능함
청소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고 있는 거북목 증상에 대하여
3차원형상스캐너를 통해 진단하고 본인이 스스로 확인이 가능해짐
또한 카이로플라틱 및 도수치료 등 새로운 증상완화·치료 방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데 활용 가능하고 신규 진단법으로 인정받게 되면 보험재정 개선에
기여 가능
□ 진단방법
Distance A to Plum line을 분석(5cm 미만 ‘정상’, 5cm-6cm 이상
‘주의’, 7cm 이상 ‘위험’)하여 결과 제시

[그림 13] 거북목(Turtle neck) 진단 방법 참고자료

□ 분석결과
(시범사업결과) 거북목(Turtle neck) 분석 결과 정상 범위 88명, 주의
12명, 위험 0명 순으로 나타남
50%가 50대에서 거북목 주의로 진단받았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
진자는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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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거북목(Turtle neck) 연령별 분포 표
전체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88명(88%)

정상

2명(2.2%)

12명(12%)

주의

0명(0.0%)

13명(14.8%)

2명(16.6%)

44명(50.0%)

3명(25.0%)

20명(22.8%)

6명(50.0%)

9명(10.2%)

1명(8.4%)

0명

위험

0명(00%)
0명(00%)
0명(00%)
0명(00%)
0명(00%)

□ 빅데이터화 추진 시 기대효과
X-ray 결과 등과 연계하여 거북목 증상의 진단법을 개발 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화를 통한 성별/연령별 추이 분석과 관리프로그램 개발 등이
가능
라. X다리, O다리(Total Knee Replacement)
(개요) 미관상 뿐만 아니라 한쪽에 무게가 쏠려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X다리 및 O다리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전신3D스캐
너를 통해 양 무릎사이의 간격과 Mechanical Axis, Plumb line과
Sagittal Tibia의 각도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함
□ 진단방법
양 무릎의 간격 값에서 10한 것을 기준(0보다 작으면 X다리, 크면 O다리
이며 ±3cm까지는 정상, 4cm~7cm : 주의, 7cm 이상 위험) 결과 제시

[그림 14] X다리, O다리 진단 방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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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시범사업 결과) X다리, O다리 측정 결과 정상 범위는 82명, X다리는
17명, O다리는 1명 순으로 나타남
수진자 대상 시범사업 추진 결과 40대에서 X다리 비중이 높게 나타
났으며, O다리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표 8>

X다리, O다리 연령별 분포 표

X다리
전체합계

정상

17명(17%)

82명(82.0%)

O다리
1명(1%)

20대 이하

0명(0.0%)

2명(2.4%)

0명(00%)

30대

3명(17.6%)

12명(14.6%)

0명(00%)

40대

11명(64.7%)

36명(43.9%)

0명(00%)

50대

3명(17.6%)

23명(28.0%)

0명(00%)

60대 이상

0명(0.0%)

9명(10.9%)

1명(100%)

□ 빅데이터화 추진 시 기대효과
연령대별 O다리, X다리의 대한 분포나 변곡점의 파악이 가능함으로써
발생 시기 파악에 따른 주요 원인 도출이 가능함
마. 골반 틀어짐(Hip rotation tilting)
(개요) 여성의 경우 출산 후 골반불균형이 많이 발생하여 질병으로도
연계되고 있으나 스스로 골반불균형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캐너를 통해 양 골엉덩이의 각도를 측정하여 틀어짐에
대한 1차적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음
□ 진단방법
양 엉덩이 골의 대칭점(Symmetry Line)을 이은 직선의 각도(3도까지
정상, 3-8도 주의, 8도 이상 위험)를 통해 골반 불균형 진단 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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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골반 틀어짐 진단 방법 참고자료

□ 진단결과
(시범사업 결과) 골반 틀어짐 측정 결과 정상 59명, 주의 33명, 위험
6명으로 나타남
수진자의 39%가 골반이 틀어졌다고 진단되었으며, 특히 40대 이상의
비중이 매우 높게 조사됨

<표 9> 골반 틀어짐 연령별 분포 표
1. 전체합계*

20대 이하

정상

59명(59.0%)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명 측정오류 발생

1명(1.6%)

주의

33명(33.0%)

0명(0.0%)

9명(15.3%)

4명(12.2%)

32명(54.3%)

12명(36.2%)

14명(23.8%)

12명(36.2%)

3명(5.0%)

5명(15.1%)

6명(6.0%)

위험

1명(16.7%)
2명(33.3%)
2명(33.3%)
0명(00%)

1명(16.7%)

□ 빅데이터화 추진 시 기대효과
골반틀어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골반틀어짐 정도에 따른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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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확대방안
4.1. 3차원 전신 체형 스캐너 개선사항
4.1.1 조사방법
(조사개요) 기기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조작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항에 대해 병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여 향후 확장 또는 후속 연구
추진을 위해 반영해야 할 3D스캐너 개선 및 추가 개발 사항 등을 조사
IRB에 기재한 병원의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를 포함하여 연구 수행중인 병원 내에서 회의 방식으로 인터뷰
진행

4.1.2 조사결과
가. 기계·기술 개선수요 및 해결방안
(손잡이 설치) 측정 재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잡이 설치 필요
사람마다 재측정 시 자세가 변경될 수 있어 재현성을 높이기 위해
손잡이 설치가 필요하며 키에 따라 손잡이 높이 기준을 설정하여 조절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손잡이 설치 시 스캔범위가 제한되어 형상 이
미지가 잘릴 수 있음
(센서 개선) 현재 IR(Infray Ray)을 사용하므로써 가시광선 투과 시 영상
에 깨짐이 발생하며 검정색 등 어두운 색은 인식하지 못하여 헤어캡을
착용해야하고 또한 옷을 탈의하지 않으면 계측이 불가능함
(탈의 문제) 검진센터라고 하더라도 옷을 벗고 촬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특히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진자들의 불만이 높음
ㆍ 남자의 경우 트렁크 속옷을 착용하면 정확한 마크포인트를 지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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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추가) 레이저 등 파장이 다른 광선을 사용하여 어두운 색을
인식하도록 개선해야하며, 자연광 차단이 기계에 패키지화 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기기 내 영상장치 탑재) 스캐너에 영상기기를 탑재하여 안내문구와
함께 자세 및 향후 측정결과에 대한 안내방송을 제공
수진자가 느끼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검사의 호응도를 높이며 검사자의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
(체지방분석기 추가) 현재 신장과 체중을 기반으로 비만관련정보(BMI)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체지방분석기(인바디 등)와 결합하여 하드웨어 규
모가 큰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체형이 추가 된 근육/지방량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외관변경) 외관 전반이 투박하여 외산 장비 대비 호감도를 끌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발판부분의 내구성 문제 보완이 필요함
나. 소프트웨어 개선수요 및 해결방안
(프로그램 구동 충돌/데이터 분석 오류) 3D 형상 이미지 팔부분 이미지 등
화면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검사 시작 전 보정작업 (calibration)을
매번 수행 해야 해서 불편함이 많아 개선이 필수적임
(검사결과 이미지 개선) 검사 결과 제공 시 나체로 나가는 경우 수진자
혹은 검사 수행한 인력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환자복 등을 위에 입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좌표 위에 입히는 영상이미지를 업그
레이드하여 호감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결과확인시간) 10초 스캔시간 이후 결과확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5-20초정도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애러가 발생하여 프로그램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자동 마크포인트 지정) 현재는 마크포인트를 간호사가 수동으로 직접
찍고 있어 미약하나마 오차가 발생하며 자동으로 마크포인트 지정 위
치를 잡도록 수정하여 재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재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람이 직접 포인트를 지정하는 경우 재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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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3차원 전신 자동 측점 landmark

다. 서비스 개선수요 및 해결방안
(영상 및 안내물 제작) 검사 시 취해야하는 자세, 검사시간, 검사결과,
정보 관리 절차 등에 대해 시청할 수 있는 안내 영상물과 검사 전
후에 올라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물 제작 필요

[그림 17] 검진 영상 및 안내문 제작

(낙상매트) 검사 수행 시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신 스캐너 주위에
낙상매트를 깔아주고 주의 안내문구 배치 필요

[그림 18] 낙상 매트 및 주의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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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3차원 전신 체형스캐너 개선사항
구분

개선사항

상세내용
측정 재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손잡이 설치 필요

손잡이 설치

팔을 벌리는 각도가 크면 3차원 형상 이미지가 잘리는
경우가 있으며 스캔 범위가 제한이 있음

옷을 벗고 촬영 해야하는 불편함
탈의 문제
1. 기계·기술
개선수요

체지방분석기

외관변경

2. 소프트웨어
개선수요

남자 속옷을 확인 할 수가 없어서 사각팬티일 경우 정확한
스캔 불가

현재는 비만도만 측정되며 인바디의 제품과 같이 체지방
분석이 추가 되었으면 함

투박하고 칙칙한 색으로 깔끔한 디자인 필요

프로그램
구동
충돌/데이터
분석 오류

3D 형상 이미지 팔 늘어짐이나 화면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calibration해야 화면이 덜 깨짐

자동 마크
포인트 지정

현재는 마크포인트를 간호사가 수동으로 직접 찍고 있으므로
부정확하며 자동으로 마크포인트 지정 위치를 잡도록 수정 필요

가시광선 투과시 ~로 인해 3D 형상 이미지에 구멍이 생김
인식불가

검정색은 인식하지 못하므로 헤어캡을 써야함
발은 거의 불완전하게 나옴

영상

3. 서비스
개선수요

낙상매트

안내문

3D 스캐너 측정 시 소요되는 10초 동안 수진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테블릿 PC등을 활용한 영상 필요

예상치 못한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신 스캐너 주위에
낙상매트를 깔아둠

검사 개요를 안내하는 포스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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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휴먼빅데이터 임상적 활용 가능성
가. 조사 개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카톨릭성모병원에 임상적 활용가능성 수
요조사 안내 메일을 배포하여 진단과별 전문가분들의 해당 정보의
임상적 활용에 관련한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적 검증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조사 대상자 모집) 1주간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휴먼빅
데이터 과제수요조사 발표 후 진단과별로 설문지를 메일로 송부 후 취합
1차 수요조사 실시
ㆍ 장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HIP 세미나실
ㆍ 시간 : 2019년 11월 18일(월)
ㆍ 성과 : 임상의 3명, 연구원 명 참석, 수요조사 1건

2차 수요조사 실시
ㆍ 장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ㆍ 시간 : 2019년 11월 27일(수)
ㆍ 성과 : 임상의 6명, 임상강사 4명, 연구원 2명, 수요조사 3건

다. 조사 결과
총 4건*의 임상수요가 조사되었으며, 설문을 통해 비만 또는 노인의
독립성(활동) 지표, 질병과 인체형상 상관관계 연구 등 여러 가지 임
상개발 수요가 조사됨
※ 임상의들이 연구과제에 대해 발취된 과제에서도 임상연구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난항을 겪음

□ 연구 희망 분야
총 4건 중 밸런스 및 비만을 측정하는 척도로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척추측만 및 거북목 응답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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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희망 분야
(단위 : 명)

밸런스 및 비만

척추측만 및 거북목

2

1

골반틀어짐 및
다리교정
0

기타
0

□ 과제 규모
총 지원 기간은 4~5년으로 장기간 과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음
특히 노인의 독립성 지표 개발의 경우 코호트연구 등 장기간 종단연
구를 통해 유의미한 상관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

<표 12> 과제 규모
(단위 : 명)

총 지원기간
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년 이상

응답자 수
0
0
0
3
0

비고
-

□ 임상적 연구개발수요 상세정보
<표 13> 임상적 연구개발 수요 및 활용 조사 내용
연번

연구주제

- 비만 지표

세부내용
- 체중조절프로그램 전부 변화 지표와 건강지표
와의 비교(활용성)

1
- 노인의 독립성(활동) 지표

- 노인(근감소증, 골다공증 등)과 활동성(독립성)
지표 비교

비고*

가정의학
(비만, 노인)

-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되면서 경추부
자세 불량에 따른 거북목을 가진 인구가 증가

2

- 거북목과 상지 신경병증, 근육
통 등의 상관관계 연구

- 거북목을 가진 population에서 경부, 어깨 부
위 근육통이나 강직이 발생하고 흉곽출구증후
군을 포함한 상지 신경병증이 속발될 수 있음

정형외과

- 거북목과 상술 질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히
므로서 해당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활용 가능
- 병원 의료 빅데이터와 인체형상 연계 DB구축

3

- 질병-인체형상 통합 빅데이터
기반 질병 예측 플랫폼 개발

- 질병-인체형상 연관 분석 및 pherotype 개발
- pherotype 별 질병 예측 모델 개발
- EMR 연계형 예측 S/W 개발

4

-

※ 응답자의 전문분야(전공과)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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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학
교실

라. 조사 시사점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유사장비(X-ray, MRI, CT 등)와 비교하여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명확한 장점이 존재함
임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사장비와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도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스캐너를
통해 생성된 신체 체형/체적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로서는
임상적 활용이 가능함
재측정 시 동일한 값이 측정될 수 있도록 기기의 재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분석의 기준 값이 되는 마크포인트의 경우 사람이
아닌 기계 자동화를 통해 분석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노인의 독립성 지표로 사용되는 것들이 대부분 당일 신체의 상태 및
측정기기의 부정확성 등이 포함된 것이 많아 과학적인 체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신규 지표로서 유의미성을 밝히기에 가능성이 높음
빅데이터화하여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관리·보안·
송출에 대한 부분을 고도화해야하며 IRB에 정규심의 통과가 필수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병원 내 축적된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짐
(X-Ray데이터 비교를 통한 척추이미지 생성) 현재 스캐너 좌표정보를
활용해 척추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으며, 병원 내 X-Ray데이터와 비교,
인공지능을 통한 분석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인다면 방사선 피폭 없이
체형변화에 대한 추적이 가능
(신체 체형/체적 지표 유의미성 검증) 신체 체형/체적에 대한 신규
지표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만, 척추측만, 거북목, X/O다리, 골반
틀어짐에 대한 진단결과와 연계하여 정확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손쉽게 범국민적 건강관리 서비스로 연계가 가능함
(신체 체형/체적과 다양한 질병과의 상관관계 분석) 기존에 없었던
체형/체적에 대한 데이터를 신규로 생성하면서 다양한 질병(심뇌혈관
질환, 비만, 고혈압, 치매 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낼 수 있고 새로운
질병예측모델로 발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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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3차원 형상데이터 임상적 활용가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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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업추진 모델 및 사업 확대 방안
4.3.1. 대학병원 사업 추진 확대 방안
가. 필요성
3차원 형상데이터의 헬스케어분야 활용을 위해서는 제공하는 결과지에
대한 임상적 검증이 필수적이며 대학병원에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검증된다면 제공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환자의 순응도 및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수 있어 사업 기대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함
향후 헬스케어 빅데이터로 확장가능성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다량의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비만, 거복목, 척추측만, 골반틀어짐,
X/O다리)의 진단기준(정상,주의,위험)이 임상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데이터 수집 및 관련분야 연구를 통해 개선 가능
나.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추진내용) 시범사업을 추진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 재단에 병원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4개 대학병원*에 스캐너를 확대하여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
※ 강북삼성병원,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추진방법) 사업은 크게 임상적 활용가능성 검증, 데이터 연계방안 개발,
휴먼(인체형상)데이터 수집 3개 분야로 병원-기업 플랫폼 수행기관이
주도하에 5개 대학병원이 동시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은 진단분야(거북목, 척추측만 등)별 1개 병원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
(대학병원과 협력한 형상 데이터 수집) : 사이즈코리아 본사업의 원
활한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5개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고 이를 국민신체사이즈 표준 및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임상적 활용 가능성 검증 및 임상데이터 연계방안 개발) : 인체형상
데이터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건강정보의 임상적 유효성 및 신뢰성
을 검증하고 병원에 기축적된 임상데이터와의 연계방안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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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구함
다.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병원에서 데이터를 취득함으로서
소규모 비용으로 신속정확하게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스캐너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임상적 활용도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음
신체체형정보를 빅데이터화 함으로서 향후 범국민적 체형기반 건강
관리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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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 대학병원과 협력한 휴먼빅데이터 수집가능성과 임상적 개발 및 활용
수요 확인
대학병원 내 기기를 설치하고 IRB심의를 통과하여 정식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서 병원에서의 데이터수집 가능성을 확인함
전향적 데이터 100건과 IRB미승인 데이터 64건을 확보
임상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임상의들이 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였고 빅데이터 축적 시 발생
가능한 파급효과에 대해 높게 평가함
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의 임상적 효용성 및 신뢰성과 기존 병
원에 축적된 임상데이터와의 연계방안 지속개발 필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의 경우 임상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하지만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및 정보의 기준(평균,
중위값 등)을 마련한다면 보건소 및 헬스장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가능함
청소년 및 고령자 대상 체형정보 참조 표준 마련가능
다. 휴먼빅데이터(신체형상데이터) 기반의 범국민적 건강관리서비스로의
사업확대 추진 필요
임상적 활용가능성 검증과 더불어 빅데이터를 개인이 어플을 통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신체 체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정보를 통해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사업확대 필요(복지부, 교육부 등
다부처와의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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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1 주요행사 추진결과
가.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일시·장소
9월 20일(금) ~ 9월 22일(일), 성남시 내·외 청사
참가 목적
국가기술표준원의 휴먼빅데이터구축사업과 전체 사업 분야 중 건강
산업분야의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한 휴
먼빅데이터 구축’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를 국제 컨벤션 행사 전
시를 통해 소개·홍보 하고자 함
행사 개최

[그림 22]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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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먼빅데이터 서비스 전시회
일시·장소
11월 29일(금), 더케이호텔 크리스탈 볼룸 로비
참가 목적
인체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의 개념 및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본 사업에서는 개인 맞품형 제조 서비스(가발, 안경, 장갑, 의
료, 군복)를 통한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및
전시·홍보
행사 개최

[그림 23] 휴먼빅데이터 서비스 전시회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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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언론 홍보성과
□ 휴먼 빅데이터 관련 기사
총 10건의 기사가 나왔고 「휴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성과가
보도

<표 14> 언론 기사 목록
연번

언론사

기사링크

1

industry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25

2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4891&kind=

3

뉴스핌

4

충청리뷰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972

5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191129093118362

6

브릿지 경제

7

EBN

8

뉴스랩

9

위클리 오늘

10

부산일보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129000432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129010010069
http://www.ebn.co.kr/news/view/1011238/?sc=naver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49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476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12910152462082

[그림 2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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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기사 캡처와 재단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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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IRB 심의 의뢰서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활용한 건강지표데이터 확보
및 기기성능, 제공정보에 대한 만족도 분석
Collection of Health Indicator Data by Using 3D Full Body-scanner and
Satisfaction Analysis of Device Performance and Information provided

Version No: 2.0

책임연구자 소속: 분당서울대학교 건강증진센터
책임연구자 이름: 황진혁 센터장

연구 개요

(국문)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활용한 건강지표데이터 확보 및 기기성능,
제공정보에 대한 만족도 분석
연구제목
(영문) Collection of Health Indicator Data by Using 3D Full Body-scanner and
Satisfaction Analysis of Device Performance and Information provided
책임연구자
연구비 지원기관

건강증진센터 황진혁 교수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의뢰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연구 목적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통한 신체 치수데이터 확보 및 기기 성능, 제공정보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통해 향후 활용방향 도출

연구 설계

해당없음

연구 기간

IRB승인일 ~ 2019.11.30

연구 대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수진자

연구 대상자 수
취약한
연구대상자
시험대상
(시험약/의료기기
등)
용법 및 용량

100명
해당없음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3D스캐너)
해당없음

- 신체 계측 데이터 수집 : 3D
- 만족도 관련 사항 및 임상적 활용의향에 관한 사항을 조사
: 연구기간중수진자및검사자, 임상의에대한인터뷰등을통해의견을수집·분석하여기기개선방향수립

연구 방법

주요 선정기준

※수진자 : 검사자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설문지를 통한 조사로 의견 수렴 및 분석 또는 홍보문에 게시된
문의처로 연락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측정에 관련한 사항이나 의견·만족도 등을 조사
※검사자 : 인터뷰를 활용한 설문조사로 이상증상 발생, 기기 및 소프트웨어 조작 의견 수렴·분석 및 개선사항 수립
※임상의 : 진료과별 데이터의 임상적 활용 방안 및 향후 연구참여 의향 등을 조사

연구 과정에 대한 충분할 설명을 통해 동의를 얻은 수진자

주요 선정
제외기준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지 않은 자
거동이 불편하여 검사 중 낙상 위험이 예상되는 자

유효성 평가

해당없음

안전성 평가

해당없음

검사/방문일정
통계적 분석방법

기대효과 및
예상결과

IRB승인일 ~ 2019.11.30
해당없음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통해 신체 치수에 대한 정보는 산업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가능성이 높음. 또한 측정기를 통해 생성되는
건강정보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검토된다면 기존 영상진단장비에 비해 방사선에서
자유롭고 비용 효과적인 만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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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1. 연구 제목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활용한 건강 지표 데이터 확보 및 기기 성능, 제공정보에 대한 만족도 분석

2. 연구의 실시기관 명칭 및 주소
1) 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4층 건강증진센터
3.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성명 및 직명
1) 연구책임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황진혁 교수
2) 공동연구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한종수 교수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허영 부이사장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장영수 팀장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구동민 연구원
3) 연구담당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한솔 연구간호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권묘정 임상병리사
4. 예상연구기간
3개월(IRB승인일 ~ 2019.11.30.)
5. 연구 대상 질환
해당없음
6.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18년 65세 이상 차지하는 구성비는 1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 고령화는 전 세
계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인식됨.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
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효과적인 건강관
리방안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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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3D Scanner)는 IR(Infared Ray)을 통해 측정 대상
자의 신체 부위 표면을 측정하여 좌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체
치수정보 뿐만 아니라 비만, 척추측만, 거북목 등을 진단하는데 활용 가
능한 정보들을 제공함. 이는 기존 X-ray, MRI, CT 등 영상진단장비에 비
해 방사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 절감되며 특히 환자
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장점이 있어 개인 건강관리방안을
혁신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현재까지는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측정값의 정확성을 측정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의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아산병원에서는 ‘척추측만증 환자에서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이용
한 체표면 형태 분석’을 주제로 3D Scanner의 의료적 활용 가능성을 탐
색하는 시도가 있었음.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활용해 체형과 관련한
각종 변수들을 술전 및 술후에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유영성을 판단하
고 단순 방사선 사진 상에서 측정한 변수들과의 상관상도 분석함. 연구
결과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체표면의 각 지표들이 유의
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그 중 늑골고 경사는 척추의 회전 정도를 유의하
게 반영는 것으로 확인되어 환자 체형 평가에 있어 전신체형 측정기의
유용성을 일부 검증함
본 연구는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의 데이
터를 수집하고자 하며 동시에 정상범위(Normal Range)에 대한 기준에 대
해 평균과 편차 등을 활용해 검토해보고자 함. 또한 측정 이후 검사자와
수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기술 및 서비스적 보완사항
을 도출하고 임상의를 대상으로 정보 유용성을 조사해보고자 함
2) 연구 가설 및 목적
연구가설
해당 없음
연구목적
1) 성별, 연령별 신체 부위 수치에 대한 정량적인 표준 데이터 정보 구축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1979년부터 5-7년마다 7차례에 걸쳐 「한
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의류, 자동차, 안전용구 등에
인체치수정보 기반 산업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산업적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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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달성함. 본 연구는 건강증진센터에 3차원 전신체형측정기를 설치하여
신체의 부위별 수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령별, 성별 표준값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함.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수치 데
이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 기탁할 예정이며, 향후
의료기기 개발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3차원전신체형측정기 기계/소프트웨어 및 제공정보 만족도 분석
검사자 및 수진자를 대상으로 3차원전신체형측정기(MediCube_BodyCheck
3D-BMI101)의 만족도를 조사하며, 수진자의 경우 측정 시와 결과지
분석에 대한 만족도나 발생된 의견에 대한 유무와 그 내용을 검사자에게
매일 방문하여 확인하고, 검사자의 경우 기기사용 및 소프트웨어 관련사항
(조작, 에러 발생 등)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할 예정임. 조사를 통해 검진
센터에서 3차원전신체형측정기를 활용하기 위한 기계적/서비스(소프트웨어)적
개선사항 및 수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
하고자 함
3) 임상의 대상 설문을 통한 3차원형상데이터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 및
의료 목적의 측정 정보 활용 가능성 조사
3차원전신체형측정기를 통해 제공되는 체중 균형(Weight Balance),
척추측만(Scoliosis), 거북목(Tuttle neck), 어깨 및 골반 틀어짐, 비만 등
정보의 임상적 활용성 및 향후 연구 가능성에 대해 진료과별 임상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분석 하고자 함
ㆍ 수집한 체적 정보를 활용하여 BMI(체질량 지수), WHR(허리-엉덩이 비율),
WHtR(허리-키 비율), THR(허벅지-키 비율) 등 복부비만, 성인 질환 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 정보도 도출 가능하며 향후 이러한
지표와 관련한 연구 가능성도 검토하고자 함

7.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 제외기준, 목표한 대상자 수 및 산출 근거
선정기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수진자를 대상(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으로 하며, 연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를
얻은 수진자들 대상으로 함
※ 측정 없이 인터뷰 및 설문조사만을 실시한 대상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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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준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하지 않은 자
거동이 불편하여 검사 중 낙상 위험이 예상되는 자
목표한 대상자 수 및 산출 근거
본 연구는 특정 군 간의 비교 연구가 아니므로 통계적 방법으로 연구
대상 수를 산출할 필요는 없음. 다만 조사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분포를 고려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할
예정임.
연구 대상자 모집 계획
검진센터 내 검사 안내문을 부착하고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센터 내
기기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리플렛을 활용하여 사업에 관해 설명 후
지원자를 검사
8. 연구 방법
1) 구체적인 연구방법
(데이터 수집) 건강증진센터 수진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획
득한 이후 3차원 인체형상데이터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전향적으로 수
집하고자 함. 비교연구가 아니므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분류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성별, 연령별 평균 및 편차 값을 도출하고 신체 치수의
평균 및 임상적 지표의 정상범위를 추정할 것임
(만족도 평가) 검사자를 대상으로 기계 사용, 소프트웨어 만족도, 검사 시
기타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할 예정임. 수진자의 경우
검사 시 인터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검사자로부터 수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내용을 매일 기록할 예정임. 또한 검사 결과지에 기재된
문의처로 수렴되는 검사결과지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을 수집하여 응답
유형별 빈도 등을 분석할 예정임
(임상적 활용 의향) 3차원전신측정기를 통해 제공되는 체중 균형
(Weight Balance), 척추측만(Scoliosis), 거북목(Tuttle neck), 어깨 및
골반 틀어짐, 비만 등 정보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 및 향후 연구 가능
성에 대해 진료과별 임상의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조사·분석
※ 측정 결과지에 대한 결과값의 신뢰성 및 추가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항목과, 향후 3D스캐너를 통한 인체
형상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추진· 참여 의향과 희망하는 연구 분야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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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찰항목, 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관찰항목) 연구에 대한 설명하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전향적으
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며, 1) 수진자 신체 형상에 대한 좌표정보
2) 척추측만, 거북목, 골반틀어짐, 어깨틀어짐을 판단할 수 있는 좌표
점 및 구현된 이미지 3)체중균형 정보 항목을 수집/관찰 하고자 함
(인체 정보 수집 관련 예시) 수집된 좌표를 활용하여 거북목, 척추측
만, 골반틀어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Mechanical Axis 방향 각도,
Plumb line과 Sagittal Tibia 각도 정보 등을 수집
거북목/전신 Alignment

Hip/Knee

Scoliosis

(관찰검사방법)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 위에 수진자가 올라가 정면을
응시하고 45도 각도로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촬영함. 촬영에는 10초
정도 소요되며 , 자동으로 수진자의 신체 체형 좌표정보가 기기로
입력됨
3차원 전신체형측정기(BodyCheck 3D-BM101)은 IR(적외선) 카메라 8
대를 사용하여 머리부터 발까지 이동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컨퓨터로
연산하여 인체의 표면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함. 이 기기는 3mm의
분해능을 가지며 체표면을 3mm거리를 둔 점으로 표현하여 측정자료를
저장하고 이를 그래픽 처리하여 3차원 영상화(rendering)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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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 측정 예시

3) 기존 치료 및 연구와의 차별점
(기존 영상진단장비와의 차별성) 기존에 척추 측만 및 거북목을 진단하
기 위해서는 X-ray, MRI, CT 등 고가 영상진단장비를 활용하여야 하
였으며, 미약하지만 방사선에 노출되는 유해성이 존재하였음. 특히 어
린 환자의 경우 수 년의 추시기간 중 암발생율 증가의 위험에 노출
됨.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활용하는 경우 방서선 노출 없이 체적,
둘레 등 신체 치수 정보 뿐만 아니라 비만, 척추측만, 거북목을 사전
에 진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기존 방법에 대비하여 안전성과 편리성
을 갖춤
4) 연구대상자의 이익과 위험
(*예측되는 부작용/위험 및 대처 방안) 하지 근력이 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10초 정도 정면을 응시하고 서 있어야 하는 검사 특성상
낙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연구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낙상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계 하단에 낙상 매트를 배치함
(*예측되는 부작용/위험이 있는데도 연구를 수행해야 함에 대한 근거(혹은
예상되는 과학적/의학적 이득) 기술) 3차원 전신 체형 측정기는 방사선
노출의 위험에서 자유로우나 낙상의 위험이 존재함. 하지만 측정기는
예방을 위한 진단기기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외 다른 연령 군에
활용도가 높으며, 고령자의 경우에도 웰에이징(Well-Ageing) 측면에서
건강관리에 활용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새로운 예방용 진단기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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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낙상사고 방지 계획 수립 전제하
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에 사용되는 3차원 전신체형측정기는 1등급 의료기기로 CE
인증과 광원 Safety인증을 확보한 기기임
5) 중지·탈락 기준
충분한 사업 설명을 듣고 참여를 거부한 경우
사업 참여 동의 이후 데이터의 파기를 요청한 경우
6)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보고 방법
비침습적인 1등급 의료기기로서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은 없음(낙상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보고 뒤에서 보고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였음)
7) 효과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해석방법
성별, 연령별 신체 부위 수치에 대한 정량적인 표준 데이터 정보 구축
해당 없음
(만족도 평가) 검사자와 수진자를 대상으로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검사
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며, 키워드 분석을 통해
빈도수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검사자에 대한 추가 심층 인터
뷰를 통해 도출할 의견을 수집할 예정임
조사 대상
검사자

수진자

1
2
3
4
5
6

항목
기기 조작 관련사항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사항
기타 의견
검사시 불편사항
결과지 해석 및 향후 희망하는 서비스
기타 의견

비고
-

(임상적 활용 의향) 3차원전신체형측정기로부터 도출된 정보의 신뢰성 및
정보 유용성과 향후 임상적 활용 의향 및 가능성에 대해 전문과별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
재활의학과(운동처방 전/후비교, 근전도 검사 전/후 비교), 소아과(성
장클리닉, 자세 및 체형 분석), 성형외과(시술 및 수술 전/후 비교),
가정의학과(비만 관리 및 분석, 측만증 등 체형 진단), Orthopae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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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기형, Knee/Hip 수술전/후 비교), Spine(측만증, Disc 수술전/후
비교)의 임상의를 중심으로 인터뷰 할 예정임
9. 의견수집 방안(계획)
1) 수진자

(조사 목적) 측정 시 환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사항(불편 및
애로사항, 희망 검진 서비스 등) 및 의견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향후
연구에 활용하는데 기여
(조사 시기) 매일 오후 3:00 이후
(조사 방법) 검사자를 통한 정보 취득이나 안내문에 게시된 문의처를
통해 연락한 수진자를 대상으로 측정 시 불편사항이나 의견 등을 수렴
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
(인터뷰 대상 모집방법) 3D스캐너 측정을 희망하는 모든 수진자를 대상
으로 불편사항 또는 의견 발생 시 해당 의견을 검사자 또는 문의처로 연락
한 수진자를 통하여 모집
(수행 담당자) 장영수 팀장, 구동민 연구원
(인터뷰 항목) 측정 중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항 및 결과지 식별 용
이성, 서비스 이용 의향 등에 대해 조사
No.

구

분

1

불편사항

2

결과지 해석

3
4

향후 활용방안 및
예상반응
기타

<수진자 의견 조사 예시(프레임워크)>
내

용

3차원 전신체형 검사가 간편하게 이뤄졌는가?
검사가 간편하지 않았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결과지를 받았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가?
결과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어느 부분이 어려웠는가?
개인의 건강유지 및 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휴대폰, 태블릿 등과 연계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용할 것인가?
기타 건의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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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 의견 조사 기록 예시>

2) 검사자

(조사 목적) 기기 및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조작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이나, 기기 및 프로그램 사용 중 발생하는 이상증상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확장 또는 후속 연구에 3D스캐너 개선 및
추가 개발 사항 등을 반영
(조사 시기) 매일 오후 3:00 이후
(조사 방법) 방문 인터뷰 또는 연락을 통해 기기 및 소프트웨어 조
작·운영에 관한 이상 또는 불편사항, 의견 등을 수렴
(인터뷰 대상 모집방법) 건강증진센터 방문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
(수행 담당자) 장영수 팀장, 구동민 연구원
(인터뷰 항목) 기기 및 소프트웨어 조작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
No.

구

분

<검사자 의견 조사 예시(프레임워크)>
내

용

기기 사용 시 이상증상 또는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는가?
1

기기 조작

기기 사용 중 이상증상 또는 오류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발생했는가?
(프로그램 응답없음, 형상이미지 깨짐 등)

2
3

소프트웨어
기타

소프트웨어 사용 시 불편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불편사항 또는 수정 필요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
기타 건의 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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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의

(조사 목적) 3D스캐너를 통한 인체형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임상 및
후속 연구 활용 가능성 여부를 조사·분석
(조사 시기 ) 매월 4주차 중 1 회 실시하며 , 용이한 날짜를 정하여
인터뷰를 수행
(조사 방법) 병원 내 연구 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를 포함하여 회의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
(인터뷰 대상 모집방법) 각 과별 임상의에게 연락을 통해 해당 연구
및 후속 연구에 참여 의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모집
(수행 담당자) 장영수 팀장, 구동민 연구원
(인터뷰 항목) 각 과별로 진단·검사·시술 등의 처방 전후의 측정결
과를 비교하여 임상 또는 의료 활용 의향과 가능성, 방안 등에 대해
인터뷰 수행
8) 연구수행일정표
추 진 일 정

연구내용

9월
1

2

10월
3

4

1

2

비 고

11월
3

IRB

심의

실험
준비

참여자
모집

설문 및
인터뷰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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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3

4

10.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 (Data and Safety Monitoring Plan)
1) 모니터링 책임자
모니터링 책임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황진혁 교수
모니터링 담당자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구동민 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송경섭 주무관)
2) 자료 및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 항목
* 자료(study accruals) 항목 : 3D스캐너 측정을 통한 인체형상 검사 결과 데이터
* 안전성(Safety) 항목 : 해당 없음검사
(
도중 낙상 환자 등 발생 시 비상연락망 구축)
3)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방법 및 주기
매일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측정된 인체형상 데이터를 분석·관리하
며, 연구 책임자 부재 시 공동연구자가 연구 장소에 상주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검수하고 검사 도중 안전 이슈 발생 시 비상연
락망 및 연락체계에 따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국가 주무부처에
보고
※ 수진자의 데이터 수집 시 발생 할 수 있는 자료 유출 등의 문제 관리를 위해 장비 활용을 위해 공식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데이터 전달 일정을 제외하고 설치한 데스크톱 외 자료 반출을 금지함

4) 이상약물반응보고, 연구 미준수, 예상하지 못한 문제의 보고
이상약물반응 : 해당사항 없음
연구 미준수 : 해당사항 없음
예상하지 못한 문제 발생
예상외의 문제(부상, 장비 오작동 등)가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IRB 및 연구 책임자를 비롯한 모든 실무자와 의뢰기관인 분
당서울대학교병원에 해당 사실을 아래와 같은 양식을 참조하여 알림
구 분

일 시

사고 유형

인명사고

`19.09.01

낙상

내 용
피험자가 측정 중 측정 장비에서

미끄러져 왼쪽 손목 및 인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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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정형외과 진단 결과
타박상, 약 1주 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치료 예정

5) 연구 중단 기준
데이터 수집에 동의한 대상자가 데이터 파기 또는 실험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의료기기 및 약물 등을 사용한 중재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 위해에 따른 연구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피험자가 데이터 파기를 요청한 경우, 해당 데이터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파기

11. 연구대상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대책
1)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기본 방안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의 권리와 복지를 염두에 두
고 준비된 것으로써, 연구 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연구계획을 정확히
분석 및 숙지하고, 연구대상 피험자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
도록 한다. 연구과정에서 발생되는 검진 혹은 측정 사항에 관해 피
험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검사내용 및 예상결과, 안정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설명 후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참
여한다.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과정
연구 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 담당자 또는 관련 실무자가 연구 대상
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연구에 관한 사항(연구 목적, 측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측정 도중이나 측정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구 및 연구 활용 중단을
희망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피험
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취득할 연구자 : 장한솔 연구간호사, 권묘
정 임상병리사
※ 연구 설명 과정과 동의 취득 과정 사이의 대기시간 : 10분
※ 연구 설명 과정과 동의 취득 과정에서 연구자가 사용하는 언어 : 한국어

동의를 제공할 자 : 건강증진센터 수진자
강제 또는 부당한 영향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방법 : 해당없음
3) 연구대상자의 보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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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타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경우 3차원 전신체형 측정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프리미엄 검진 서비스와 연계하여 40만원에 제공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 참여를 지원하는 경우 무상으로 정보를 제공
추후 측정 데이터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보는 무상으로 제
공
4)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비식별화) 측정 결과에 대한 이미지 파일은 연구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데이터명을 알파벳 또는 숫자를 포함해 작성하여 개인 신상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측정 결과에 성별, 키, 몸무게 등의 임상 정보를 포함하며, 피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기
재하지 않음

※ 외부로 데이터를 반출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모두 제거하고 성별, 연령,
키, 몸무게 등의 정보와 인체형상에 대한 좌표 정보를 기탁할 예정임

(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 측정 결과 데이터는 반드시 폴더 또는 파일
과 저장되는 컴퓨터의 시스템에도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며, 연구
책임자와 담당자 간의 데이터 공유 시 암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밀
하게 관리
(데이터 보관 기간) 해당 연구 이후 병원의 건강증진센터 내 검진프로
그램으로의 이용 및 재활치료, 운동처방 등의 의료 데이터로써의 활용
방안 마련 등 후속연구의 활용과 연구의 확장을 위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으로 3년 이상의 보관기간을 유지
12. 인체유래물의 보관 및 폐기 방법
해당없음
13. 참고 문헌
1) Correlation Between Degree of Adolescent [Thoracic] Kyphosis and Low Back
Pain: Using 3-Dimension Whole Body Analyzer (BodyCheck 3D BM101R) 16, 14 :
9 - 16, 2011
2) 척추측만증 환자에서 3차원 전신체형측정기를 이용한 체표면 형태 분석, 2012 춘계척추학
회, 황창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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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IRB 설명자료

IRB (Institutional Review Borard)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설명자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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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B의 정의
□ KGCP 제2조 21항. “임상시험심사위원회”라 함은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
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 ICH-GCP에서는 제1조 27항의 IEC(Independent Ethics Committee)와
제1조 31항의 IRB에 대한 정의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규정한다.
또한 미국의 연방규정 제 45조 46항(45 CFR46)에서는 ‘연구’와
‘피험자’를 정의하면서 ‘연구에 피험자가 포함되면 IRB의 심사
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연구 : 일반화 할 수 있는 지식을 도출하거나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적인 조사
○ 피험자 : 연구자가 다음 각호의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대상인 살
아있는 사람.
-

사람과의 중재작용(Intervention)이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얻
어지는 데이터

-

확인이 가능한 사적인 정보

ㆍ 일반적으로 관찰이나 기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장
소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한 정보
ㆍ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정보로서, 연구가 아닌 다른 특정 목적을
위해 기록 된 정보(e.g.. 진료기록)
ㆍ 암호화된 개인정보 또는 생물학적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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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B의 역할과 기능
□ IRB는‘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 보호’를 목적으로 삼는다. 또
한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
든 시험은‘사전에’IRB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IRB에서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구계획은 ‘비윤리적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IRB의 설치 이유나 운영상의 각종 준
수 사항은 모두 피험자의 권익보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러한 목적을 전제로 IRB는 다음과 같은 심사 결정을 내린다.
○ 승인 또는 시정승인(Approval)
-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고, 계획서(Protocol)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에 문제가 없는 경우 혹은 중요치 않거나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계획서의 일부 수정에 관련하여 위의 결정을 내린다.

○ 보완(Modifications required prior to its approval)
- 연구수행의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로, 기존계획서의 연구수행 시 윤리적
또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으나 계획서의 수정으로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 위의 결정을 내린다.

○ 반려(Disapproval)
- 연구수행의 가치가 모호하거나 해당 연구 수행의 타당성을 입증할 자료
가 불충분한 경우, 연구수행 가치가 인정되나 연구수행 시 발생되는 윤
리적 또는 과학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계획서의 수정이 용이하지 않
은 경우에 위의 결정을 내린다.

○ 승인된 임상시험의 중지 또는 보류(Termination)
- 승인된 임상시험의 중지나 진행의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 위의 결정을
내린다.

미국 연방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시험 과정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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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미국 연방규정에서는 ‘IRB에서 승인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
이 별도로 심사하여 승인 또는 부결할 수 있다. 다만, IRB에서 부결된
과제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이를 승인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하여
IRB의 피험자 보호 권한을 기관장보다 상위로 두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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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B의 구성
□ KGCP 제8조 1항에서는 IRB의 구성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로
서 변호사 또는 종교인과 같은 1인 이상과 해당 시험기관과 관련
이 없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즉,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학계

위원(Non-scientific

member)이 반드시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시험을 진행하는 기관 외
의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위원을 전원 여성
또는 전원 남성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비과학계 위원이란, IRB를 두고 있는 소속 기관과 피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계관계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는 기관 외부 위원
이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피험자의 권익 보
호를 위해 심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또한 심사 대상
인 과제와 이해상충(COI: Conflict of Interest) 관계에 있는 IRB 위
원은 해당과제에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또한 KGCP에서는 의결정족수(Quorum)6)를 준용한다. 하지만 위의
구성 요건에 의하여 의결정족수인 전체 재적위원의 과반수만 참석
하면 비과학계 위원과 기관 외부 위원의 참여, 심사 없이도 과제
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연방규정은 의결정족수의 구
성요건에 비과학계 위원과 기관 외부 위원은 최소 각 1명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의결정족수가 성립되도록 규정한다. 만약 위원
들 중 한 명이 특정 연구 과제에 대한 결정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퇴장하는 경우, IRB 위원장 또는 행정 담당자는 의결정족
수 충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 연구
과제는 해당 IRB 회의에서 심사될 수 없다.
○ IRB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갖는 위원이다.
하지만 기관에 따라서 IRB 위원장은 이상반응 검토, IRB에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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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모든 서신의 검토와 서명, 연구계획서의 위반 사항 초기 처리
와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진다. KGCP제 8조 2항에서, 심사위원회
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KGCP
에만 존재하는 규정으로 해외의 IRB는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한다.
○ IRB에 따라 한 명 또는 일부 IRB 위원들이 사전에 연구 과제를
검토하고 정식심사에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임 심사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 책임심의위원은 시험 과제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심사되어야 하는 시험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전체 위원회에 설명한다.
- 위험/이득 비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동의서를 받는 방법 또는 피험자
선정기준 등과 관련된 과제에서 예상되는 중대한 문제점들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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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RB 심사 관련 문서
□ KGCP 제7조 2항에서는 IRB가 심사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임상시험(변경)계획서
○ 피험자 서면동의서 서식
○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서면정보(피험자설명서를 포함한다)
○ 임상시험자자료집
○ 안전성정보
○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보상에 대한 정보
○ 시험책임자의 최근 이력 또는 기타 경력에 관한 문서
○ 표준작업지침서 등 심사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
□ 각 시험기관의 IRB는 위의 규정을 포함하여 더 많은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임상연구계획서의

요약본, 증례기록서

(CRF), 피험자 동의서 불필요 사유서, 피험자모집관련 서류(공고
문, 매체 등), 이해상충서약서, 식약청 승인서 또는 공모관련 신청
서 등이 있으며 이 문서들을 임상연구계획서의 기본구성 요건으
로 포함시키는 IRB도 있다.
□ 임상시험과 관련된 문서의 보관은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이 지정한
문서보관 책임자가 지정된 임상시험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존하도
록 정하고 있다. 최근 일부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10년에서 15
년간 문서의 보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유럽계 의뢰기관은 영
구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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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RB 심사사항
□ IRB 위원의 중요한 역할은 벨몬트 보고서의 세 가지 원칙인 인간
존중, 선행, 정의의 원칙에 따라 특정 시험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과 이득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어진 시험 목적을 고려하여 위험과
이득의 비율이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에
는 피험자 군이나 시험절차, 또는 시험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이
론들과 같은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시험 과제가 IRB 승인
을 받기 위해서 IRB는 벨몬트 보고서에 의거한 윤리적 지침에 합
당한지 판단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
인해야 한다.
□ 위험/이득 평가는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시험의 목적이 가치가 있는가
- 동의서의 내용은 적절한가
- 시험 방법은 과학적으로 타당한가
- 시험 방법은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 위험/이득 분석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시험 참여에 따른 위험/이득 평가
- 시험 참여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였는가
- 이득을 고려하였을 때 위험의 수준이 적절한가

□ 또한 IRB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피험자 동의서
- 피험자 보호 방법
- 자료의 수집, 분석, 보관에 관한 연구 계획
- 연구 설계 및 방법
- 시험책임자와 연구 구성원들의 자격
- 제출된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서술
- 관련규정 및 기관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하는지 여부
-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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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신규과제 심사(Initial Review)
□ 시험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서를 IRB에 제출하여 심사
를 의뢰하면서 IRB와 최초로 접촉하게 된다. 신규 임상연구계획서
는 시험의 종류나 피험자 및 피험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정규심사(Full Committee Review) 또는 신속심사(Expedited
Review)로 나누어진다. 또한 IRB에 의하여 심사 면제(Exemption)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 심사 면제가 가능한 시험은 다음과 같다.
○ 확립된 교육환경에서 수행되며 정상적 교육활동 안에서 수행되는
시험
○ 교육적 검사(인지, 진단, 적성, 성취검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대
중 행동관찰을 이용한 시험
○ 위의 조건에 의해 면제될 수 없지만 법률이 식별가능한 개인 정
보에 대해 예외없이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 이미 존재하는 자료, 문서, 기록, 병리적 표본, 진단 표본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시험으로서, 이 정보나 표본을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거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된 경우.
○ 식품의 맛이나 품질 평가, 소비자 선호도 시험.
□ 정규심사는 가장 기본적인 심사 형태로서 대부분의 시험과제의
초기심사에 적용된다. 신속 심사를 할 수 없는 시험이 대상이며 의
결정족수 및 출석 조건을 충족한 소집회의이다.
○ 최소위험 이상의 시험
○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 허가용 의약품 ·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 침습적 절차가 포함된 시험
□ 신속심사는 피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이면
서 신속심사 범주에 해당하는 시험의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로, 소
집회의를 거치지 않고 1~2명의 위원들에 의해서 심사된다. 신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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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수행할 때 IRB 위원장은 정식심사 위원회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지만, 심사 과제에 대해서 불승인을 할 수 없다. KGCP에서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
정한다.
○ 신속보고 된 이상약물반응의 조치
○ 임상시험 종료 보고에 대한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한 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의 시정 사
항에 대한 처리
○ 모니터요원의 변경 · 시험담당자의 변경 · 응급 연락 전화번호
의 변경 등과 같은 행정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 유효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의 추가 및 삭제 등과 같이 계
획서의 사소한 변경 사항에 대한 처리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되어 제출된 계획서의 심사
○ 기타 임상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속심사가 필요하다고 심사위
원회의 표준작업지침서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 신속심사가 가능한 시험은 다음과 같다.
○ 임상시험용 신약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신청이 필요하지 않
은 약물이나 의료장비에 관한 시험, 혹은 승인된 의료기기를 허가
된 적응증에 사용하는 시험
○ 채혈 시험으로서 정맥, 모세혈관에서 단순 채혈만 시행하는 경우
○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검체를 수집하여 시행하는 시험
○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비침습적인 검사를(X-Ray, 극초단
파 제외)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시험
○ 자료, 문서, 기록 또는 검체를 이용하는 시험
○ 연구를 목적으로 음성, 비디오, 디지털 또는 이미지 기록을 수집
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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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나 집단의 성격이나 행동에 관한 시험
□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계획서 검토를 위해 IRB 위원들은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연구계획서의 요약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IRB 위원들은 정규심사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요약본을 검토해야 하며 책임 심사위원은 특별히 연
구계획서 원본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연구계획서 심사의 목
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임상시험 절차들이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 연구와 관련된 위험들을 확인한다.
○ 위험들이 어떻게 최소화 되는지 확인한다.
○ 예상되는 이득에 관련된 위험이 합당한지 평가하고, 만약 위험이
최소 이상인 경우라면, 이득이 위험을 초과하고 있는지, 또는 위
험과 이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사생활 보호와 기밀 유지에 관한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
다.
○ 필요한 경우, 등록 피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료를 어떻
게 모니터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었는지 검토
한다.
○ 피험자 모집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한다.
○ 동의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연구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취약한 피험자를 모집할 예정이라면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명시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5.2. 지속심사(Continuing Review)
□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법 제도는 IRB에서 승인한 과제라도 최소
연 1회 이상의 지속심사를 하도록 규정하며 승인을 위한 모든 요
소들이 여전히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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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험 과제가 검토되고 승인된 마지막 시점 이후의 시험 수행과
관련된 모든 활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IRB는 피험
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정도에 따라 지속심사는 연 1회보다 더욱
자주 요구할 수 있다. IRB가 지속심사에서 점검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총 등록 피험자의 수
○ 각종 이상반응 및 예상치 못한 문제, 피험자의 중도탈락 및 연구
와 관련되어 발견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 현재 사용중인 동의서의 내용
○ 지속심사는 시험 수행 중 발생했을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 즉 이상
반응, 시험의 변경(수정, 보완 및 시정) 및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누적심사가 수반된다.

5.3. 승인된 시험의 변경
□ IRB는 시험자가 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시험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승인해야 한다. 변경의 대표적인 예로는 피험자
모집방법의 변경, 시험자의 변경,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의 변
경, 동의서의 내용이나 동의 절차의 변경 등이 있다. 변경에 대한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 IRB는 수정된 사항이 전체 시험 디자인을 고려할 때 타당하게 변
경되었는지 검토해야 하며, 연구의 위험 수준이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변경계획서는 변경 사항이 시험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신규
과제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규심사 또는 신속심사로 진행되
어야 한다.
○ 사소한 변경 사항-최소 위험의 변경이며 위험/ 이득 비율이나 다
른 시험 요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신속심사
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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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정규심사가 요구되는 중대한 변경 사항들에는 참여 피험자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병경이나 또는 취약한 피험자 군의 포
함이나 치료법의 변경과 같은 실제적인 변경들이 해당된다.
□ 변경 계획서를 심사하는 경우 IRB위원은 변경된 새로운 정보에 대
해 피험자들이 알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동의서를 수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피험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동
의서의 추가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시험자가
변경된 동의서도 같이 제출하면, 동의서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
해 변경 계획서에 따른 내용에 맞추어 심사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미국의 FDA 기준은 피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일
경우 시험자는 이를 우선 시행하고 그 내용을 IRB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4. 이상반응 보고
□ IRB는 중대한 이상반응을 포함하여 피험자나 혹은 그 밖의 사람
들의 위험과 관련된 모든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관한 보고를 시험
자에게 의존한다. IRB는 이와 같은 보고 사항들을 심사할 때, 보고
된 문제들과 피험자들의 전체적인 연구 참여 간의 상관관계가 시
험의 위험/이득 비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
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IRB는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에 수정
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거나, 현재 등록되어 있는 피험자들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또
한 연구를 중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릴 수 있다.
□ KGCP는 이상반응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제2조 12항. “이상반응(Adverse Event, AE)”이라 함은 임상시험
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투여받은 피험자에서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후(sign, 예; 실험실적 검사치의이상), 증상
(symptom),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과 반
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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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13항. “이상약물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모
든 유해하고 의도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
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ㆍ 인과관계는 시험자와 의뢰자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 제2조 14항.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Serious AE/ADR)”
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
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지속적 또는 의미있는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ㆍ 지속적으로 의미있는 불구나 기능 저하의 경우’가 영구적인 불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경우’는 시험자
가 판단한다.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사망을 초래 또는 입원이
요구되지 않더라도 피험자를 위태롭게 하거나, 위에서 열거한 증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Intervention)가 필요한 중대한 의학적 사건의 경
우에는 보통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제2조 15항.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Unexpected Adverse
Drug Reaction)”이라 함은 이용가능한 의약품 관련 정보(예를 들
어 임상시험자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비추어 이상약물
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 SUSAR(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가 발생한
경우에는 IRB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KFDA에서 실사를
하게 된다.
□ KGCP는 보고의 주체와 대상에 관하여‘시험책임자는 계획서나 임
상시험자료집 등에서 즉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기한 것을
제외한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을 즉시 의뢰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며‘사망 예를 보고한 경우 시험책임자는 의뢰자와 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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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게 부검보고서(부검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와 사망진단서 등
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반응’과‘중대한 이상반응’등과 같은 보고의 의무를 시험
책임자에게 부과하고, 그 보고의 대상도 의뢰자로 정하고 있으며
의뢰자가 다시 KFDA와 IRB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이상보
고는 IRB와 의뢰자에게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는 미국의 기준과 상
이하다.

5.5. 신규과제의 반려
□ IRB가 시험절차에 대해 최소위험 이상의 위험을 우려하는 경우
- IRB에서는 정확한 위험/이득 평가를 위해 위험의 최소화에 대한 추가적
인 정보나 다른 대안을 요구할 수 있다.

□ IRB에서 연구계획의 과학성이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 IRB는 시험을 승인하기 이전에 검체 수 산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 중지 기준들, 또는 심사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IRB가 정당하게 계획된 시험 과제만을 승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IRB에 철자상 오류가 많은 시험 과제가 제출되었거나 동의서에 쓰
인 언어가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들로 기술된 경우, 또는 제출된
연구 관련 서류들 간에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
규심사 재심사 전에 수정 및 재제출이 요구된다.
□ IRB는 시험자에게 서면으로 시험 과제의 반려 사실을 통보해야 하
여 또한 이런 결정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시
험자는 직접 또는 서면으로 IRB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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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RB 회의
6.1. 회의 운영
□ 일반적으로 정규심사 일주일 전(근무일 기준 5일 전)에 IRB 위원들
은 회의 안건과 심사자료들을 받게 된다. 회의 안건은 회의에서 심
사할 시험 과제들의 목록과 각 과제들의 신청서류들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포함한다. 시험 과제 목록은 지속심사 및 신규과제, 그
리고 정규심사가 요구되는 이상반응 보고나 중요한 변경 계획서
모두를 포함한다.

6.1.1. 정규심사 절차
□ 회의 개최 전 관련서류 제출 : 시험자
□ 자료배부 : 책임심사위원 및 위원
□ 위원회 심사, 결정 : 투표
□ 결과 통보 : 승인, 시정승인, 보완, 반려
□ 승인서 발급 : 승인 시

6.1.2. 신규심사 절차
□ 관련 서류 제출 : 시험자
□ 자료배부 :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1~2명의 경험있는 위원
□ 심사, 결정 : 불승인 불가
□ 결과 통보
□ 승인서 발급
□ 정규심사에서 보고

6.2. 회의록 검토
□ IRB 회의록은 차기에 열리는 정규심사에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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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위원들에 의해서 반드시 승인되어야 한다. 위원들은 특별히
회의록의 정확성과 완결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6.3. IRB 위원의 기밀유지
□ 많은 기관들에서는 IRB 위원과 행정 담당자들로부터 기밀유지 서
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IRB 위원들과 행정 담당자들은 심사하는
시험 과제들의 특정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IRB 회의 수행과 관련
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 내 정
책에 따라서 IRB 위원은 회의 전에 제출된 서류 내용에 대해서 시
험자에게 문의하고 확인할 수 있다.
□ IRB 심사 결과는 모든 IRB 위원들의 심사와 투표를 바탕으로 결
정되므로 IRB 위원과 행정담당자들은 시험자에게 누가 해당 시험
과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그림 33] IRB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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