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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ost biobanks put in manually biospecimen-related inventory data into the databases, which may introduce
errors in the database. The National Biobank of Korea (NBK) operates on the self-developed Human Biobank Information
System (HuBIS) which stores and disseminates data of biological samples.
Methodology/Results: The HuBIS handles various biobank inventory data generated from a central biobank and 17
regional biobanks, which form the Korea Biobank Network (KBN). Here, we report the analysis of the data quality and
database structure of the HuBIS with an aim to improve the database quality and reliability. The HuBIS database was
analyzed for patterns of data errors in terms of 12 assessment areas, including uniqueness and column consistency
according to the database quality certification-value (DQC-V) of the Korea Data Agency.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rror rates for uniqueness and column consistency were 0.17% and 3.3% respectively, showing 3.04% error rate of
the total evaluation standard, which is similar to 3.2, the error rate of a Sigma level and the Silver class of the DQC-V
standard. In addition, we analyzed the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 of the database structure, and demonstrated that
data quality can be efficiently increased by improving data normaliz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assessment of database quality, we will apply for a data quality certification of the Korea Data
Agency, and will implement the 5-year roadmap of data quality management of the HuBIS.
Keywords: Biobank, Data quality management, Database quality, Roadmap

들어가는 말

따라 데이터 품 질관리가 필수 적인 요 소 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은 2기까지(’08-’16) 인체자원 확보를 위한

최 근 공 공데이터의 개방·공 유·활용 요구가 증가 함 에

국가 바이오뱅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71만 명의 대규모 인체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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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rror rates by quality indicator
Quality Indicators

Business Rules

Number of cases

Number of errors

Estimated error rate (%)

Individual completeness

2,790

150,229,710

15,287,104

10.2

Condition completeness

1,026

37,988,133

15,553,334

40.9

36

29,567,295

50,338

0.2

Range effectiveness

562

41,796,011

24,041

0.1

Form effectiveness

162

62,168,444

143,898

0.2

Date effectiveness

36

1,441,599

654,244

45.4

Code effectiveness

666

19,418,003

194,791

1.0

Reference Integrity

486

1,235,495,268

1,140,701

0.1

Column consistency

126

90,624,884

2,988,073

3.3

Post-relationship accuracy

198

126,619,025

17,981,328

14.2

Calculation accuracy

306

3,418,392

1,515,736

44.3

Recency

108

28,502,042

39,821

0.1

6,502

1,827,268,806

55,573,409

3.0

Uniqueness

Total

해당 정보를 확보 및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체자원은행

45.4% 및 계산/집계 정확성 44.3%로 일부 품질지표에서 높은

정보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위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인체자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Table 1).

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모델을 수립하고

품 질지표 오류 추정률 을 바탕으 로 데이터 품 질향상을

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 이번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현 데이터베이스

글의 목표는 인체자원 데이터의 품질관리 기반 마련을 위하여 현행

모델을 정제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오류사항을 확인한 결과

데이터에 대한 품질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전략 및

데이터들의 표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준 데이터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표준 데이터를 정의·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간의 불일치와 데이터 오류를 방지하고

몸말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메타데이터 관리를
통해 추후에 잘못된 데이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데이터 품질 현황 검토

데이터 모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구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전사 차원의 데이터 모델 공유 및

인체자원 데이터 품질 현황 분석을 위해 한국데이터베이스

재사용을 극대화하며, 체계적인 데이터 모델의 변경 관리를

진흥원에서 제시한 데이터 품질관리 프레임워크 기반의 방법론을

가 능하게 한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 를 모두 반영하 는 것을

사용하여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및 17개 단위은행을 대상으로

시작으로 데이터 표준을 설정하고 메타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품질지표별 오류 추정률은 3.0%로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조건완전성 40.9%, 날짜유효성

데이터 모델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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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ified entity relationship objects by subject area
Subject areas

Entity name

Contents

Management
information

MG_BARCODELOG

Set primary key

MG_COLLECTION_VIAL

Management of total vial information

MG_DONER_INFOR_ECRYPT

Reset relationship with donor’s information

MG_VIAL_GROUP

1st normalization and reset relationship with donor’s information

OBJ_BACKUP_MASTER

Reset type of data and relationship

OBJ_BATCH_CANCEL_DETAIL

Reset relationship to NOT NULL

OBJ_CART_DETAIL

Management of total vial information

OBJ_KCD

1st normalization and Reset type of data

OBJ_KCD_INDEX

Make new entity for KCD code entity of normalization

QC_STR_DETAIL

1st normalization and delete unuseful items

QC_STR_INFO

Set relationship with entity of project code

QC_TISSUE_PROPER

Reset relationship with entity of vial information

BARCODE_SEQ

Set relationship with entity of project information

ST_CATEGORY

Set relationship with entity of box’s information

ST_PRODUCT_INFO

1st normalization and set relationship with entity of agency

SM_CODE

Need some properties coded

System
information

Vial Quality
Information

Others

데이터베이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데이터 처리 성능은

데이터 관리지침 및 관리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저하되며, 품질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체/테이블 구조 및 관계 설정의 문제점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최적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관리될 수 있는 구조를

많은 개체들이 정규화를 고려하지 않아 데이터의 중복 및 관리의

유지하여 잘못된 데이터가 초기 단계부터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정규화 과정을 통한 누락 개체의 도출 및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개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개체들

데이터의 정합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간의 관계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합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유지해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미치므로 정확한 관계 표현 표기법을 사용하여 개체들 간의 정확한

운영하고 있는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105개 데이터 모델 개체를

관계 설정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속성/칼럼 설정의 문제점은

선정하고, 4개의 주제 영역(제공자 및 인체자원정보, 시스템관리,

데이터베이스 속성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 테이블

자원품질정보, 기타정보)으로 분류하여 최적의 데이터 구조 모델

배치에 의한 것으로, 참조 대상 속성들과 변경 대상 속성들이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항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표준화

테이블에 산재되어 있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규칙, 명명 규칙,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세스 규칙, 개체/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연결 시에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코드성격의 개체를

구조, 개체/테이블 관계, 기본키(Primary key) 구조, 인덱스(Index) 및

도출하여 정리(데이터 그룹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 식별자/인덱스

제약 조건, 속성/컬럼 명칭 및 데이터 유형, 정규화(Normalization)로

설정의 문제점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본키를 제외하면 성능을

총 9가지 항목을 정의하였다. 데이터 모델 현황 검토 중 5가지 항목이

고려한 대체키(Alternate key)들이 설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따라서 식별자/인덱스 활용도를 파악하여 대체키 혹은 개체들 간의

첫 번째로 데이터 관리 표준화의 문제점은 체계적인 데이터

외래키(Foreign key)를 설정하여 적절한 식별자/인덱스를 활용해야

관리를 위한 표준화 정책의 부재에 따른 데이터 관리의 어려움으로

한다. 다섯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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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mplementation roadmap of data quality management
Category

Introduction

Expansion

Stabilization

Steps

1st

2nd

3rd

4th, 5th

Objective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data quality management

Establishing a data quality
management system,
organization and procedur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data quality diagnosis
improvement

Establishment of the
enterprise quality control
system by managing data
quality performance

Activity

•Prepare a plan for

establishing the data
quality management
system
Develop data quality
•
management guidelines
Defining Data Quality
•
properties

•Establish policies and

procedures for data quality
management
Organization configuration
•
dedicated to data
management

•Defining and granting rights

to manage data
Develop data management
•
standardization guidelines
Defining data management
•
attributes and management
criteria
Prepare quantitative data
•
quality metrics

•Improve and upgrade the

data quality management
system
Extend the scope of
•
standard management and
standardize on DB
Introducing the
•
Metamanagement system
Perform enterprise-wide
•
data quality management
Reflecting data standards
•
for organizations across
the board

Data quality
management
maturity

Level 1

Level 2

Level 3

Note

Achieve data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stage 2

Achieve data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stage 3

management system(DBMS)이 제공하는 편리한 기능들을

DQC)는 조직에서 개발하여 활용 중인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자체 품질과 데이터 관리 체계의

이러한 DBMS의 기능들을 활용하기 보다는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품질을 심사, 인증하여 데이터 품질 제고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트리거(Trigger), 내장형

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제시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시저(Stored procedure), 적절한 뷰(View) 등과 같은 DBMS가

성숙도(Data quality management maturity)는 5단계로 구분하고

제공하는 기타 유용한 기능을 파악하고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있으며, 이는 데이터 품질관리 성숙수준을 도입, 정형화, 통합화,

인체자원은행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한 업무프로세스 및 개체

정량화, 최적화로 구분한다. 인체자원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의 수준

매트릭스를 정의해야 한다. 실제 업무 영역을 크루드 매트릭스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은 중요한 과정

분석(CRUD matrix)을 활용하여 데이터와 연관된 업무프로세스

중 하나로 위의 데이터 품질 및 모델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재설계가 필요하다.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한 이후에

인체자원 데이터 품질관리 성숙수준을 높여 데이터 인증(Database

데이터 관리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데이터들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quality certification value) 및 데이터 관리 인증(Database quality

있도록 해야 한다.

certification management)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더욱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전략 수립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단계별 이행 로드맵
인체자원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는다.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Database qualit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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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이행단계 및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정의하고, 앞으로의

또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Schema)를 완전하게 수정하지 않은

품질관리 활동을 위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체자원

상태에서의 오류 데이터의 수정은 현 시점에서는 좋은 데이터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단계 계획은 도입기, 확산기, 성숙기로 구분할

품질을 유지하겠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반복적으로 새로운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인체자원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의 높은 수준 유지를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 규칙을 적용하여 완전하게 수정하고, 수정된

첫 번째 도입기에서는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베이스에 현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수립을 통한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을 확립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있는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

확산기에는 품질관리 범위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인체 자 원정 보관 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 조 를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조직/절차 수립 및 데이터 품질 진단 개선

변경한다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성숙기에는 데이터 품질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조금만 변경해서 높은 성능을 보장받을 수

성과관리를 통한 전사적 품질관리 체계의 운영을 정착시키는 것을

있거나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반영하여

목표로 한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추진 방향의 목표는 업무의 효율화를

품질관리 담당자가 데이터 품질관리 이행 로드맵에 포함된 구분별

위한 선진화된 데이터 관리와 활용체계의 구축이다. 먼저 데이터

주요 활동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단계별 데이터 품질관리 성과를

관리의 기반을 확립하고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를 거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을 통한 높은

정착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데이터 품질 인증 수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그리고 상호운용성이

통해 인체자원 데이터 품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연구자들에게

확보된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선진 데이터 관리체계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전략계획의 수립, 둘째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셋째

또한 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은행의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데이터 품질관리 공인인증을 획득,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전담 운영

대상으로 Process-Entity Matrix(CRUD Matrix)를 작성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업무와 데이터의 연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업무

인체자원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별 이행

프로세스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BPR)를

로드맵으로 5개년에 걸쳐 “도입 및 기반 확립”, “품질관리 범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체자원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확대”, “품질관리 체계 정착 운영” 으로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별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의 파악 뿐 아니라 데이터 관리 수준 향상

목표와 주요 활동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Table 3).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보시스템의 구축 측면에서 살펴보면,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가
먼저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데이터 구조 변환 및 데이터 이관의

맺는 말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 프로그램
변환을 수행해야 한다.

인체자원은행의 데이터 품질은 정보시스템 운영 기간 및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생성으로부터 폐기에 이르는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고려할 때,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생명주기와 중요성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련자는 물론 데이터 생성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품질현황 파악 내역 중에서 오류

및 활용의 주체인 사용자들에게도 교육을 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

데이터들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정사항 및 개선사항을

저하 가능성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품질 향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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