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게놈
건강정보
제공사업
지원자 모집 안내문

사업의 개요
01. 2016년도 참여 지원 대상 및 자격
• 주민 게놈건강정보 제공 사업은 주민들에게 건강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전 인류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위원회 및
울산시·밀양시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게놈기반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수행됩니다.

•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1997.09.27 이전 출생자)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인체유래물(혈액 30cc) 기증 및 임상정보, 유전정보,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는 자
• 지원자 본인 외 대리지원 불가

02. 참여자 선정 방법 및 기준

• 본 사업은 게놈 건강정보에 관심이 있는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3년 동안) 총 1천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수행되며,
연도별 참여 모집 및 선정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 지원자 중 추첨 방식을 통한 대상자 선정 (거주지역, 성별, 연령 고려)
- 울산 5개 지역구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 성별 (남, 녀)
• 1차년도 참여대상자 100명 중 70명은 거주지역/성별/연령별 1명씩 랜덤 추첨 선정

- 2016년 울산 100명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2017-2018년 울산/밀양 900명 추후 별도 모집

• 나머지 30명은 미선정 참여지원자 중 랜덤 추첨 선정
• 미선정 참여지원자 중 예비 20명을 선정하여 취소자 발생시 참여

03. 2016년도 참여 신청 기간 및 방법
• 2016년도 참여신청 접수기간: 9월 9일 - 9월 27일
• 2016년도 참여 접수방법: 웹페이지 방문 신청 (http://ulsan1000.genomekorea.kr)

주민 게놈건강정보 제공사업의 내용
• 사업의 참여 선정자는 혈액 등의 샘플을 기증하고, 게놈 분석을 통한 건강정보 (건강검진 검사,

• 2016년도 참여 선정자 결과발표: 9월 28일 - 9월 30일 (위 웹페이지에서 선정자 결과 조회 및 개별 연락)

04. 참여 선정자 참여절차

질병 관련 유전자 지표 분석, 생체나이 예측)를 제공받게 됩니다.
- 건강검진 결과 : 신체계측 및 진찰, 체지방 측정,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액 지질 검사,
당뇨 검사, 신장 검사, 전해질검사, 간염검사, 암지표 검사, 복부초음파 검사 등
- 유전자 지표 분석 결과 : 유전자 지표를 활용한 일반질환과 암에 대한 발병 가능성 및 신체적 특징 예측
- 생체나이 예측 결과 : 게놈기반 생체나이 예측

• 참여자의 인체유래물(DNA, RNA, 세포 등) 및 의료/건강정보는 향후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병원 인체유래물 은행에 익명화 되어
보관됩니다.
* 참여자가 제공한 인체유래물 등은 인체유래물 은행에 기증을 동의한 날부터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법 개발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 보존·관리·연구·분양에 이용됩니다. 인체유래물과 관련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때에는

방문 일정 예약
(선정자에게 개별연락)

울산대학교병원 신관(암센터)
2층 건강증진센터 (행복코스) 내

게놈사업 상담실 1차 방문

건강검진 및
혈액채취

2차 방문
검사결과 수령

•방문 일정 협의 후, 오전 08:00 ~ 09:00에 울산대학교병원 방문 참여 (참여 소요시간: 약 2시간 소요 예상)
•혈액 처리 및 건강검진 검사를 위해 해당시간 이외에는 참여가 제한 됩니다.

05. 문의 및 상담
•주민 게놈건강정보 제공 사업 상담실 : 052-235-6966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이메일 문의 : boram13@unist.ac.kr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보호 됩니다.

수행기관

동의서 및
설문지 작성

게놈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