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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

블록체인 기반 유전체 데이터 공유 Platform
는 유전체 정보 공유를 위한 능동적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
Platform입니다.
WHOZ

년 이후
대체 불가능한 토큰) 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
니다 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유틸리티, 예술, 스포츠, 메타버스, 게임 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서는 의 대체 불가능성을 이용하여 개인이 유전자 데이터
의 권리를 지키고 스스로 판매하며,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할지 제공 범위까지 스스로 결정하
게 할 것입니다.
2020
NFT (Non-Fungible Token,
. NFT
WHOZ Platform
NFT

그림1) WHOZ Platform 시스템 개요도

에서 유전자 정보제공자 개인은 WHOZ Platform의 Provider dApp을 통해
자신의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의뢰하여 분석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며, Platform 내
부의 탈중앙화 분산 저장소에서 암호화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된 자신의 유전체 데이터를 관
WHOZ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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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는 WHOZ에서 발행 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찾고자 하는 특정 유전
체 정보에 대하여 Consumer dApps을 통해 정보 열람을 요청 할 수 있고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WHOZ Platform은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정보제공자의 유전체 정보를 목록화하게
됩니다.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특정 유전체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 제공자들은 Provider
dApp을 통해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
발적으로 수요자를 특정하여 본인의 유전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
습니다. 이때 수요자 측에서는 Consumer dApps에서 특정 개인의 유전체 정보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보제공자에게 WHOZ token을 지급하게 됩니다.
1-2.

유전자 데이터와 NFT

은 전세계 77억 명의 인구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유전체 데이터가 올
바른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하여 유전자 학계와 의학분야의 순수학문 분야에 골고루 활용된다
면 인류 의학발전의 신기원을 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
여 건강한 정보공유 생태계 조성을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Platform을 설계
하고 기술을 고도화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WHOZ Platform의 철학은 정보공유 생태계 구축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핵심 가치가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명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WHOZ Platform은 개인으로부터 생산 된 높은 부가가치의 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
로 공유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둔다.
WHOZ Platform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는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에게 있으며 그 정보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
WHOZ Platform에서 거래되는 모든 정보와 재화의 거래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되어
야 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하게 권한을 분배하여
탈중앙화 가치를 실현한다.
Platform을 구성하는 구성원, 이해관계자들간의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하고
의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다.
Platform의 탈중앙화 가치실현을 이루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한다.
WHOZ Platform

1-3. WHOZ Platform Missions

💡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기술 구현의 목적은 유전자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공유 경제를
WHOZ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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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 백서를 기반으로 Platform의 구축과 생태계 조성의 기본 로드맵을 제
시하고 유전체 데이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생태
계 조성의 계획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Vision을
제시합니다.
전세계인 누구나 인종, 국가,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WHOZ Platform을 통해 자유롭
게 본인의 유전체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유전체 공유 Platform을 구축한
다.
전세계인 누구나 본인의 유전체 정보를 능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퀀싱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유전체 정보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공유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네트워
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제공자로부터 생산 된 유전체 정보가 수요자로 전달되고 유통될 때 WHOZ
token을 기반으로 보상과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Token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하여 Platform의 자원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WHOZ dApps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WHOZ Platform

의 Token 생태계

2. Whoz Platform
2-1.

생태계 구성원

그림2) WHOZ Platform의 Token Ecosystem Member

의 Token Ecosystem의 구성원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유전체 DB 제공자

WHOZ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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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Z: Gene Information Ltd, UK (Global DNA Sequencing Alliance
Headquarter)

유전체 DB 관리&유통 : DNA Management dApp
제약회사
헬스/뷰티 케어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2-1-1.

유전체 DB 제공자

유전자 검사를 원하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WHOZ Platform 을 통해 WHOZ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합니다.
WHOZ팀은 검체 채취용 KIT를 사용자에게 배송하고 사용자에게 검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사용자는 검체 수집에 동의하고 검체 채취용 KIT를 이용해 자신의 타액, 체모 등을 채
취하여 WHOZ팀으로 보냅니다.
WHOZ팀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WHOZ팀은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WHOZ팀의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WHOZ Platform의 IPFS Content Storage에
저장합니다.
WHOZ Platform은 DNA Management dApp 개인페이지를 통해 유전자 검사 보
고서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WHOZ Platform의 DNA Management dApp에서 유전체 DB 활용에 대한 동의
또는 비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활용 동의를 선택한 의뢰인은 WHOZ Platform
의 ’유전체 DB 제공자’가 되고, 정보활용 비 동의를 선택한 의뢰인은 WHOZ Platform의 ‘일
반 사용자’가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후, DNA Management dApp에서 정보활용 비 동의를 선택한
사용자의 유전체 DB → 일반 사용자의 유전체 DB : 정보활용 비 동의 시, ‘일반 사용
자’로 분류되며 일반 사용자의 유전체 DB는 WHOZ Platform의 WHOZ Content
Storage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며, 제휴 기업의 정보 활용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후, DNA Management dApp에서 정보활용 동의를 선택한 사
용자의 유전체 DB → 유전체 DB 제공자의 유전체 DB :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후
WHOZ Platform의 DNA Management dApp에서 제휴 기업이 정보를 활용하는 것
을 동의한 사용자는 그 시점부터 ‘유전체 DB 제공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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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유전체 DB 제공자의 유전체 DB 또한 WHOZ Platform의 WHOZ
Content Storage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됩니다. 유전체 DB 제공자의 유전체 DB는 비식별
화 된 상태로 기업과 기관에 전송되며 WHOZ Platform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
료가 됩니다.
유전체 DB 제공자의 경우 WHOZ Platform에서 유전체 DB 활용에 대한 보상으로 WHOZ
token을 받게 됩니다. WHOZ는 WHOZ Platform에서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WHOZ팀
과 제휴 된 기업에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제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전체 DB 제공자는 WHOZ Platform dApp에서 주체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
습니다. 유전자 정보 제공자들이 모인 Community에서 활동하며 의학지식을 공유하고 다양
한 질병들의 치료제, 치료법 등 의료업계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1-2. Gene Information Ltd, UK(Global DNA Sequencing Alliance
Headquarter)

유전자 검사 의뢰인의 샘플(타액, 체모, 기본적인 설문조사 등)을 수취해 실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센터는 WHOZ Platform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WHOZ Platform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될 이해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WHOZ Platform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드인 검사 센터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Gene
Information Ltd, UK는 다음 과 같은 역할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더해줍니다.
- Global DNA Sequencing Alliance를 구축하여 직접 유전자 검사 업무를 관리 감독합니다.
유전자 검사 의뢰인에게 전달할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WHOZ Platform에 전달합니
다.
2-1-3.

유전체 DB 관리&유통 : DNA Management dApp

그림3) DNA Management dApp 유전체 DB 유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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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장된 모든 유전체 DB는 DNA Management dApp을 통해 관리, 유통
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휴 기관과 기업에 제공됩니다.
제휴 기업은 WHOZ의 DNA Management dApp 또는 거래소를 통해 WHOZ token
을 구매합니다.
제휴 기업은 WHOZ의 DNA Management dApp에서 필요한 유전자 정보를 검색,
요청합니다. 검색되는 유전체 DB 는 비 식별 DB이며, 유전자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됩니다.
DNA Management dApp은 제휴 기업, 기관이 선택한 유전체 DB를 가진 유전자 검
사 의뢰인에게 정보활용 동 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유전자 검사 의뢰인은 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정보 활용에 동의
한 DB는 제휴 기업과 기관으로 비식별화 된 유전체 DB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때부
터 유전자 검사 의뢰인은 유전체 DB 제공자가 됩니다.
제휴 기관, 기업은 필요로 하는 유전체 DB 구매하기 위해 DNA Management dApp
으로 WHOZ token을 전송합니다.
DNA Management dApp은 유전체 DB 제공자에게 활용 동의를 얻은 유전체 DB를
제휴 기업, 기관으로 전송합니다.
DNA Management dApp은 유전체 DB 제공자에게 WHOZ token을 전송합니다.
유전체 DB 제공자는 WHOZ token을 사용하여 WHOZ Platform의 제휴 기관, 기업
이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WHOZ Platform

2-1-4.

제약 회사

제약회사는 WHOZ Platform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제약회사는 신약이나 식품, 의료기기, 새로운 시술법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
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 는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시험을 위한 참여자 모집은 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혈액 검사,
스크리닝 검사 등 기본 검사를 통해 임상시험의 대상 조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
는 과정을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
희망자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 의 지출은 모두 제
약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임상시험 조건에 적합한 참여자들
을 찾기 위해 IOGS Platform을 활용한다면 참여자 모집에 대한 정확성이 달라
지게 됩니다. 제약회사가 WHOZ Platform에서 임상 시험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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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는 임상시험의 목적과 이유, 참여 인원, 참여 보상 계획 등을 GIF에 전달합
니다.
WHOZ Platform은 DNA Management dApp에서 임상시험의 목적과 이유에 부합
하는 다수의 유전체 DB 제공자를 선별합니다.
WHOZ Platform은 선별한 유전체 DB 제공자의 DNA Management dApp 개인페
이지로 임상시험 정보를 알리고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WHOZ Platform은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유전체 DB 제공자와 제약회사를 연
결합니다.
제약회사는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제약회사는 임상시험에 대한 보상으로 유전체 DB 제공자에게 WHOZ를 지급합니다
유전체 DB 제공자는 Token을 사용하여 WHOZ Platform의 제휴 기업, 기관이 제공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약 회사는 기존의 임상시험 및 연구의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의 절감과 더불어 임상시험의 정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WHOZ Platform이 제공
하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방법은 궁극적으로 임상시험 및 연구의 신뢰성을 더해 줄 것입니
다.
2-1-5.

헬스/뷰티 케어 기업

헬스/뷰티 케어 기업은 WHOZ Platform 의 DNA Management dApp으로부터 유전체 DB
를 공급받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
다이어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유전체 DB를 통해 다이어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비만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
들을 위한 맞춤형 다이어트 제품이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기업은 다이어트 제품
생산을 위해 비식별화 된 수많은 유전체 DB를 수집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유전체
를 분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생산된 다이어트 제품보다 더 세분화 되고,
많은 종류의 제품이 생산될 것입니다.그동안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SNS 광고나
체험수기 등을 근거로 하여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체질과 맞지 않는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한 경우 큰 효과
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체 DB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이어트 제
품은, WHOZ Platform 을 통해 본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개
인의 체질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체중감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들은 본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질별로 세분화된, 나의 체질에 알맞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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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하여 내가 선택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dApp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의 생산일자, 생산지 등의 정보까지 유통에 대한 정
보들도 Blockchain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원산지, 유통기한 등
에 민감한 고객들이 직접 자신이 주문한 제품의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고객
들에게 신뢰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탈모 치료 관련 식품 및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
탈모 치료와 관련 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유전체 DB를 통해 탈모 예방과 치
료에 특화 된 제품과 진행 중인 탈모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하는 제품에 대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새로운 탈모 예
방과 치료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고객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 남성 호르몬 등의 원인에 따른 탈모는 예방과 치료를 통해
일부분 회복이 가능하지만 유전적 원인에 의한 탈모는 현재 까지 완치가 어렵다
고 알려져 있기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별도의 dApp을 운영
하며 탈모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있는 유전체 DB 제공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
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dApp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
공 받을 수 있으며,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dApp을
통해 탈모 예방과 치료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탈모 유전자를 보유한 사
람들간의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탈모에 대한 유
저들 간에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고, 학회 및 세미나 참석, 새로운 치료법, 새
로운 치료제 등의 의학관련 전문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
화장품 생산 기업은 그동안 축적해 온 피부 관련 DB에 유전체 DB를 더하여 새로
운 유형의 연구개발 DB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타입분석과 노화의 유전적 요인 등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 유전체 DB를 활용, 연구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제 소비자는 자신의 피부타입에 적합한 화장품을 WHOZ Platform을 통한 유전
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유전자 검사결과가 없는 소비자라고
해도 세분화된 제품들의 타입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특정 유전자에 의한 유전자 발현을 제어할 수 있는 제
품들의 연구와 개발에 의해 만들어 진 제품들을 선택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부
작용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주기적인 유전자 검사와 피부타입 검사를 통해
현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뿐만 아 니라, 장기적으로
피부 상태의 변화 내역을 Blockchain에 기록하여 계절별, 상황 별, 생애주기 별
등 맞춤형 피부관리에 도 움을 줍니다.기업은 유전체 DB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
능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유전체 DB 제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
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화장품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
품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 집할 때 유전체 DB 제공자들에게 추가적인 유전체 DB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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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동의를 얻어 먼저 참여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집 절차는 회사의 마
케팅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가를 낮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원료, 성분 표 등과 같은 정보와 유통 과정은 dApp을 통해 조회가 가능
합니다. 원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오가닉(Organic) 화장품의 경우 다
음과 같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료 식물 원산지
추출 식물 성분
원료 보관 방법
성분 표
제조 날짜
포장 날짜
보관장소
배송정보

2-1-6.

연구기관

팀은 원활한 Platform 운영을 위해 Global DNA Sequencing Alliance를 구축할 계
획입니다. 각 국을 대표하는 DNA Sequencing 분석 기관들은 수 년간 자국에서 사업을 영위
하며 검증 된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며 WHOZ팀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의뢰인에게 정확
도 높은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검증 된 기관의 유전체 DB는 현재 바이오 업계에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식별 유전체
DB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연구기관은 출처가 분명한 유전체 DB를 지역, 성별, 질병,
체질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전체 DB를 수집하여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WHOZ Platform에서 유통되는 유전체 DB는 비식별화 되어있기 때문에, WHOZ팀은 유
전체 DB 제공자를 특정 지을 만 한 어떠한 단서도 제휴 기업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Blockchain 기반 WHOZ Platform내의 유전체 DB 유통은 DB의 무결성, 보안성을 보장하
고 유전체 DB의 위·변조, 유실 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은 WHOZ
Platform으로부터 정확한 유전체 DB의 공급과 안전한 유통망을 통한 공급 두 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기관은 안정적인 유전체 DB 공급으로 인해 연구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
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더 나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WHOZ
Platform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WH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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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DB 제공자는 WHOZ Platform에서 수령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전송하여 추가적인 분석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체 DB 제공자는 WHOZ Platform을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예: BRCA1, BRCA2 등) 유전자를 보유한 유전체 DB 제
공자의 경우 WHOZ Platform과 제휴 된 의료기관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
습니다.
(필요한 경우 유전체 DB 제공자는 검체 채취용 KIT를 이용해 자신의 타액, 체모 등을
다시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체 DB 제공자는 의료기관으로 WHOZ token을 지불합니다.
의료기관은 유전체 DB 제공자의 유전자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의료기관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의학적인 소견을 첨부하여 유전체 DB 제공자에게 전
송합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유전체 DB 제공자는 WHOZ Platform에서 유전자 검사 뿐만 아니
라 본인의 유전 정보와 연관이 있는 의학적인 분석 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
불어 의료기관의 부설 연구시설은 자체 보유한 유전체 DB와 다른 유전체 DB의 비교
가 필요할 경우 WHOZ Platform에서 WHOZ token을 활용하여 유전체 DB 제공자
의 유전체 DB를 공급받아 연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

생태계 개요

WHOZ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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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WHOZ Platform Token Economics

에서 각 구성원간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WHOZ Platform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합니다.
WHOZ Platform 은 사용자에게 유전자 검사용 검체 채취 KIT를 제공하고 검체 수집
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사용자는 유전자 검사용 검체(타액, 체모) 수집에 동의하고 검체를 채취하여 WHOZ
로 보냅니다.
WHOZ Platform는 WHOZ팀의 유전자 분석 보고서를 IPFS Content Storage에 저
장하고 DNA Management dApp으로 전송합니다.
사용자는 DNA Management dApp에서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제휴 기업(제약회사, 헬스&뷰티 케어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은 거래소나 WHOZ
Platform 을 통해 WHOZ token을 구매합니다. 제휴 기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WHOZ Platform

후즈후 백서

13

필요한 유전체 DB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휴 기업은 WHOZ Platform DNA Management dApp 검색페이지에서 필요한 유
전체 DB를 검색합니다.
제휴 기업은 검색된 유전체 DB 중 필요한 유전체 DB를 요청합니다. 검색 결과값은
비식별화 된 데이터로 표시됩니다.
DNA Management dApp은 제휴 기업의 요청에 부합하는 사용자들에게 유전체 DB
정보활용 동의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보 활용에 동의한 의뢰인은 WHOZ
Platform내에서 유전체 DB 제공자가 됩니다.
제휴 기업은 DNA Management dApp에서 요청한 유전체 DB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유전체 DB를 확인하고 WHOZ token으로 결제합니다.
DNA Management dApp은 제휴 기업의 요청에 해당하는 유전체 DB를 비 식별 처
리하여 제휴 기업에 전송합니다.
DNA Management dApp은 제휴 기업에게 받은 WHOZ token을 유전체 DB 제공자
에게 전송합니다.
유전체 DB 제공자는 WHOZ token을 지불하여 제휴 기업의 제품 (의약품, 다이어트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전체 DB 제공자는 WHOZ token을 지불하고 의료기관에 추가 검사 결과 보고서를
요청합니다.
제휴 기업은 유전체 DB 제공자에게 제품(의약품, 다이어트식품 등)을 배송합니다.
의료기관은 유전체 DB 제공자에게 추가 검사 결과보고서를 전송합니다.
3. Whoz Platform

세부

의 엔지니어링 구조

3-1. Whoz Platform
WHOZ Platform

후즈후 백서

의 Engineering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4

그림5) WHOZ Platform Engineering Architecture
* 향후 사업 방향에 따라 플랫폼 구조의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 엔지니어링 구성요소

3-2. Whoz Platform
3-2-1.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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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탈중앙화된 파일분산저장 시스템(IPFS, Inter Planetary
을 도입하여 타 Project와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WHOZ Platform
File System)

은 탈중앙화 된 저장 기술이며, 기본적으로 장부(원장, Ledger)를 탈중앙화 하고
있습니다 장부의 탈 중앙화는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화된 장부는 소비자의 결제 내역을 해당 기업만 독점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장부는 생태계에 속해있는 모든 노드들이 해당 거래내역을 소유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부의 탈중앙화로 인해 사용자, 비사용자 모두 해당 거래내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탈중앙화된 IPFS는 큰 데이터를 나누고 나누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주소
로 인식하게 만드는 P2P 분산 파일 시스 템입니다. 특정 데이터를 탈중앙화된 IPFS
에 업로드 할 경우 파일은 수백 개의 파일로 나눠져 스토리지 네트워크 에 저장되며,
나눠진 파일은 실제 파일명과 다른 공통의 해시 값을 제공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데이터는 같은 파일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콘텐츠 주
소(Content Addressing)라고 합니다. 이 해시 값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콘텐츠 주
소만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파일 찾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서
비스 사업자는 IPFS를 통해 이용자와 파일을 나누어 저장하며 파일 관리 비용을 절
감할 수 있게 됩니다.
WHOZ Platform은 위와 같은 탈 중앙화된 정보 저장소 시스템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
크를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Platform 내에서 탈중앙화된 IPFS가 적용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
습니다.
WHOZ Platform에서 생성한 개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암호화 한 후 IPFS에 저장
하게 됩니다.
IPFS 클라이언트(개인, 제약회사, 헬스/뷰티 케어 기업, 연구기관)는 각 클라이언트
로 연계된 Data 캐시 DB에서 IPNS(Inter Planetary Name Service)를 이용해 원하
는 컨텐츠(DNA Sequencing 결과 보고서)를 검색하게 됩니다.
결과를 받기 위해 소정의 WHOZ token을 DNA Management dApp에 지불하면
IPFS로부터 DNA Sequencing 결과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을 통해 WHOZ Platform은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된 데이터
저장 메커니즘과 분명한 차별점을 도입하였고, 진정한 의미의 탈 중앙화 정보저장 관리체계
를 도입함으로써, 단순히 Smart Contract의 Bite Code와 Token전송의 거래 내역만 탈 중앙
화 하는 것이 아닌 Content까지 탈 중앙화한 진정한 Blockchain Platform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Blockchain
.

후즈후 백서

16

3-2-2. Oracle Problem “Oraclize”

외부 데이터를
💡 도와주는는솔루션을
의미합니다
Oraclize

Blockchain
.

네트워크의 입력값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은 Blockchain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내부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며, Blockchain 외부
의 데이터를 Off-Chain, 내부의 데이터를 On-Chain이라고 합니다. Blockchain의 블록에 저
장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입력될 때부터 Blockchain
블록에 저장되지 않거나 저장되는 과정에서 위,변조 이슈 가 생긴다면 해당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가 됩니다.
Off-Chain이 Blockchain On-Chain으로 입력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무결한 상태로
입력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Off-Chain은 Blockchain 네트워크 진입을 위해 누군가
값을 입력하거나,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로 입력되어야만 합니다. Oracle Problem은 OffChain을 Blockchain 네트워크에 입력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Oracle Problem
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의문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Off-Chain을 입력하는 주체(사람, 소프트웨어 등)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Blockchain에 저장 될 데이터의 신뢰 문제와 직결되는 Oracle Problem의 대안으로는
Middleware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표적인 Middleware에는 Oraclize가 있습니다.
Oraclize는 Smart Contract를 활용하려는 Blockchain 사업자에게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통
해 여러차례 Off-Chain을 검증한 후, API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Oracle Service를 뜻하며 이
러한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이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Oracle

그림6) Oraclize Concept
WHOZ Platform
.

은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오라클라이즈 미들웨어를 적용할 계획입니

다
유전체 DB 제공자인 개인이 WHOZ Platform에 본인의 모근, 혈액, 타액 등 실체를 가진 물
건(Product)를 전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방문, 우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WHOZ
Platform은 공급자의 DNA 유통과정을 Logistics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dApp을 통
해 개인에게 WHOZ token를 보상해주는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즈후 백서

17

이러한 과정에서 외부(Off-Chain)에서 받아들여지는 입력 값(물류 정보 값)에 대한 정확성,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라클라이즈라는 신뢰할 수 있는 미들웨어를 도입합니다. 이와 같
은 이유로 WHOZ Platform은 다른 Project와 는 다르게 외부의 입력 값에 대한 신뢰성을 보
장할 수 있는 완전한 Platfor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Whoz Platform
4-1.

유스 케이스

제약 관련 유스 케이스

제약회사의 유스 케이스는 a) 제약회사의 개인 유전체 DB 구매 서비스와 b) 유전체 DB 제공
자 의약품 구매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제약회사의 유전체 DB 구매 서비스

그림7) 제약회사 유전체 DB 구매 Sequence Diagrams

제약회사는 DNA Management dApp에서 필요한 유전체 DB를 조회 및 선택합니다.
2 DNA Management dApp은 DNA 공급자에게 유전체 DB 활용 동의 여부를 묻는 메시
지를 보냅
3 DNA 공급자는 자신의 유전체 DB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4 DNA Management dApp은 제약회사로 제공될 유전체 DB List를 전송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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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는 DNA Management dApp으로 Token을 전송합니다.
6 DNA Management dApp은 제약회사로 사용자 정보를 관련법에 의하여 비식별화 된
유전체 DB를 전송합니다.
7 DNA Management dApp은 유전체 DB 활용에 대한 보상으로 DNA공급자에게 Token
을 전송합니다.
b) 유전체 DB 제공자의 의약품 구매 서비스
5

그림8) 유전체 DB 제공자의 의약품 구매 Sequence Diagrams

유전체 DB 제공자는 제약회사의 dApp으로 접속하여 WHOZ token을 지불하고 의약품
을 구입합니다.
2 제약회사는 유전체 DB 제공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합니다.
1

4-2.

헬스/뷰티 케어 관련 유스 케이스

헬스/뷰티 케어 기업의 유스 케이스는 a) 헬스/뷰티 케어 기업의 유전체 DB 구매 서비스 b) 유
전체 DB 제공자의 헬스/뷰티 케어 기업 제품 구매서비스가 있습니다.
a) 헬스/뷰티 케어 기업의 유전체 DB 구매 서비스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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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헬스/뷰티 케어 기업의 유전체 DB 구매 Sequence Diagrams

헬스/뷰티 케어 기업은 DNA Management dApp에서 필요한 유전체 DB를 조회 및 선
택합니다.
2 DNA Management dApp은 DNA 공급자에게 유전체 DB 활용 동의 여부를 묻는 메시
지를 보냅니다.
3 DNA 공급자는 자신의 유전체 DB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4 DNA Management dApp는 헬스/뷰티 케어 기업으로 제공 될 유전체 DB List를 전송
합니다.
5 제약회사는 DNA Management dApp으로 Token을 전송합니다.
6 DNA Management dApp는 헬스/뷰티 케어 기업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비 식별화 된
유전체 DB를 전송합니다.
7 DNA Management dApp는 유전체 DB 활용에 대한 보상으로 DNA공급자에게 Token
을 전송합니다.
b) 유전체 DB 제공자의 헬스/뷰티 케어 제품 구매 서비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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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유전체 DB 제공자의 헬스/뷰티 케어 제품 구매 Sequence Diagrams

유전체 DB 제공자는 헬스/뷰티 케어 기업의 dApp으로 접속하여 Token을 지불하고 의
약품을 구입합니다.
2 헬스/뷰티 케어 기업은 유전체 DB 제공자에게 헬스/뷰티 케어 제품을 배송합니다.
1

5.

성

유전자 검사의 이면과 Whoz Platform의 필요

5-1.

유전자 / DNA

일부 바이러스에서는
💡 유전자는
정보의 개별적 단위입니다
DNA(

.

RNA)

에서 특정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유전

사람은 약 2만 여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유전자(gene)란 특 정 단백질(protein)을 합성하는 암호정보로써 DNA 분자 내의 특정한 위
치에 존재합니다.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 는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피부나 뼈를 구성하
기도 하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소화나 흡수와 같은 대사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 등을 이루는
기능성 생물 분자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분자인 단백질 을 암호화
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DNA와 히스톤이 모여서 이루 어진 것이 염색체(chromosome) 입
니다. 즉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유전자가 포함된 DNA덩어리 인 염색체입니다. 모
든 사람은 각 염색체 상에 특정 유 전자를 동일한 순서로 지니고 있으며, 각 유전자를 양쪽 부
모로부터 한 개씩 물려받아 쌍으로 지니게 되어, 사람 에게는 23쌍, 즉 46개의 염색체가 각 세
포의 핵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한 유전자는 염기서열이 약간씩 다르 고 다른 표현형을 발현시
키는 2개 이상의 여러 형태 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그런 동일 유전자의 다양한 형태를 대립유
전자(alleles)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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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염색체의 구조

예를 들면, 사람의 머리카락의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직모인지, 곱슬모인지를 발현시키
는 대립유전자와 모발 의 색깔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있습니다. 대립유전자들은 상동염색
체 상의 특정 위치(locus; 좌위)에 나란히 존 재 합니다. 대립유전자의 염기서열의 작은 차이
만으로도 사람의 모발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데, 어떤 대립유전자 조합을 지녔느냐에
따라 각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유전체(genome)란 유전자(gene) 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한 생명체가 지니는
유전 정보의 전체를 뜻합니다. 유전정보는 특정 유전자나 유전체의 분석을 통하여 얻게 되고,
이 유전정보는 질병의 예측, 진단,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의 대상 물질에는 좁게는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DNA나, 넓게는 유전자의 산물
인 단백질까지가 해당됩니다. 검사의 목적은 유전자의 구조 분석을 통한 개인 식별부터, 기능
분석 및 질환 관련 유전자 변이 탐색을 통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인
체 내 중요한 물질인 유전자나 유전체에 대한 존재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미
래 의학의 화두인 정밀 의료(precision medicine)시대로 진입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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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의 종류는 특정한 유전자를 선택하여 검사하는 방법과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 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의 종류와는 별개로 기
술적인 측면에서는 DNA라는 구조를 분석 하는 DNA Sequencing(DNA 시퀀싱)이 사용됩니
다. DNA 시퀀싱이란 DNA의 염기서열의 순서를 확인하는 과정 으로, DNA 가닥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의 염기인 아데닌(adenine, A) 구아닌(guanine, G) 시토신(cytosine, C)과 티민
(thymine, T)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방법, 기술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핵산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 합니다.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주
로 사용됩니다.
맥삼-길버트법 (Maxam-GIbert sequencing)
DNA 화학적 결정법이라고 불리며 정제된 이중 가닥을 사용
사슬 종료법 (Chain-termination methods)
생어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불리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DNA 조각을 병렬로 처리하는 유전체의 염기서열 고속 분석 방법
NGS는 특징에 따라서 DNA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파이로 시퀀싱 (Pyrosequencing)과
분석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가 적은 일루미나 시퀀싱 (Illumina sequencing) 두 가지 방법으
로 나뉩니다.

그림11) 유전 의학 발전사 | 출처 : Goldman Sachs Global Investment Research

최초의 유전자 분석 기술은 1980년대에 발명되었고 2000년대 중반까지 그리 큰 기술적 발전
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6년 본격적인 차세대 유전자 분석의 시대에 접어든 후 유전자 분석
산업은 적어도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2014년도 미국의 국립 인간 유전체 연구소(National Human Gen ome Research Institute)
의 발표에 따르면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의 속도를 반도체 기술의 압도적인 성능향상 을 상
징하는 무어의 법칙(Moor’s Law)에 견주어 볼 때, 2008년 경 부터는 무어의 법칙을 능가하
후즈후 백서

23

는 속도로 유전자 검사법인 시퀀싱 비용이 떨어지고 부수적으로 분석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했습니다.

그림12) 무어의 법칙과 유전체 분석기술 발전 속도 | 출처 :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대표적인 유전체 분석 사업으로는 영국의 10만명 게놈 프로젝트가 있는데, 현재 '지놈 잉글랜
드 임상 해석 파트너 (Ge CIP : Genomics England Clinical Interpretation Partnership)‘를
결성해 13개의 유전체 센터에서 생성돼 나오는 환자 유래의 전장 유전체 해독 데이터 중
BAM/VCF 파일들을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제공/협력하고 있는 중 입니다.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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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영국 10만 유전체 프로젝트의 개요도 | 출처 : Genomics england project homepage

현재까지 GeCIP 컨소시엄에는 2,600명 이상의 연구자들과 25개 국가, 300개 이상의 연구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 니다. 연구자나 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 이외에도 다양한 유전체 분석
및 제약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진행 중 입니다. 특히 일루미나로부터 730억원 정도의 투
자를 유치했고, 5개 유전체 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의 유전체 분석 파이프라인과 해석 툴들을 기
부 받는 등 다양한 방면의 사업분야와의 제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3개 글로벌 제약
사(애브비, 알랙시온,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젠, 디멘션 쎄라퓨틱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헤
로믹스, 로슈, 다케다, 버지, 베링거인겔하임 등)들이 신약개발을 위한 사업화를 위해 참여하
고 있는 중입니다.
5-3.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 전가해세계

유전자검사 시장 규모는 2015 년 800억원으로 매년 25.1%가량 증
년에는 4,000억원 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DTC
2022

인간의 수명 연장과 관련된 과학계, 의료계의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오
르내리고, 더불어 사회 문화적으로 웰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자신의 건강에 대
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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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관심과 질환의 예방차원에서 다양한 건강검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DTC (Direct To Consumer,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 검사입니다. DTC란, 의
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 전자 검사기관이나 유전체 분석 기업에 유전자 검사
또는 유전체 분석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입니다.
지금까지의 건강관련 서비스와의 차별점은 소비자가 즉 개인이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와 같
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원하는 유전자 검사기관(비 의료기관)에 본인의 검
체를 보내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직접 받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적인 면이나 절
차적인 면이 많이 간소화되어, 특정 질환에 대한 정보를 통한 개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전정보라는 특수하고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
과 법적인 측면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가별 DTC 유전자 검사 규제 현황

한국
미국
중국
독일
영국
DTC

질병 위험 예측 검사 불허, 질병 예방 검사 허용 항목 제한적
검사 금지 항목 지정, 그 외 제한 없는 네거티브 시스템
검사 항목에 규제 없이 자유롭게 검사 가능
DTC를 의료 범위로 간주해 불허
유전자 검사 주의 사항 기재 및 의료진 상담 권고

유전자 검사 규제 논란

찬성
규제 과도해 시장 발목
소비자 건강 위해 선택권 넓혀야
검사 후 자료 폐기로 보안 보장

구분
검사항목 확대
규제 완화
개인 의료정보

반대
꼭 필요한 검사인지 의문
불필요한 유전자 검사 남용 우려
빅데이터 구축 명목 정보 유출 우려

글로벌 DTC 유전자 검사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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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DTC 유전자검사 시장 규모 | 출처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국바이오협회

기존의 진단검사와는 다른 유형의 DTC 유전자 검사의 도입으로 각 나라마다 상이한 규제안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행되는 규제의 주된 이슈로는 건강관련 검사 항목 중 질병
과 관련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입이 없다는 점, 소비자가 제공하는 검체 채취
용 KIT가 기존의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와 유사하다는 점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 각국의
상황에 맞게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DTC검사에 관한 규제는 아래와 같습
니다.
미국 : 약 30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 가능. 중대질환 위주로 검사 허용
영국 : 규제를 거의 하지 않음
중국 : 약 300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 가능 (파킨스병, 알츠하이머등의 중대질환 포함)
일본 : 약 260개 항목의 유전자 검사 가능 (파킨스병, 알츠하이머등의 중대질환 포함)
한국 : 12개 항목¹⁾의 46개 유전자만 검사 가능 (중대질환 불포함)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에서 소비자는 본인의 검체(타액, 체모 등)를 DTC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는 방법은 검사기관에 방문을 하거나 간단히 우편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본인의 유전자 검 사 분석 보고서와 동시에 개개인의 유전자 검사
정보에 따른 건강정보 및 추천 음식과 체질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고서 등 부가서비스
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발간된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의 조사보고서에 따르
면, 종양학 및 기타 유전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대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의 폭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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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활용 가능성과 전 세계적으로 유전성 질환 및 희귀 질환의 발견 또는 발현의 증가로 인해
향후 DTC 유전 테스트 시장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조기
진단에 대한 환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질병의 조기 진단이 활성화되 고, 그로
인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TC 유전 테스트 시장은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와 정밀도 그리고 유전자 정보의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의 혁신 이야말로 위와 같이 예측되는 기간 동안의
비즈니스 성장을 한층 강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림15)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시장 현황 | 출처 : Global Market Insights
5-3-1.

대표적인 DTC 시장

5-3-2.

경쟁 시장 점유율

북미 : 북미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은 2017년도 세계 시장의 38.0% 이상의 매출 점유율
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높은 성장은 이
지역의 암, 신경 섬유종증, 척추성 근위축 증후 군, 터너 증후군을 비롯한 유전 질환의 발
생 빈도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잠재적인 알레르기 예측, 약물에 대한 반응 및
심혈관 및 기타 질병의 위험에 대한 새로운 테스트의 개발은 DTC 유전자 테스트에 대한
수요를 증가 시킬 것입니다. 또한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유리한 규제 변화와 함께 건
강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의 증가가 가까 운 장래에 시장 성장을 촉진 할 것입니다.
유럽 : 유럽 시장은 여러 유형의 암 발생률의 증가로 인하여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18.3%의 수익성 높은 CAGR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환자의 전이 비
율과 사망률의 주요원인은 유전성 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소비자 직접 의뢰 유
전자 검사인 DTC 검사에서는 암을 포함하여 유전적 원인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
다.

유전체 관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로는 23앤미(23andMe), 파운데이션 메디
신(Foundation Medicine), 패쓰웨이 지노믹스(Pathway Genomics)가 있습니다. 업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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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자들은 주로 합병, 협업 및 인수 를 통한 전략적 확장에 중점을 두어 시장내에서의 자사
의 지위를 강화하고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방침 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패쓰웨이 지노믹스는 Medikoni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홍콩 에서 솔루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Medikonia를 통해 홍콩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이 중 대중적으로 성공한 기업인 23앤미의 주요 사업은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Personal
Genome Service Genetic Health Risk)로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표적인 미국내 DTC 관련 발표입니다.
2017. 04 | 23andMe : 파킨슨, 알츠하이머, 셀리악병, 1형 고셔병, 유전성 혈전증 등 10
개 질환에 대한 DTC 검사 서비스의 미 FDA 승인 획득
2017. 11 | 미국 FDA : 질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DTC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를 제품별 심사에서 업체별 심사로 간소화할 방침을 발표
2018. 03 | 미국 유전자분석기업 23andMe : BRCA 유방암 유전자 DTC(Direct-to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검사 서비스, 미 FDA 최초 승인
소비자는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택배로 전달받은 수집 튜
브에 타액(침)을 뱉고 바 코드로 용기를 등록하여 연구실로 발
송
타액 샘플 분석에는 보통 6-8주 소요, 분석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
그림16) 23andMe의 가
정용 타액 수집 킷 | 출처
기존 서비스인 건강질병분석 서비스(Health + Ancestry
: 23andme homepage
Service)에 포함되어 분석되 는 형태로 제공
현재 세계적으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DT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되며 이에따라 DTC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4.

유전자 검사 시장의 현재와 미래

유전체시장은 년
💡 글로벌
하여 년 억달러 약
2023

2019
269.6
(

억달러(약 20.1조원)에서 연평균 10.6%로 성장
조 원)의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180
30

유전체학(Genomics)이란 DNA 시퀀싱(sequencing)과 맵핑(mapping)을 통해 구조를 이해
할 수 있는 유기체의 유전물질, 유전체(genome)에 대한 연구를 통틀어 지칭합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의 등장으로 2000년 휴먼 게놈 프로젝트 당시 한 명의 유전체
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약 3조원의 비용이 지금은 100만원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습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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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비용과 더불어 분석 시간 또한 급격히 줄어들어, 이로 인한 수요는 2025년까지 10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관련 유전체 관련 시장 규모도 100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
니다.

표1) 시퀀싱 기술의 발전사 | 출처 : Medigate

연도
2000
2000
2007
2007
2007
2009

주체

기술

Human Genome

Sanger

Project

sequencing

Celera
Genomics

Sanger
sequencing

Craig Venter

Sanger

Institute

sequencing

Baylor College

Roche 454 (

소요시간
10년

비용
30억 달러

4

년

3

4

년

7,000

제임 수개월

억 달러
만 달러

만 달러

of Medicine

스 왓슨

Beijing Genome
Institute

Illumina, Solexa

수개월

50

Helicos,Heliscope

수개월

48,000

달러
달러

Stanford
University

100

만 달러

2009

서울 의대 유전체
의학연구소

Illumina, Solexa,
Macrogen

수개월

30,000

2010

Complete
Genomics

Complete
Genomics

수개월

4,400

Life

SOLID5500,

Technology(ABI)

NGS(2

2011
2012 ~ 2013
2014 ~

The Ion PGM™
Oxford
Nanopore(TBD)

시간
Next-NGS (3세대) 8시간
Nanopore (4세대) 15분
세대)

48

달러

달러
2,000달러
1,000달러
3,000

맞춤 의료에 대한 기대 및 그에 따른 수요의 증가, 정부투자 및 보조금/펀드의 증가, 유전체학
관련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DNA 시퀀싱 분석 비용 감소에 따른 진단에서의 활용 증가 등으로
유전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분석 보고서들은 전망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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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글로벌 유전체 시장 현황 및 전망(2017-2023년, 단위: 십억달러) |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Global Genomics Industry Outlook, 2017-2023 (F&S 분석)

핵산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유전체 데이터의 활용으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질병의 예측과 예방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보건의료
관리 및 의료비 지출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혁신적인 치료법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글로벌 유전체 검사 시장은 유전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유전체 시장에서는 북미지역이 2017년 49.6억달러에서 2023년에는 87.4억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지역은 12.7%의 가장 빠른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은 9.6% 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
니다.

그림18) 지역별 유전체시장 현황 및 전망(2017-2023년, 단위: 십억달러) | 출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Global Genomics Industry Outlook, 2017-2023 (F&S 분석)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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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전체 데이터 규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분석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확보된 유전체 데이터의
빅데이터로의 활용 및 분석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데이터의 보
안성 및 효율성 관련 이슈들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에는 IBM사의 인공지능(AI) 컴퓨터인 왓슨이 암을 성공적으로 진단하였으며, 2017년
에는 전 세계 유전 체 분석 기기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일루미나(Illumina)사가 자회사
인 헬릭스(Helix)를 설립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비자 중심의 유전체 어플리케이션의 생태
계를 만들려는 목표로 세계 최대의 차세대 시퀀싱 랩과 보 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계획을 발
표했습니다. 급기야, 2018년에는 개인의 유전체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융 합하여 데이터
를 필요로 하는 구매자가 그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개인은 암호화된 유전체 데이터를 안
전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업 계획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암호
화 기술을 이용해 유전체 데이 터를 공유하는 사업모델을 삼는 회사로는 네불라 지노믹스
(Nebula Genomics), 루나디엔에이(LunaDNA), 엔크 립진(EncrypGen)가 있습니다.
최첨단 IT기술중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2017년에 IBM사에서
실시한 헬스케어 관련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
안만 약 200여 개의 헬스케어 관련 회사 중에 16%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공유 서
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유
전정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하게 된다면, 2018년도에 유전체 업계 의 큰
이슈가 되었던, 미국의 23앤드미와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가 유전
체 데이터를 활용해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과
같은 일은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5-5.

유전자 분석 시장의 한계와 도전

불리우는 개인 유전체 데이터는 정밀 의학의 현실화를 앞당겨줄
💡 것 세기입니다원유라고
하지만 유전체 데이터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된다면 올바
21

.

른 시장 성장의 방해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유전체 시장 동향 및 전망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전체 시장의 성장은 의
학기술의 발전과 유 전공학 분야의 발전 뿐만 아니라 관련 응용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
습니다. 또한 유전체 시장과 개인 유전체 분석 분야는 정밀 의학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접근적
수단이자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²⁾ 따라서 앞으로 전장 유전체 시퀀싱(Whole Genomeseq), 전사체 시퀀싱(Transcriptome-seq), 후성유전체 시퀀싱(Epigenome -seq) 등의 대단
위 연구를 통하여 정밀 의학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밀 의학의 현실화가 가
까워 질수록 난치병의 치료법 개선과 신약개발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은 시퀀싱 기법 의 발전으로만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 또는 임상실험
참여자들로부터 원활한 유전체 데이터 확보에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약 400만명 이상의 개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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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전체 분석결과를 보유한 23andMe의 기업가치가 2018년 약 3조원(25억달러)에 평가된
것³⁾은 개인 유전체 분석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에 대해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 모델로 볼 수 있
습니다.
23andMe를 비롯한 Foundation Medicine, Pathway Genomics와 같은 개인 유전체 데이
터 분석 기업들은 수 백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분석 데이
터를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연구 기관에 제공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
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유전체 분석 정보의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위임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 포기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 은 DTC
기업들이 수집한 개인 정보를 여러 수요자(제약회사 등)에게 판매/유통을 위하여 만든 하나의
장치로 해석 할 수 있지만, 이는 유전자 산업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체 정보의 제공자
(개인)와 수요자(제약회사 등)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
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19) 유전자 정보 분석 기업 중심의 현재 유전자 정보 유통 체계

양질의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의학의 발전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유전체
데이터 유통환경에서는 머지않아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며, 특정 기업만을 위한 정보의 유통
체계와 같은 지배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유전체 정보 제공자의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
려줘야 할 것이며, 신약개발과 난치 질병 치료법 개선에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
약회사 및 연구기관, 즉 수요자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생태계 조성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특정 기업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개개인이 직접 자신의 생체
데이터 및 유전체 분석 데이터의 접근 권한과 통제권을 관리하고 수요 기관에게 직접 판매하
거나 기부할 수 있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5-6.

유전체 데이터 유통과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의 제공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
💡 유전체
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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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유전체 데이터 유통 구조는 유전자 정보 분석 기업의 주도하에
개인의 유전체 데이 터를 수집하고 개인으로부터 그 정보의 관리와 접근권에 대해 위임을 받
아 제약회사 및 수요 기업으로 재판매 하는 유통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자 정보 분석 기업들은 유전체 정보를 매개체로 하는 중개자 역할임에도 불구하
고 막대한 중개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의 제공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 할 수 있는 P2P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수요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정보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위와 같이 비효율적이
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러한 능동적인 정보 공유 시스
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능동적
인 의사결정 구조 기반 하에 정보제공자의 유전체 데이터를 비롯한 생체데이터를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직접 대응하여 정보의 위/변조와 탈취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며,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의 정보 교환의 매개체인 암호화폐(Token, Coin 등)
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간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6.

글로벌 시퀀싱 제휴 전략

글로벌 시퀀싱 얼라이언스(Global Sequencing
구축

6-1.
Alliance)

대상으로 하는
💡 프로젝트 입니다 은전전세계세계인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나
WHOZ Platform
.

Platform

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DNA Sequencing Data Sharing
Platform

에 접근할 수 있고

은 전세계인 누구나 본인의 유전체 정보를 능동적으로 분석 파악할 수 있도
록 글로벌 시퀀싱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국(The United Kingdom)에
Sequencing Headquarter인 Gene Information Ltd, UK(이하 ‘WHOZ팀‘)를 사업의 기반으
로 합니다. WHOZ팀을 통하여 전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는 시퀀싱 전문 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연맹 체계를 구축하여 전세계 인 누구든지 자유롭게 본인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
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전세계 유전자 분 야의 선진국 중 가장 DTC-GT(DTC
Genetic Testing: 소비자 대상 유전자 검사) 영역에서 가장 우호적인 법률적, 경제적, 지리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전세계 염기서열 분석 전문기관 연맹의 본부를 설
치하고 각 대륙 별 지사와 대표 지점을 맡을 전문 기관과의 제휴 체계와 업무 절차를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안전한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모든 정보관리 업무
와 제휴 체계 업무추진을 WHOZ Platform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시퀀싱 얼라이언스 구축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WHOZ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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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싱 본부)를 영국에 설치하여, 유럽 및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DTC 전문 기관들과의 업무 제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각 대륙 별(EU, Africa, CIS, Central Asia, East South Asia, North America, South
America 총 7개 대륙) 대 표 DTC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각 국가별 DTC 기관과의 업
무제휴 체계를 구축합니다.
각 DTC 기관들은 기관별 수용할 수 있는(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염기서열 분석 개수) 규
모별로 등급을 분류하여 각 대륙 별로 동시에 5000명 이상의 정보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
록 목표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1,000명 이하 A등급, 3000명 이하 B등급, 5000명 이하 C등급, 5000명 이상 D 등급)
Sequencing HQ(

그림20) Global Sequencing Branch 설립 계획
Global

주요 거점 별 Sequencing Branch “DTC-GT”의 제휴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2) 글로벌 주요 거점 별 Sequencing Branch “DTC-GT”의 제휴 단계
Step
HQ Establish
Research & Organize
Contact & Propose
Negotiation &
Contract
Marketing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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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GI(Gene Info Limited)를 설립한다.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DTC 기관의 정보를 취합·요약한다.
GI이 주체가 되어 WHOZ Platform의 Vision을 제시하고 Alliance 참여를 제
안한다.
각 기관별 등급을 평가하고 협의하여 시퀀싱 비용(매출)에 대한 분배율과
Token 분배에 대한 상세내용을 협의하여 MOU를 체결한다.
시퀀싱 업무 추진을 위한 각 국가별 WHOZ Platform 홍보 업무 제휴 및 실무
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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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략

개인 유전자 정보 유통과 관련된 법률적 환경 분석과 대응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대상 유전자 검사 시장이 전개됨에 따라 의학 분야와 유전자 분야 선진
국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규제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GDPR(유럽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반 하에 유전자 정보와 생체인식 데이터를 자연인
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민감 정보 목록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⁴⁾ 미국의 경
우 2002년 제정된 “HIPAA 프라이버시 규 정"을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들
이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보
험가입 및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준수 하고 있습
니다.⁵⁾ 한국의 경우는 200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
유전자 정보를 검사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의 경우는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특별한 입법이 없으며 DTC를 언급하고 있는 규제 또한 없습
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취급과 처리 방안에 대한 일반적 인 규정에 포함시켜 권고하고 있습니
다.
WHOZ는 유전자 법률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세계 규제 환경
을 분석하여 전세계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 공유 Platform을 구축하기에 최적의
위치를 리서치 하였으며, 영국에 본부를 두고 각 국의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들과 업무 제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전략을 추진합니다.
WHOZ Platform은 앞으로 공개할 Platform 공식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dApps)
를 통해서 정보제공자의 염기서열 분석(시퀀싱) 요청부터 유전자 정보 분석 보고서의 보관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할 것이며, 정보제공자로부터 명시적인 정보
활용 동의를 얻고 관련 업무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 개 인의 유전자 정보가 제 3
자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유통(조회, 열람, 복사, 전송 등)될 경우는 개인식별정보와 개인 건강정
보를 분리하는 정보의 비식별화, 익명화 처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해당 개인의 정보활용동
의를 거친 뒤 유통 되도록 하여 정보제공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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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즈후 백서

토큰 분배

그림21) WHOZ Platform Milestone

37

9.

면책 조항

그림22) WHOZ COIN Allocation

아래 내용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본 백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됩니다. WHOZ Platform 백서(이하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as is)으로 하여 작성 및 제
공되므로 백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WHOZ 팀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본 백서의 어떠한 내용이라도 장래 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 백서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구매 전 회
계사,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1. 본 백서의 목적은 WHOZ팀이 준비 중인 WHOZ Platform 프로젝트에 대한 요약된 정보
와 소개를 다루는 것에 있습니다. 본 백서는 WHOZ Platform 프로젝트 또는 WHOZ 팀
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백서 상 어떠한 문구들도 구독, 구매, 투자 제안 그
리고 투자 강요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2. 본 백서 상 모든 정보나 분석 내용은 투자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어떠한 투자 제안
이나 조언도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본 백서 상의 어떠한 내용이나 데이터는 어떠한 이유
에서든 바뀔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내용에 관한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도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사, 에이전트, 직원, 계약자, 판매 파트너를 포함한 WHOZ팀은 다음과 같은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1) 해당 백서의 계약 내
용 및 정확성 및 완전성 (2) 백서의 오류 또는 누락; (3) 확인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한 백
서 열람 불가능; (4) 백서 사용 또는 미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모든 손해. 또한,
WHOZ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익, 수익, 저축 및
후즈후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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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적 손실; (2) 사업 거래, 사업 활동, 영업 이익 관련 활동 중에 발생한 손실; (3)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 (4) 부수적 또는 특수 손해; (5) 낭비되거나 손실된 관리 시간; (6)
간접적이거나 필연적인 손해는 사전 경고가 주어졌거나 해당 손 해가 예측 가능할 경우에
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4. 본 백서 상 미래 계획적인 성격을 띄는 특정 서술들의 정확도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아무
런 보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미래 계획적인 성격의 서술과 정보에 근거한 의
사 결정은 유무형 자산의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서가 내포한 어떠한 금
융정보들도 회계감사를 받지 못한 정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5. 진행중인 WHOZ Platform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시장의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ICO나
Token 규제의 변화에 따라서 백서의 내 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WHOZ은 차
후에 본 백서에 명시된 사건, 프로젝트, 향후 계획, 추정치의 변화 나 오차범위 안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보고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본 백서 상 법, 세무, 규제, 금융, 회계와 같은 분야에 대한 정보들은 조언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WHOZ token의 구입은 구매자들에게 WHOZ token의 구매를 위해 지불한 물
질적 자산을 포함해 물질적인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WHOZ token 구입에 앞서,
구매자들은 세무, 규제, 금융, 법률 등의 전문가들에게 잠재적 위험부담, 수익 및 WHOZ
token 거래가 초래 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7. WHOZ은 본 백서를 참고 또는 이용하여 한 의사 결정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금전적 손해, 부채, 직·간접 적인 사고, 무형 자산의 가치 하락, 수입, 매출, 자본 감소, 채
무 기타 피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모든 WHOZ token 구매자들은
WHOZ token의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없는 현재 상태 그대로의 위험 부담을 인지하고
구매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WHOZ token 구매자는 자신의 법적 관할권 내에서 WHOZ token의 인수와 처분 등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등 기타 과제 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적으
로 WHOZ token 구매자가 세금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백서의 출판·배포가 금지된 나라에서 본 백서의 출판·배포를 금합니다. 본 백서에 있는 정
보들은 어떠한 규제 기관의 검증이나 인가도 받지 않았으며, 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행위
도 WHOZ에 효력이 없습니다. 본 백서의 출판· 배포가 그 발행 된 나라의 규제 사항을 모
두 준수하였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WHOZ Platform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자료는 본 백서이며 한국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으며 예비 구매자 및 기존 구매자 등과 구두 혹은 서
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곡해되거나 잘못 해석
되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
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정확한 의사소통 발생 시 한국어로 작성된 본 공식
백서의 정보가 우선합니다.
후즈후 백서

39

10.

법적 고지

는 WHOZ에 의해 통제되는 암호 유틸리티 Token입니다. WHOZ
안에서의 활동성을 늘리고 WHOZ Platform 생태계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촉
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WHOZ token는 WHOZ Platform의 기능들과 옵션들을 이용하기
위해 WHOZ Platform에서만 이용 되는 Token입니다. WHOZ token 보유자만이
WHOZ Platform을 제약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어떠한 법적 관할권 내에서도 WHOZ token는 담보나 금융 매개체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기업 공개형 펀드레이징이 아닙니다. 만약 WHOZ token가 어느 나라의 법률 제도 안에
서 담보나 금융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WHOZ token를 구입하지 마시고
WHOZ, 또는 전문가에게 먼저 잠재적 위험 부담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
다.
3. WHOZ token는 WHOZ의 지분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WHOZ token를 보유한다고 해서
차후 WHOZ의 배당금, 수익, 이사회 등 회사 내부 경영 활동에 대해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WHOZ token는 보유자에게 WHOZ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4. WHOZ token는 전자화폐나 전자 결제 서비스가 아닙니다. WHOZ token는 오직
WHOZ Platform 내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발행 된 가치와 항상 똑같은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WHOZ 프로젝트 내에서는 WHOZ token를 다른 화폐로서
교환하지 않습니다.
5. WHOZ token는 WHOZ의 대출, 채권 그리고 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WHOZ token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WHOZ은 WHOZ token 보유자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돈을 포함한 어떠한 환불수단으로도 환불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WHOZ token의 향후 가치나 활용성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으며, WHOZ Platform 외
부에서 갖는 WHOZ token에 대한 보증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7. Token 판매가 제한 된 국가의 시민, 영주권 보유자 혹은 거주자(세금 또는 기타 납부 의
무자)등은 WHOZ token를 구매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 금지 국가의 국민이 WHOZ
token를 구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구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WHOZ
token 구매자는 Token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사법관할권의 준거법에 대한 준수와 관련
하여 독립 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백서의 원본 및 사본 또는 본 백서
의 일부분은 그러한 정보의 배포 또는 보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국가에서 수신 또는
전송하면 안됩니다.
8. 모든 백서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적 용도 또는 기타 소유권 고지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백서의 개별 섹션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WHOZ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본 백서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하거나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공공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정, 링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1. WHOZ toke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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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투자 위험

은 구매자들에게 WHOZ token 구매대금 상당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을 포함하
여 여러가지 종류의 위험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HOZ token를 구매하실 경우 이러
한 가상 화폐 구매에 대한 위험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에 쓰여진 위험
부담이나 불확실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WHOZ token 구입에 앞서,
구매자들은 세무, 규제, 금융, 법률 등의 전문가에게 잠재적 위험부담, 수익, Token 거래가 초
래 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WHOZ token의 구입을 고려하
고 있으시는 분들은 아래의 위험 부담에 대한 내용을 꼭 읽어 보시고 WHOZ token를 구매 하
시기를 바랍니다.
구매자들은 WHOZ token의 매매 및 보유로서 명백하게 다음 위험 부담에 대해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1. 블록체인 리스크 : 블록체인 시스템 혼잡으로 거래가 늦게 처리되거나 거래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더 리움 블록체인은 사용자의 거래가 취소되거나 지연 될 수 있습니
다.
2. 개인정보 리스크 :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WHOZ token 구매자의 전자 지갑에 있는
WHOZ token의 분배와 통제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구
매자의 전자 지갑에 있는 WHOZ token가 유출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구매자의 개인정
보 유출로 인해 제3자가 구매자의 전자 지갑을 열람하여 WHOZ token를 훔쳐 갈 수도
있습니다
3. 이더리움 리스크 : WHOZ token의 발행과 분배를 담당하는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 블
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 이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WHOZ token의 개발 절차 상 아무런 에러가 없을 것 이라
는 사실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프로토콜은 약점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
으며 WHOZ token가 손실되는 버그를 포함해, 각종 버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러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문제로 WHOZ 및 WHOZ token의 구매자에게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안 리스크 : 다른 모든 가상 화폐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이중 지불 공격‘ 혹은 ‘51%
공격’과 같은 마이닝 공격에 취약합니다. 해커들 혹은 다른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집단들
이 위와 같은 공격 방법으로 WHOZ 또는 WHOZ token를 공격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블
록체인 공격이 성공할 경우 WHOZ token의 거래와 WHOZ token에 큰 타격을 줄 수 있
습니다.
5. 전자지갑 호환성 리스크 : WHOZ token를 구입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WHOZ token와
기술적 호환이 되는 전자 지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지갑을 사용 하신다면 구입
하신 WHOZ token를 접속하여 보시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WH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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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리스크 : WHOZ token는 WHOZ Platform에서만 사용되도록 고안 되었으
며 차
거래 플랫폼이나 외부 사용에 최적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WHOZ
token는 현물로서 인정받지 못하며, WHOZ token는 가치가 0까지 추락 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비유동자산 리스크 : WHOZ token는 WHOZ Platform 내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
으며 WHOZ token의 유동성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WHOZ은
WHOZ token의 시장가치, 양도성, 유동성, 그리고 외부 기관이나 WHOZ Platform 내에
서의 가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8. 무보험 손실 리스크 : WHOZ token와 블록체인 시스템은 은행 계좌나 제도권 금융 기관
과 달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WHOZ token 손실과
WHOZ token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주는 보험회사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시장경쟁 리스크 : WHOZ은 다른 비슷한 종류의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허가되
지 않은 오픈소스 코드 나 오픈소스 프로토콜이 WHOZ이나 WHOZ token에 불리한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사용자 리스크 : WHOZ Platform이 완성되어 출시가 된다고 하여도 WHOZ Platform이
많은 사용자에게 이용 되어지지 않거나 오직 소수만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관심 부족이 WHOZ과 GIF ON 프로젝트의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 개발과 유지 리스크 : WHOZ Platform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WHOZ은 WHOZ Platform을 백서에 쓰인 내용 그대로 개발
및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법률적 이유, 디자인, 기술, 규제 등 여러가지의 이유에서
WHOZ token와 WHOZ Platform의 세부사항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변화는 WHOZ token 구매자 또는 예비 구매자의 예상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12. 프로젝트 실패 리스크 : 본 백서에 쓰인 모든 내용은 오랫동안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 입니
다. WHOZ 프로젝트는 대중의 관심 부족, 펀드 모금 실패, 상업적 이용가치의 부재, 핵심
인력 유출과 같은 이유들로 완성 및 실행 되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WHOZ 프로젝트는 WHOZ token 환불없이 와해 될 수 있습니다.
13. 규제 프레임의 불확실성 리스크 : 가상 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들이 아직 여러
나라에서 확립 되지 못하였으며 향후 규제에 대한 예측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
제는 향후 WHOZ Platform에 부정적으로 확립되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WHOZ은 WHOZ Platform 개발을 중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을 법적이나 상업 적
으로 금지하는 정부 하에서의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14. 의료 산업 리스크 : 개인의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의료 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의료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법 적 규제가 많습니다. WHOZ Platform에서 유통되는 DNA 공급자의
6. Token
2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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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 역시 관련법령 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민감 정보
를 취급하는 WHOZ 사업 모델의 특성에 따라 WHOZ token 구매자는 WHOZ 프로젝트
역시 각국의 의료 산업 규제로 사업이 일부 제한 되거나 전면 금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
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15. 라이선스와 허가에 관한 리스크 : 비록 현재로서는 WHOZ token 판매에 관해 WHOZ이
라이선스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법적 요구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규제가 생
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WHOZ은 그러한 라이선
스와 인가 조건에 부합하도록 WHOZ 프로젝트를 운영 할 것 입니다. 그러나 WHOZ은
적합한 시간과 예산 내에서 해당 법령에 대한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WHOZ
token의 판매를 중지 할 수 있으며 WHOZ 프로젝트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16. 과세 리스크 :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 제도는 아직 불분명 합니다. WHOZ token 구매자
들은 자신의 국적, 거주지, 또는 거소 국가 내에서 WHOZ token의 인수와 처분, 보유, 사
용에 대한 과세 제도를 스스로 찾아 보셔야 하며 이는 WHOZ token 구매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17. 그 외의 전망되지 않은 리스크 : WHOZ token를 포함한 가상 화폐(Token)는 충분히 검
증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 입니다. 위에 나열된 리스크들 외에도,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리
스크들이 WHOZ token를 구매, 보유, 사용함으로서 초래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리스크들이나 상기 나열된 리스크들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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