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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각국에서 다양한 정책·법률이 나오고 있음
- 각국은 의료정보의 민감성과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정밀의료 등의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
- 우리나라 역시 높은 ICT 기술력과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략을 세우려 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데이터의 활용은 높은 잠재력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 미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리고 있음
-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법률이 없어 본격적인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
- 시민사회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투명성, 공공적 목적활용에 대해 강조하고 이에 맞는 법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음
-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법적 기반 미비 등에 우려를 표명 １)

	이에 반해 일본은 최근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약칭: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하는 등 우리보다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고자 함

Ⅱ

「차세대의료기반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 제정 배경
	2013년 6월, 내각에서 ‘일본재흥전략’, ‘건강·의료전략’, ‘세계최첨단IT국가창조선언’을 발표하면서
ICT기술·인프라와 의료정보의 융합전략을 제시함
- ‘일본재흥전략’ 중 세부전략인 ‘건강수명의 연장’은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개호(노인장기요양)정보의
전자화를 추진하여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육성 방향을 제시
- ‘건강·의료전략’은 보건의료분야의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을 목표로 의료정보를
활용한 정밀의료 실현과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제시

	내각은 발표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4년 미국의 NIH ２)와 같은 의료분야 연구개발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신설함
- 건강 장수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건강·의료전략 추진법」 및 「국가 연구개발 법인 일본 의료 연구개발 기구법」이
제정되고 2014년에 본부가 설립됨
- 추진본부는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및 건강장수 산업의 창출·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１) 보건복지부 정책토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업사업 계획(안), 2017.12.12.~2018.03.30.
２)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 국립 보건원): 의료·건강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을 총괄하는 행정기관

2

건강·의료 전략 추진 본부
본부장 : 내각 총리 대신
부본부장 : 내각 관방 장관과 건강·의료 전략 담당 장관
본부 원 : 기타 국무 대신

전문 조사

건강·의료 전략 추진회의
의장 : 건강·의료 전략 담당 장관
의장 대행 : 건강·의료 전략 담당 장관을 보좌하는 내각부 부 대신
부의장 : 건강·의료 전략 담당 장관을 보좌하는 내각부 대신 정무관 및 내각 총리 대신 보좌관 (건강·의료 전략 실장)
구성원 : 관계 부처 국장급

신약 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 추진 협의회

게놈의료 실현
추진 협의회

차세대 의료
ICT 기반 협의회

건강·의료 전략
펀드 태스크 포스

차세대 의료
산업 협의회

건강 의·료 전략 추진
전문 조사회

건강 의·료 전략 참여 회의

정책적 조언

의료 국제 전개
태스크 포스

[그림 1]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추진체계(2016)

	또 한, 일본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全산업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함
- 2014년 6월,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 전략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위해 ‘퍼스널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요지’를 제출함

<「퍼스널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도개정요지」의 핵심사항>
① 개인의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 가능
② 제도의 틀과 보완점을 만드는 경우 민간의 자주적 조직 활용 가능
③ 제3자 기관의 체제정비 등의 실효성 집행 제도의 확보
- 이후, 2015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행정 절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표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 ３)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행정 절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사항>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② 개인정보의 정의 명확화
• 신체적 특징 등이 대상(개인식별부호)
• 필요배려 개인정보4)사용은 본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③ 익명가공정보 활용 규정을 신설
④ 세계화에 대응

３) 2016년 1월 1일 일부 시행, 2017년 5월 30일 전면 시행
４) 본인의

인종, 신념, 사회적 신분, 병력, 범죄 경력,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 기타 본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취급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술 등이 포함 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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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Data Broker 대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확인 기록 작성 등을 의무화
•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함
⑥ 기타
• 취급 개인정보 수가 5,000이하인 사업자의 규제제외 제도를 폐지
• 옵트아웃 규정을 사용하는 개인정보취급 사업자는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개정(안) 중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중요내용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의료관련 개인정보를
‘필요배려 개인정보’로 분류한 것임
- 그러나 ‘필요배려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이 제한됨

	이후 ‘필요배려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및 디지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추진함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는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 최첨단 의료실현을 위해 의료·개호·건강
데이터를 디지털화·ICT화를 추진함
- 또한 ‘차세대의료 ICT기반 협의회(2016)’에서 공적 의료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제3자 이용과 데이터 제휴
등의 전략을 포함한 ‘데이터리 활용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함
- 이후, 대규모로 의료데이터를 수집·이용·활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필요배려
개인정보와 같은 법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함

■ 제정 경과
	내각관방(건강·의료전략실) 법안 제출 (2017.3.10.)
	법률 공포 (2017.5.12.)
	법률 시행 (2018.5.11.)
-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기본 방침 (2018.4.27.)
-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지침 (2018.5)
※ 신청 서류 등이 현재 공개되지 않아(곧 공개 예정)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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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차세대의료기반법」의 주요 내용

■ 목적
	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 시책으로 공표한 법률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가공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배려하며 원활한 활용을 위한 구조 정비를 목적으로 함

환자 · 국민 X
국민과 의료기관 등에
가치 피드백
활요성과
(예)
질과 비용
효과 분석

환자 · 국민 Y
환자 · 국민 Z

진찰

신약개발

본인은 제공
거부 가능

의료기관 등 A

미지의
부작용 발견

높은 정보 보안 등 인증 담보
인증사업자 A 익명화

의료기관 등 B

인증사업자 B

이름 야마다 타로
주소 도쿄도

의료기관 등 C
의료기관 등 D

※ 새 법안에서 가능해지는 기능

개인정보

이름 -----주소 ------

정보이용자
(예)
연구기관
(대학 등)

제약회사

익명 가공 정보
: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 가공 한 정보

행정

[그림 2] 법안의 이미지도

■ 정의 및 활용 체계
	주요 용어 정의
- 의료정보: 특정 개인의 병력 등 개인의 심신 상태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심신 상태를 이유로 개인 또는 후손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 취급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정보
- 익명가공 의료정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의료정보를 가공하여 얻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
의료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
-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의료정보를 정리 및 가공하여 익명가공 의료정보(익명가공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것에 한함)를 작성하는 사업
- 의료정보취급사업자: 데이터베이스화된 의료정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예: 의료기관)
-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을 위해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
-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의료정보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 취급을 위해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나 법인
- 익명가공 의료정보취급사업자: 데이터베이스화된 익명가공 의료정보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자 (예: 제약,
의료기기기업, 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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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

① 의료정보취급사업자

의료정보의
제공

②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제공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작성

④ 익명가공
의료정보취급사업자

위탁

③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

[그림 3] 차세대의료기반법의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

-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
-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해 의료정보를 정리·가공하여 익명가공
의료정보 생성,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에게 데이터 취급 위탁 가능
-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작성한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스스로 사용하거나 익명가공 의료정보취급
사업자에게 제공

■ 의료정보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
	「차세대의료기반법」 제30조에 따라,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 사전에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주무 대신５)에 신고해야 함
- 사전 통지 내용에는 ‘의료연구개발을 위해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을 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 ‘제공되는
의료정보의 항목’, ‘제공 방법’, ‘중단 요청에 응한다는 것’과 ‘중단 신청 방법’을 포함함(제공 대상 집단에 대해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 「차세대의료기반법」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통지 방법은 서면, 통지 시기는 법 시행 후 첫 번째 진찰 시에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익명가공 의료정보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는데, 본인이 통지를 받은 후 30일을 기준으로 함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같은 법 제26조(제3자 제공의 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불가
- 제25조(다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에 의거한 경우
- 인명 구조, 재해 구호 등의 긴급한 상황인 경우

５) 「차세대의료기반법」 제39조에서 주무 대신이란 내각총리,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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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간의 의료정보 제공

■ 「차세대의료기반법」 당사자의 의무 및 책임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신청에 의하여 주무 대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주무
대신은 인정을 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의료정보를
취급해서는 안 되며
-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 시, 주무 성령 ６)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정보를 가공하여 식별·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함 ７)
- 이 외에도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누설 등에 대한 방지, 기타 안전 관리 조치 강구, 종업원 감독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의 필요한 규제를 마련해야 함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정보에 있어서, 본인 또는
해당 유족의 요구가 있을 시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 의료정보 항목 등에 대해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주무 대신에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의료정보를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 가능

	주무 대신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보고 징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그 밖의 「차세대의료기반법」 당사자의 의무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음

６) 각
 성의 대신이 발한 명령.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정령의 시행을 위해, 혹은 특별한 위임에 근거하여 발하는 것으로써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벌칙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없음
７) 익명가공

방법은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무 대신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정리 방법’과
‘의료정보의 가공 방법’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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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차세대의료기반법 당사자의 의무 비교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

익명가공
의료정보취급사업자

대신(장관) 인정

〇(8조)

〇(29조, 8조)

×

장부 구비, 기록

〇(13조)

〇(29조, 13조)

×

목적 외 이용 제한

〇(17조)

〇(29조, 17조)

×

주무 성령 기준에 따른
의료정보의 가공

〇(18조1항)

〇(29조, 18조1항)

×

식별 금지

〇(18조2항,3항)

〇(29조, 18조2항)

〇(18조3항)

파기 처리
(노력 의무는 아님)

〇(19조)

〇(29조, 19조)

×

안전 관리 조치

〇(20조)

〇(29조, 20조)

×

종업원의 감독

〇(21조)

〇(29조, 21조)

×

종업원 등의 비밀 유지 의무

〇(22조)

〇(29조, 22조)

×

위탁처에 대한 감독

〇(24조)

〇(29조, 24조)

×

제3자 제공 제한

〇(26조)

〇(29조, 26조)

×

민원 처리
(노력 의무는 아님)

〇(27조)

〇(29조, 27조)

×

■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의 인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공표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법인으로 제한되며, 사업자 인정, 폐지, 승계 등의 경우 적절한 행정
절차(허가·신고)를 해야 함(법 제8조~제12조)
-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등의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법 제15조~제16조)
- 익명가공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규정한 인정, 폐지, 승계, 취소 등의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

	「차세대의료기반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계획서 등의 제출·공표)에 수지예산 및 결산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음
- 관련 수익을 보고하게 되어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개인에게 환원되는 이익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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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의료기반법 시행규칙」 제13 조 사업 계획서 등의 제출 · 공표>
1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매 사업 연도 개시 전에 인정 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 대신에게 제출하고, 공표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인정 사업에 관한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주무 대신에게 제출하고, 공표하여야한다.

■ 의료정보의 제공에 따른 공표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의료정보취급사업자 및 주무대신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및 공표 하여야 함
-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 주무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함
- 주무 대신은 같은 법 제3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공표해야 하며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가 된 경우 동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을 공표해야 함(시행규칙 제30조)

<차세대의료기반법」 제30조 의료정보취급사업자의 의료정보 제공>
제30조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정보에 있어서,
…(생략)… 다음에 나열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주무 대신에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의료정보를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
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정보의 항목
3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4 본인 또는 해당 유족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의료정보를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5 본인 또는 해당 유족의 요구를 접수하는 방법
…(생략)…
3 주무 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를 제공한 날짜, 제공받는
인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등을 기록해야 함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의료정보를 제공 받은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또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정보취급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 의료정보 취득 경위를 확인한 후, 제공 받은 날짜 등과 함께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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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의료기반법」 기본방침”의 주요내용
	인정사업자에 관한 사항
- 법은 익명가공된 의료정보의 활용을 위해 높은 정보 보안 확보, 적절한 익명가공 기술 보유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의료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익명가공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음
-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은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에게
의료정보, 익명가공 의료정보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이 가능하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판단 권한에
대해서는 위탁 불가
-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위탁자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의료정보의 보유와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제공은 직접 담당해야 함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질 높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고려 가능

<인센티브 지급이 고려 가능한 경우>
① 시책의 입안 및 실시에 기여하는 질 높은 의료정보의 제공 시
② 데이터 표준화 및 규격화에 사용되는 질 높은 의료정보의 제공 시

	정보 이용료에 관한 사항
-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가공·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나,
그 비용은 의료정보취급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의료정보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됨(구체적 사항은 명시되지 않음)

■ 「차세대의료기반법」에 따른 의료정보활용 로드맵
- 인정사업자가 수집할 수 있는 의료정보, 법안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 산학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연구 활용
등의 종류와 시기를 나타냄
- 의료비 청구서, 각종 검진데이터 등의 의료데이터는 법 시행 이후부터 취급·분석이 가능하며 2020년부터 게놈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임
- 법 시행 이후,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검증이나 규격의 정비 등을 수행하고 2020년 이후부터
식별자를 활용한 통합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시행할 예정
- 익명가공 후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2020년 이후부터 AI를 활용한 신산업이 창출될 것이며 2021년 이후
통합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신약개발, 질병관련 학술연구, 의료진료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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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가공 의료정보 활용의 선순환 구조>
① 현장의 디지털화, ICT화, 규격의 정비 등의 환경이 의료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맞물려 ② 질적·양적으로 향상된
의료정보 생성 ③ 생성된 정보를 산학연에서 활용하여 다시 의료 현장에 환원
2018년도
(차세대의료기반법)
참가 시설 수

2020년도
(데이터 활용 기반
본격 가동)

2019년도

병원: 약 700
진료소: 약 9,000
모두 1,500만 명/년
정도

참가 시설의 확대

병원:약 1,000
진료소:약 15,000
모두 2,000만 명/년
정도

2023년도~
5,000만 명/년
규모의 질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목표

의료비 청구서·DPC데이터(인풋 정보)
검사 데이터
각종 의료 화상 데이터
암, 난치병 관련 게놈 정보
텍스트 분석기술의 고도화로 인한 환자 주소, 증상, 각종 보고서 데이터

데이터 종류

인정사업자에 의한 수집 가능한 의료 정보 등

(AMED기반 구축
연구 사업 예정 시설 수)
참가 시설의 확대
병원: 300~400
진료소: 2,500~3,000
총 800만 명/년 정도

2022년도
(법 시행 후 5년)

2021년도

특정 건강 검진 데이터 (※1)
사업주 건강 검진 데이터 (※2)
학교 건강 검진 데이터
(건강 진단 항목과 기록 방법 등의 표준화나 기록의 전자화 촉진) 영유아 건강 검진 데이터
(건강 진단 항목과 기록 방법 등의 표준화나 기록의 전자화 촉진) 임산부 건강 검진 데이터
인정 개호데이터

인정 개호데이터 + 개호분야에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
사망 진단서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규격의 정비, 개정, 보급·활용의 촉진

질

데이터 수집 시 검증 실시 (※3)
의료 등 분야에 사용되는 식별자(ID)를 활용한 개인 단위 통합 데이터의 집적
국민의 이해 증진·보급 계발
건강·의료·개호 현장의 ICT화

환
경
정
비

EHR의 고도화, 의료 정보 연계 네트워크의 전국 전개
약사 규제(의약품 등의 제조 판매 후의 조사 등)에서의
의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조사 추진

약사 규제에서의 추가 의료 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추진
인재 육성(기반 구축 인력 활용 인재)

활용에 있어서 익명 가공이 필요

이용료 등의 이용 조건

산학연의 다양한 활용의 전개

의약품 의료 기기

피실험자 선택 기준 적합 환자의 분포 파악

개
발

출
시
후

신
산
업

기존치료의 성과 분석을 통한 임상실험 정교
패널 검사 데이터 등의 각종 치료 관련 유전자 분석이나
신약 개발 타깃 탐색
검사 데이터에 의한 의약품 효과(비용 효과 분석을 포함) · 급성 부작용, 의료 기기의 성능 · 안전성의 대규모 비교 분석
검사 데이터 외의 주소, 소견 등도 포함한 의료 기관 횡단 데이터에 의한 상기 분석
AI을 활용한 화상 진단 지원 프로그램 개발
AI을 활용한 진단·치료 지원의 실용화
의료 정보를 활용한 건강 관련 서비스 등의 개발
기존의 인풋 정보에다 검사 데이터(아웃 컴)도 포함한 각종 치료법의 비교 분석

학
술
행정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 )
의
료

다양한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통합한 라이프 코스 데이터에 따른
장기적인 질병 예방, 예후 개선 인자 연구
전국·지역에서 보건 의료 상황의 즉각 파악·시간 경과적 파악, 분석, 정책 반영
백신과 질병 부담에 관한 분석
일반 진료, 일반 환자의 치료 효과 분석에 의하여 치료 방침 검토
인정사업과의 제휴로 EHR의 효율화·보급 확대에 따른 진료의 고도화

※1 내장 지방형 비만이나 대사 증후군과 같은 생활 습관병에 대한 검진 데이터
※2 노인 의료 확보 법에 근거하여 일부는 보험자에게 제공되어 특정 건강 검진 데이터로서 활용
※3 질 높은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MID-NET의 참여 의료 기관은 현재 23개의 병원에서 확대를 검토중

[그림 5] 인정사업자의 정보 기반 확충과 산학연을 통한 익명가공 의료정보 활용의 전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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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최근 의료데이터를 통한 의료분야의 성장 및 확대에 따라 일본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도모하고 있음
- 2016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비를 통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연구개발 및 데이터 유통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음
- 「차세대의료기반법」 제정 및 시행(2018년 5월)을 통해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

	일본은 건강정보를 ‘필요배려 개인정보’로 분류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한 반면
국내에서는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보호 중심의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건강장수사회’실현과 의료관련 현장·데이터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기 위해 내각에서는 별도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일련의 추진전략을 수립·시행중임
- 반면, 국내는 의료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특별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차세대의료기반법」이 최근에 시행되고 실제 신청·활용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차후에 현장 적용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법령은 민간 중심의 구조이므로 이에 따른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차세대의료기반법」은 일본의 의료체계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함
- 또한, 보다 나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데이터 활용정책 및 법률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내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발전방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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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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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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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衆議院送付)要旨, 2017.
水町雅子(弁護士),医療ビッグデータ法(次世代医療基盤法)の概要, 2017.
舘 浩貴,次世代医療基盤法の成立とそのポイント, HITACHI, 2018.
個人情報保護委員会,個人情報保護法の成立及び改正に関する主な経緯.
健康・医療戦略推進本部,「健康・医療戦略の実⾏状況と今後の取組⽅針2016(案)」, 2016.
内閣官房,健康·医療戦略, 2013.
内閣官房,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2013.
内閣官房,世界最先端 IT 国家創造宣言, 2013.
厚生労働省,医療等分野情報連携基盤に関する経緯と現状及び今後の検討事項,第１回医療等分野情報
連携基盤検討会, 20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2017.

참고자료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차세대의료기반법)」 전문번역
※ 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므로 활용시 주의가 필요함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제2장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시책

제1절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기본 방침 (제4조)
제2절 국가의 시책 (제5조-제7조)

제3장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제1절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을 하는 자의 인정 (제8조-제16조)
제2절 의료정보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 취급에 관한 규제 (제17조-제27조)
제3절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 (제28조-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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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의료정보 제공 (제30조-제34조)

제5장

감독 (제35조-제37조)

제6장

잡칙 (제38조-제43조)

제7장

벌칙 (제44조-제50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은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하여 국가의 책무, 기본 방침의 책정,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을 하는 자의 인정, 의료정보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 취급에 관한 규제 등을
정함으로써, 건강 및 의료에 관한 첨단연구개발 및 신산업 창출(건강 및 의료 전략 추진법(2014년 법률
제48호) 제1조로 규정하는 건강 및 의료에 관한 첨단연구개발 및 신산업 창출을 말한다. 제3조에서
동일)을 촉진하고, 건강장수사회(동법 제1조로 규정하는 건강장수사회를 말한다)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의료정보”란 특정 개인의 병력 등 해당 개인의 심신 상태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해당 심신
상태를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해당 후손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
취급에 특히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내각령으로 정하는 기록 등(문서, 그림 혹은 전자문서(전자적인
방식(전자적인 방식, 자기적인 방식 등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기재되거나 기록되거나 음성, 동작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나타낸 일체의
사항(개인식별부호(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7호) 제2조제2항으로 규정하는
개인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동일) 제외)을 말한다. 이하 동일)이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등에 대한 기록 등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개인식별부호가 포함된 것

2 이 법률에서 의료정보에 대한 “본인”은 의료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특정 개인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익명가공 의료정보”란 다음 각 호에 나열되어 있는 의료정보 구분별로 해당 각 호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의료정보를 가공하여 얻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
의료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정보 - 해당 의료정보에 포함된 기록 등의 일부를 삭제(해당 일부 기록 등을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기록 등으로 대체한 것을 포함한다)
2 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정보 - 해당 의료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삭제(해당
개인식별부호를 복원할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기록 등으로 대체한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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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법률에서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이란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하여 의료정보를 정리 및
가공하여 익명가공 의료정보(익명가공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익명가공 의료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로, 특정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등,
특정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내각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제18조제3항부터 동일)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동일)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5이
 법률에서 “의료정보취급사업자”란 의료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로서 특정 의료정보를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등 특정 의료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내각령으로 정한 것(제44조에서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이라
한다)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 국가는 건강 및 의료에 관한 첨단연구개발 및 신산업 창출에 관한 시책의 일환으로,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지닌다.

제2장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시책
제1절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기본 방침
제4조 정부는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기본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2 기본 방침으로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시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2 국가가 강구하여야 하는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에 이용하는 의료정보와 관련된 본인의 병력 등 자신의 심신 상태를 이유로 본인
또는 해당 후손 등의 개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편견 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1항 및 제28조의 인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5 기타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시책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3 내각총리는 기본 방침 안을 작성하고, 각의(내각 회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내각총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 방침을 공표하여야 한다.
5 전2항의 규정은 기본 방침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절 국가의 시책
(국민의 이해 증진)
제5조 국가는 홍보 및 계발 활동 등을 통하여,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규격의 적정화)
제6조 국가는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한 규격의 정비 및 이에 대한 보급 및 활용 촉진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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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의 정비는 이에 관한 국제적 동향, 의료연구개발의 진척 상황 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보 시스템의 정비)
제7조 국가는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보 시스템의 정비 및
이에 대한 보급 및 활용 촉진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장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제1절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을 하는 자의 인정
(인정)
제8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을 하는 자(법인에 한한다)는 신청에 의하여,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자라는 취지의 인정을 주무 대신(주무 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전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 성령(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나열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다음 항의 각 호에 나열된 인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 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의료정보의 정리 방법
3 의료정보의 가공 방법
4 의료정보 등(의료정보,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에 이용한 의료정보에서 삭제한 기록 등 및 개인식별부호 및
제18조제1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가공 방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동일)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관리 방법
5 기타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주무 대신은 제1항의 인정 신청이 다음에 나열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동항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이 법률 등 개인정보 적정 취급에 관한 법률로 내각령으로 정한 것 또는 이러한 법률에 의거한 명령 규정을
위반하고 벌금형을 받아 해당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이러한 규정을 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을 하는 임원 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가운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혹은 피보좌인 또는 외국의 법률상 이에 해당하는 자
(2)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는 외국의 법률상 이에 상당하는 자
(3) 이
 법률 등 개인정보 적정 취급에 관한 법률로 내각령으로 정한 것 또는 이러한 법률에 의거한 명령 규정을
위반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해당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제1항 또는 제28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이러한 규정을 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자가 해당 처분이 있었던 날 이전의
30일 이내에 해당 인정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임원 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로, 해당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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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는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료정보를 취득 및 정리, 가공하여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적절하게 작성 및
제공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지닌 자로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의료정보 등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누설이나 멸실, 훼손에 대한 방지 등, 해당 의료정보 등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4 신청자는

전호로 규정하는 의료정보 등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적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

4 주무 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주무

대신은 제1항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 인정 등)
제9조 전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라 한다)는 동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나열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단,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전조제2항제1호에 나열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전항의
단서인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주무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주무 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전조제2항제1호에 나열된 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4 전조제3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변경 인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승계)
제10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이 다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에게,
제8조제1항의 인정과 관련된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이하 “인정사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이 지닌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이 다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과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이
지닌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로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따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은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주무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이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아닌 법인에게
인정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사전에 해당 양도 및 양수에 대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대신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이 지닌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5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이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아닌 법인과의
합병으로 소멸하게 될 경우, 사전에 해당 합병에 대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대신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이
지닌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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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인정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킬 경우에, 사전에
해당 분할에 대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대신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분할에 인하여
인정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분할을 한 법인이 지닌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7 제8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은 전3항의 인가에 대하여 준용한다.
8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인정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여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아닌 법인과 합병을 하거나, 또는
분할로 인하여 인정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킬 경우에, 제4항부터 제6항의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정사업 전부에 대한 양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날까지 해당
사실을 주무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이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인정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여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아닌 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거나, 또는 분할로 인하여 인정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킬 경우에,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인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분이 있었을 때(이러한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인정사업
전부에 대한 양도, 합병 또는 분할이 있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의 인정은 해당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양수인,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혹은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로 인하여 인정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지체 없이 해당 인정사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의료정보 등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10 주무

대신은 제3항 혹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 또는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인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폐지신고 등)
제11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인정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사실을 주무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의 인정은 해당 효력을 상실하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은 지체 없이 해당 인정사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의료정보 등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3 주무 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해산 신고 등)
제12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청산인 혹은 파산관재인 또는 외국의 법률상 이에 해당하는 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주무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제8조제1항의 인정은 해당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청산 혹은 특별 청산중인 법인 혹은 파산 절차 개시
후의 법인 또는 외국의 법률상 이에 상당하는 법인은, 지체 없이 해당 인정사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의료정보 등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3 주무 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8

(장부)
제13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해당 작성을 대신하여,
전자문서가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를 구비하며,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명칭의 사용 제한)
제14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아닌 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라는 명칭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정의 취소 등)
제15조 주무

대신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 외국에서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자(이하 “외국 취급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동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8조제1항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제8조제1항 혹은 제9조제1항의 인정 또는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
2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아야 하는 사항을, 동항의 인정을 받지 않고 변경하였을 때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5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사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의료정보 등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3 주무

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8조제1항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주무

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8조제1항의 인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주무 대신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외국 취급자에 한한다. 제3호 및 제3항에서 동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제1항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7조제3항에서, 문구를 대체하여 준용하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3 주무

대신이 이 법률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정사업자의 사무소를 비롯한 사업소에 대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되는 자의 장부, 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한 경우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보고를 하거나 또는 해당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해당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하였을 때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을 때

2 전조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비용(내각령으로 정한 것에 한한다)은 해당 검사를 받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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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제2절 의료정보 등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 취급에 관한 규제
(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
제17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제25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정보가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정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의료정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2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법령에 의거한 경우
2 인명 구조, 재해 구호 등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작성 등)
제18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 시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및
해당 작성에 이용한 의료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정보를
가공하여야 한다.
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작성하여 해당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직접
취급 시에는, 해당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에 이용된 의료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본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해당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
3 익명가공

의료정보취급사업자(익명가공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는 제1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익명가공
의료정보(의료정보를 직접 가공하여 작성한 것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해당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작성에 이용된 의료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본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정보에서
삭제된 기록 등 혹은 개인식별부호 혹은 동항(동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가공 방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해당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또는 제28조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동법 제37조부터 제39조의
규정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전항으로 규정하는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파기)
제19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인정사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 조치)
제20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인정사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누설이나 멸실, 훼손에 대한 방지 등, 해당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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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대한 감독)
제21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해당 종업원으로 하여금 인정사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취급하도록 할 때에는, 해당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업원을 적절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종업원 등의 의무)
제22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의 임원 혹은 종업원이거나 혹은 이었던 자는 이 인정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내용을 함부로 다른 자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위탁)
제23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사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 취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 취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는, 해당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대한 취급업무를
위탁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의 허락을 구한 경우, 그리고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취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 취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받은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는, 해당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취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로 간주되며,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위탁처에 대한 감독)
제24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인정사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 취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5조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여,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을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의료정보를, 해당 다른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로 간주하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자 제공의 제한)
제26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할 경우 및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거한 경우
2 인명 구조, 재해 구호 등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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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경우에, 해당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전항의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제10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 승계에 함께
의료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정보 취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과 함께 해당 의료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민원 처리)
제27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사업에 관하여 관리하는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 취급에 관한 민원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절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
(인정)
제28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의 위탁(2단계 이상의 위탁을 포함한다)을 받아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에 한한다)는 신청에 의하여, 해당 사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자라는 취지의 인정을 주무 대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준용)
제29조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조의
인정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부터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에 대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와 관련된 인정 취소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표에서 왼쪽 칸에 있는 규정 내용 중에서, 중간 칸에 있는 ‘문구’는 각각 오른쪽 칸에 있는 ‘문구’로
대체하며, 그 외에 필요로 하는 대체 문구에 대해서는 내각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다음 항의 각 호

다음 항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제8조제3항제1호 다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사업

해당 사업

제9조제1항

동조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전조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

제9조제4항

제1호

제1호 및 제2호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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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의 인정과 관련된 익명가공 제28조의 인정과 관련된 동조로 규정하는
의료정보 작성 사업
사업

제10조제7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3항(제2는 제외한다),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9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제8조제1항

제28조

제15조제1항제2호

제8조제3항의 각 호

제8조제3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제15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

동조제1항

동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5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정보의 제공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재위탁

제26조제1항

전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할 경우 및
다음에

다음에

동조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이(가) 제23조제1항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제23조제2항 또는 제1항

을(를) 위탁한다.

을(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제4장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의료정보 제공
(의료정보취급사업자의 의료정보 제공)
제30조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정보에 있어서,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해당 유족(사망한 본인의 자(子)와 후손 등 내각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의료정보를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음에 나열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주무 대신에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의료정보를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용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
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정보의 항목
3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4 본인 또는 해당 유족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의료정보를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5 본인 또는 해당 유족의 요구를 접수하는 방법

2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전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나열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주무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주무

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서면의 교부)
제31조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본인 또는 해당 유족으로부터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의료정보를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등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요구를 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전항으로 규정하는 요구를 한 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얻어, 동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 교부 대신에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전자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동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 교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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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공한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면의 사본 또는 해당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정보 제공과 관련한 기록 작성 등)
제32조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정보를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에게 제공했을 때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정보를 제공한 연월일,
해당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등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전항의 기록을, 해당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의 확인 사항)
제33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나열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의료정보취급사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그리고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있을 때는 해당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
2 해당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해당 의료정보를 취득한 경위

2 전항의

의료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시에,
해당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확인에 관련한 사항을 속여서는 안 된다.
3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연월일, 해당 확인과 관련된 사항 등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전항의 기록을 해당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주무 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받으면 안 되는 경우)
제34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는 다음에 나열하는 의료정보에 대하여, 법령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료정보
2 제31조제1항으로 규정하는 요구가 있었던 의료정보

제5장 감독
(현장 조사 등)
제35조 주무

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혹은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이러한 자 중에서 외국 취급자인 자는 제외한다), 익명가공
의료정보취급사업자 혹은 의료정보취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러한
자의 사무소를 비롯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러한 자의
장부 및 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해당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며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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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조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4 주무

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도 및 조언)
제36조 주무 대신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또는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의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한다.

(시정 명령)
제37조 주무

대신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외국 취급자는 제외한다)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혹은 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 제33조(제2항을 제외한다)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당자가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주무

대신은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외국 취급자는 제외한다)가 제23조제2항의 규정 또는
제29조에서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혹은 제2항, 제19조부터 제21조, 제24조,
제26조제1항 혹은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당자가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또는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이들 중
외국 취급자인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이러한 규정 중에 “명할 수”라는
문구는 “청구할 수”로 대체한다.
4 주무

대신은 익명가공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당자가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주무

대신은 의료정보취급사업자가 제30조제1항 혹은 제2항, 제31조제1항 혹은 제3항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당자가 해당 위반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주무

대신은 제1항, 제2항, 제4항 혹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서 문구를 대체하여
준용하는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잡칙
(연락 및 협력)
제38조 주무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총무대신은 이 법률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료정보 등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적정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긴밀하게 연락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주무 대신 등)
제39조 이 법률에서 주무 대신이란 내각총리,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으로 한다.
2 이 법률에서의 주무 성령은 주무 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3 주무 대신은, 주무 성령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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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 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제40조 제35조제1항으로

규정하는 주무 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료정보취급사업자와 관련된 것에
한한다)는 내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41조 이
 법률에 규정하는 주무대신의 권한의 일부는, 내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무 성령으로 위임)
제42조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 등, 이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 성령으로 정한다.

(경과 조치)
제43조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으로 해당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과 조치(벌칙에 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4조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또는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의 임원 혹은
종업원이거나 또는 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취급한 개인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기록된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등(해당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다.
제45조 전조로 규정하는 자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알게 된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득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다.
제46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다.
1 허위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혹은
제28조의 인정 또는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이러한 규정을 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에 나열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22조(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고 인정사업에 대하여 알게 된 의료정보
등 또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의 내용을 함부로 남에게 알리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4 제29조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제29조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나열된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37조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제47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혹은 제8항 또는 제11조제1항(이러한 규정을 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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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9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러한 규정을 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고 의료정보 등 및
익명가공 의료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
3 제13조(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고, 장부를 구비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기재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않은 자
4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답변한 자

제48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3호 및 제5호(제37조제1항(제3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34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2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및
전조(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죄는 일본 국외에서 이러한 조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49조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지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본 항에서 동일)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등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의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고, 해당 법인 또는 해당자에 대해서도
각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2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해당 소송
행위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등,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십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2 제14조(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 칙
(시행 기일)
제 1 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각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기본 방침에 대한 경과 조치)
제 2 조 정부는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이라도, 제4조에서 규정하는 예에 따라 기본 방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각총리는 이 법률을 시행하기 전이라도 동조에서 규정하는 예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본 방침은, 이 법률 시행일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간주한다.

(명칭의 사용 제한에 대한 경과 조치)
제3조 이
 법률을 시행하려는 시점에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혹은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라는 명칭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2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 후 6개월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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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령으로 위임)
제4조 전2조로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는 내각령으로 정하다.

(검토)
제5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등록 면허세법의 일부 개정)
제6조 등록 면허세법(1967년 법률 제35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 제32호 이후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2의2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 또는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의 인정
(1)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2017년 법률 제28호) 제8조제1항(인정)의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의 인정

인정 건수

1건당 15만 엔

(2)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인정)의 의료정보 취급업무수탁 인정사업자의 인정

인정 건수

1건당 15만 엔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
제7조 내각부 설치법(1999년 법률 제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에서 제7호의8을 제7호의9로 변경하고, 제7호의 4부터 제7호의 7까지를 1호씩 뒤로
미루고, 제7호의3 이후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7호의 4 익명가공 의료정보(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2017년 법률
제28호) 제2조제3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시책에 관한 것(다른 성(부처)에서 관장하는
내용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4조제3항제15호 중에서 “제7호의 8”을 “제7호의 9”로 변경한다.
제40조의4제1항 중에서 “제3항제7호의4부터 제7호의7”을 “제3항제7호의 5부터 제7호의 8”로
변경한다.
부칙 제2조의2제1항 중에서 “제3항제7호의8”을 “제3항제7호의9”로 변경한다.
(내각총리, 재무대신 임시대리, 문부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서명)

집필자 : 빅데이터팀 이승현, 오정윤

문의 : 043-713-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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