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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있으며 일부 실행 중임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연계해 분석할 수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적이며 합리적인 활용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음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병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 정보를 Common Data Model(CDM; 공통데이터모델)로
전환하는‘선행 CDM 기반 분산형 바이오헬스 통합 데이터망 구축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단일기관 주체로 일관된 목적 및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아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처별 분산된 빅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은 사업별 목적과 방법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차이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시민단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익 목적 이외의 사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우려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영국은 Data Services Platform(DSP;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셋을 안전하게 수집하고 처리하여
의료 연구 등에 활용하고자 하며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인 Data Access Request Service(DARS; 데이터
접근 요청 서비스)를 통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함
- 일본은 「차세대기반법」을 제정하여 의료정보를 익명·가공할 수 있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작성 인정사업자’를
통해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 함

	호주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및 법적체계를 구축하는 시도가
있었으며 개인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음
- 특히 2018년 5월, 호주 의료 데이터의 2차 활용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데이터 활용 체계를 수립함
- 이에 따라 호주 정부의 의료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2차 활용 프레임워크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활용
체계 마련에 참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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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데이터 1차 사용( 국민 건강 정보 관리 시스템 )

■ 배경
	호주의 여러 건강개혁 보고서１)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시도
- 공통 당면과제는 만성질환의 확산, 소득계층 간 건강 불일치, 인구 고령화, 고비용 및 복잡성 높은 수술에 대한
수요증가, 전문인력 부족임
- 이 과제들은 의료 서비스 수요와 비용을 증가시키며, 중장기적으로 호주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

	2010년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COAG; 호주정부협의회)는 국민 건강과 병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를 위해 8가지 분야２)에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2011년

8가지 분야 중 하나인 ‘eHealth’의 일환으로 PCEHR 시스템 개발에 투자를 시작(2년간, 466.7백만
호주달러)

1. PCEHR 시스템
■ PCEHR 시스템 개요
	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PCEHR)시스템은 공유 전자 건강 기록의 한 형태로
입원·퇴원의뢰서, 전문의제안서 등과 같은 건강과 관련하여 표준화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음
- 개인 및 의료기관 등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PCEHR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기관에서 작성된 개인
진료문서를 시스템 내에서 한 화면에 요약된 정보를 볼 수 있음
- 개인이 자신의 건강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접속 및 정보생성을 하게끔 허락함으로써 정보
단편화를 해결

１)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Primary health care reform in Australia – Report to support Australia’s first national primary
health care strategy, 2009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Australia – the healthiest country by 2020 – National preventative health strategy – the
roadmap for action, 2009
National Health and Hospitals Reform Commission, A healthier future for all Australians –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Health and
Hospitals Reform Commission, June 2009.
２) 공공

병원, 일반진료 및 1차의료, 인력, 노인요양, 정신건강, eHealth, 암 관리 개선, 국민 건강 및 병원 네트워크 구축
(https://www.coag.gov.au/meeting-outcomes/coag-meeting-communiqu%C3%A9-19-20-april-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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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CEHR 시스템

[그림 2] PCEHR 시스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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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 눈에 보기 기능(예시)

■ PCEHR 특징
① 자발성
- 개인 또는 보건의료 제공자가 참여하기를 원하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단, 개인과 보건의료 제공자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비강제성)

② 치료의 강화
- 개인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여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도움
단, 치료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아님(PCEHR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 및 약물치료 혜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③ 선택 정보의 출처
- 개인의 PCEHR은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
단, 기존의 임상정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개인 건강을 논하는 출발점이 아님)

④ 정보 시스템
- 참여 보건의료 제공자는 진료 중 추가적인 정보에 접근 가능함
단, 진료정보 사이에 PCEHR에 로드된 새로운 정보의 검토(수정)은 불가능함

⑤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참여 보건의료 제공자는 타 임상정보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PCEHR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
단, 제공자의 현재 공유 및 보고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음

⑥ 분산 시스템
- PCEHR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조직이 협업하고 있으며 PCEHR 시스템은 적절한 관리와 기준이
포함된 법적 근거가 존재함
단, 정부가 단일로 저장소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며 타 민간 조직도 역량이 가능하다면 참여 가능함

2. MHR 시스템
	My Health Record(MHR; 나의 건강 기록)은 2016년 PCEHR(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의 기존 특징을 그대로 사업명과 더불어 몇몇 요인이 변경된 동일사업이며 변경내용은 ①의료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옵트인(사전동의)’에서 ‘옵트아웃(사후철회)’시스템으로의 변경, ②데이터
제공자의 참여 계약의 필요성 제거, ③실무자가 직접 임상보고서 업로드를 가능하게 하는 등이 있음
	MHR 시스템은 호주인의 건강 정보를 온라인으로 요약한 것으로, 언제든지 환자 본인과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인 등이 접속하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MHR에 보유한 환자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관리 목적의 1차 사용과 서비스 계획, 정책 개발 및 연구 등에 활용하는
2차 사용(2020년부터 활용할 예정)으로 활용 목적이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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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R 시스템 개요
	옵트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호주인은 자신의 건강정보를 MHR 시스템 내에 보유하게 되며,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개인 MHR에 접근 가능한 의료기관, 업로드할 데이터 항목 선택 등의 요소를 직접 관리할 수 있음
<호주의 옵트아웃>
- 호주 정부는 2018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전환하였으며, National Opt-out을 발표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옵트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개인 의료 기록이 MHR 시스템 내에 업로드 된다고 알림

- 기간이 연장되어 2018년 11월 15일까지 옵트아웃 신청을 받았으며, 기간 종료 후 4주의 조정기간을 거쳐
MHR 시스템을 만들 예정임
- 신청 기간 내 옵트아웃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조정기간이 지난 후 언제든 자신의 정보를 옵트아웃할 수
있으나 등록된 정보는 삭제되지는 않으며 사망 후 30년간 보관됨(사망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생후
130년간 보관). 즉, 데이터는 존재하나 활용 불가하도록 함
- 2018년 10월 24일 언론보도3)에 따르면 약 114만명이 옵트아웃을 신청
- 환자 본인이 시스템에 처음 접속을 하면 지난 2년 동안의 메디케어 관련 자료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음(2년 이전의 자료는 등록되어있지 않음)
- 자신의 정보에 열람한 기록도 확인 가능하며 열람 시기, 열람 기관, 추가·수정·제거된 정보 등을 확인 가능(누가
열람했는지는 확인 불가)
-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권한 대리인*이 이를 관리할 수 있음
* 대리인은 임명 대리인(본인의 MHR에 접근 가능하도록 본인이 지정한 사람), 권한 대리인(스스로 MHR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나뉨
- 메디케어 자료 또한 업로드되며, 자신의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도 있음

<MHR 등록 데이터>
- 의무기록: 공유용 진료자료 요약서(의료인이 작성한 환자 관련 요약서로 신규 의료인이나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 시 참고 가능한 유용한 정보), 퇴원 기록, 혈액검사 등 병리검사나 영상검사 결과, 처방 의약품,
진료 의뢰서 등
- 메디케어: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복지사업부)가 보관하는 메디케어 자료와 의약품 혜택 제도,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참전유공자부)가 보관하는 메디케어 자료와 유공자 의약품 혜택제도
자료, 신체장기 기증 선호사항, 호주 예방접종 등록부에 기록된 예방접종 내용 등
- 개인 등록: 연락처와 위급 시 연락사항, 현재 복용중인 약, 알러지, 부작용, 호주 원주민 여부, 참전유공자나
호주 국방부 관련 여부, Advance Care Plan(향후치료플랜)이나 위임 보호자에 관한 정보 등

3) My Health Record opt-outs now sit at over 1.1 million, ZDNet, 2018.
(https://www.zdnet.com/article/my-health-record-opt-outs-now-sit-at-over-1-1-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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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에 관련된 의무기록을 시스템 내에 업로드할 수 있으며, 업로드하는 데이터는 환자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원하지 않는 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MHR 시스템 내에서 본인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의료진이나 문서
설정 가능

■ MHR 등록 현황(2018년 11월 28일 기준)

[그림 4] MHR 시스템 내 데이터 등록 현황

	MHR 시스템 내에 등록된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총 6,326,668명(여성
54%, 남성 46%)이 등록되어 있음. 이는 호주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
- 가장 많이 등륵한 연령대는 19세 이하로 등록 인원의 36%를 차지하며, 가장 적게 등록한 연령대는 65세
이상으로 등록 인원의 15%를 차지함
- 등록된 의료기관은 총 14,769개의 기관이며 1차 의료기관이 6,784개 기관, 약국이 4,261개 기관 순으로 가장
많음
- 등록된 자료는 메디케어 관련 자료가 약 8억 1천만 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처방·조제 관련 자료로 총
약 2천 7백만 건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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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데이터 2차 사용 프레임워크4)

	연구자, 정책 입안자, 기획자 등이 보건 의료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MHR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음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
- 식별되지 않은 MHR 시스템 데이터
- 건강관리 수혜자 동의를 받은 식별 가능한 MHR 시스템 데이터

사용 범위
- 새로운 의료 서비스 개발, 보건 서비스 개선, 건강 정책 개발, 신제품 및 의료제품 개발 등 공중 보건을 위한
연구에서 사용 가능
- 보험 기관 등 건강과 관련 없는 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

2차 사용 프레임워크의 주요 특징
- 데이터 사용을 통해 호주인에게 공중 보건 혜택을 제공해야 함
- MHR 데이터의 접근 및 공개는 호주 주체에게만 가능하며 해외 신청자는 호주 신청자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함
- 데이터는 호주 내의 시설에 저장, 결과나 보고서는 국제적 공유 가능
- 위험의 정도에 따라 데이터 연계 기관이 구분됨(참고1)

■ 주요 거버넌스 구성 및 역할
	MHR 시스템 데이터 2차사용 프레임워크의 거버넌스는 위원회, 신청자,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통합자,
복지부, 시스템 운영자로 구성
거버넌스
Applicant
(신청자)
MHR Data Governance
Board
(위원회)

역할
데이터의 2차 사용 목적을 위해 MHR 시스템에 접근을 요청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의미하며 신청서를 준비하고 위원회가 정한 모니터링 및 보증 계약에 참여해야 함
프레임워크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며 2차 이용을 위한 MHR 시스템 데이터 접속 승인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 때 본 프레임워크 사용

Data Custodian
(데이터 관리자)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 호주 보건 복지 연구소)로
정해져 있으며, 시스템 운영자가 작업한 MHR 데이터를 받아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함

Integrator
(데이터 통합자)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함

System Operator
(시스템 운영자)
Department of Health
(복지부)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ADHA; 호주 디지털 헬스 에이전시)로 정해져
있으며, 연구 및 공공 보건 목적으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준비 및 제공하고 개인 동의
하에 식별 데이터를 공개하는 근거를 제공함
정책 및 법률을 담당하고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2차 이용을
위해 1차 데이터를 제공한 후 2년 이내에 검토를 비롯해 프레임워크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책 개선 담당

4) 호주 복지부가 발표한 ‘Framework to guide the secondary use of My Health Record system data’(2018.5.)의 MHR의 2차사용 체계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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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활용 체계
<MHR 시스템 데이터 2차 사용 프로세스>
System
Operator

Data
Custodian
(AlHW)

MHR Data
Governance Board

Integrator

Applicant

9

보건산업브리프

① 미리 정의된 형식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MHR 시스템 데이터의 2차사용 신청. 신청서와 함께 위험관리 계획
제출 필요
- 위험관리 계획서에는 신청자가 안전한 데이터 보관 및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

② 신청 용도 평가
- ‘Five safes’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아닌 데이터 사용을 기반으로 신청서 평가(참고2)
* Five safes: 연구 중 데이터 주변의 기밀 유지를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로, 기본 전제는 데이터 접근을 5가지 위험
척도(프로젝트, 사람, 데이터, 설정, 결과)로 간주하는 것임
- 2차적 이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 사례 및 선례’ 접근방식을 채택

③ 해외 기관이나 개인의 신청 시 필요 사항 검토
- 해외 신청자는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호주 신청자와 함께 협력해야 하며 MHR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호주 주체에게만 가능함
- 데이터 사용이 호주인에게 공중 보건 혜택을 제공함을 입증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MHR 데이터는 호주 내의 시설에 저장되어야 하며 호주를 떠나지 않아야 함. 그러나 MHR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된 분석 결과 및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공유 가능

④ 다른 보건 시스템 데이터 기관과 일치하는 원칙 적용
- 데이터가 다른 공용 데이터 집합에 있는 경우, 데이터 접근에 적용되는 원칙이 다른 데이터 집합에 적용되는 원칙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 MHR 시스템이 아닌 기타 저장소의 데이터 접속을 원할 경우 해당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자에게 위탁

⑤ 데이터의 가용성, 접속, 해당 공개, 유용성, 무결성 및 보안 관리
⑥
 윤리 승인 필요 여부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윤리 승인 요청
- 위원회는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윤리 승인 필요 시 AIHW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구해야 함
- My Health Records Act 2012 및 Privacy Act 1988의 조항에 따라 식별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데이터 접근과
공개 전에 윤리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식별 데이터가 포함된 경우, 위원회는 데이터 접근 및 공개 전에 윤리 승인을 획득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데이터 공개 전, 위원회는 승인된 신청자에게 Conditions of Use Agreement(CUA; 이용약관) 동의서를 요구함

⑦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보건의료연구위원회)에서 인증한 기관을 통해 윤리 승인
획득
⑧ 필요한 경우 데이터 연결을 조정
⑧ a. 승인된 요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MHR 시스템 데이터 및 접근 제공
- 데이터 연계를 위해 MHR 시스템 데이터의 제공 전, 윤리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재식별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전문가의 보증을 받아야 함
- MHR 시스템 데이터를 다른 승인된 데이터와 연결하는데 분리원칙*이 사용되도록 해야 함
* 식별 가능한 데이터가 항상 MHR 콘텐츠에 별도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
- MHR 데이터는 병원, MBS*, PBS** 등 기타 데이터셋과 연계될 수 있음
* Medicare Benefits Schedule(MBS): 호주 정부가 보조하는 메디케어 서비스 목록
**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PBS): 호주 정부가 처방 약물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

10

- 데이터 연계 검토 방법으로 분리 원칙, 데이터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통계 서비스가 제공하는 원칙(예:
범주화 또는 축소), 데이터 접근 및 분석을 위한 안전한 환경, 전문가 결정 방법*, 세이프 하버 방법** 등 사용
* 전문가 결정 방법: 한 개인의 비식별 정보로부터 식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표준과 모범
사례를 적용한 위험 기반의 신분 확인 방법
** 세이프 하버 방법: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책임 또는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또는 규정

⑧ b. ADHA의 MHR 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수신하여 신청자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
- 최종 데이터 집합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⑧ c. 데이터 품질 및 유용성을 처리, 제거 및 보장함
⑨ 데이터 연계 수행
- 위험 평가 가이드라인의 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데이터 연결 방법을 결정
-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Accredited Data Linkage Integrating Authority(인증데이터
통합연계기관)를 통하여 연계
- 그 외의 데이터 연계는 인증데이터 통합연계기관이나 Data Linkage Unit(데이터 연계부서)을 통해 수행

⑩ 전문가 감독 하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비식별 필요성을 평가
⑩ a. 위원회의 MHR 2차사용에 명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비식별
⑪ 발표된 최소 데이터 보안 요건의 검토를 비롯해 모니터링 및 보증 프로세스를 판단하는 위험 평가 수행
- 신청자가 제출한 위험관리 계획서를 바탕으로 위험 평가를 수행하여 모니터링 및 보증 프로세스의 성격과 범위를
알림
- 위험 평가는 데이터 접근 및 저장 장치, 오용 및 소실 또는 무단 접근 방지 조치, 보유 기간 및 파괴 방법 등이 포함

⑫ 신청자가 이용약관에 서명했는지 확인
⑫ a. 이용약관 서명
- 이용약관에 기존의 MHR 법 처벌 조항을 포함시켜 적용될 수 있는 처벌이나 조건 위반의 심각성 등을 나타냄

⑬ 위원회가 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⑭ 승인된 방법을 통해 데이터 접근
⑮ 공공 기록부에 신청서와 결과물 게시
- 신청일, 신청인 정보, 신청 상태, 윤리 승인서, 신청 결과 및 완료 시 달성되는 성과, 모니터링 데이터(연례 준수
보고서, 데이터 위반 보고서,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 등), 완료일, 출판물 게시

⑯ 모니터링 및 보증 프로세스 수행
⑯ a. 이용약관과 일치하는 모니터링 및 보증 프로세스 수행
- 이용약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증 프로세스를 수행
- 모니터링 및 보증 프로세스 예시 : 이용약관 조건 준수 여부의 주기적 평가, 신청인의 연례 자체 평가, 공인된
제3자가 실시하는 독자적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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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확인된 모든 데이터 침해를 the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OAIC; 호주 정보국)에
보고
- 연매출 300만 달러 이상인 기업과 비영리단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가짐
-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APPs; 호주
개인정보보호원칙)를 준수하기 위해 OAIC*의 옵트인 등록부에 가입하도록 요구(참고3)
* OAIC: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정보자유법 운영 감시 및 정부 결정 검토, 호주 정보 위원 법에
따라 호주 정보 위원에게 수여된 정부 정보 정책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 법무 기관

⑱ 평가 및 프로젝트 종료 확인
<참고1 호주 데이터 연계 기관5)>
- 호주의 데이터 연계 기관은 ‘Accredited Data Linkage Integrating Authority(인증데이터 통합연계기관)’와
‘Data Linkage Unit(데이터 연계부서)’가 있음
- 인증데이터 통합연계기관은 고위험 데이터 연계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된 기관으로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 호주 통계청), AIHW, Th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AIFS; 호주 가족 연구원)
가 있음
- 데이터 연계부서는 데이터 연계를 수행하는 공인 기관으로 The Queensland Department of Health(퀸즈
랜드 보건부), Population Health Research Network(인구건강연구네트워크), Data Linkage
Branch(데이터 연계부) 등이 있음
<참고2 Five Safes6)>

5)Data Linkage Agencies, Australian Early Development Census. (https://www.aedc.gov.au/data-users/accessing-aedc-data/
applying-for-data/microdata-for-data-linkage/data-linkage-agencies)
6) https://chf.org.au/files/five-safe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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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afes 원칙은 기밀 또는 민감한 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결정을 돕는 기본 틀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통계 자료에 대한 연구 접근을 기술하거나 설계하는데 주로 사용됨
- Safe People: 연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가?
- Safe Project: 데이터가 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 Safe Setting: 엑세스 환경은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있는가?
- Safe Data: 데이터 자체에 노출 위험이 있는가?
- Safe Output: 통계 결과는 비공개인가?
<참고3 APPs7)>
- 호주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원칙으로 5개 장 13개 원칙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종이 서류 및 디지털 환경 등에 동일하게 적용됨
1부.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고려

4부. 개인정보 무결성

1. 개인정보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관리

10. 개인정보의 품질

2. 익명성과 가명성

11. 개인정보의 보안

2부. 개인정보 수집

5부. 개인정보에 대한 엑세스 및 수정

3. 요청된 개인정보 수집

1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4.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취급

13. 개인정보의 수정

5. 개인정보 수집 통보
3부. 개인정보 취급
6. 개인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7. 직접 마케팅
8. 국가 간 개인정보 공개
9. 정부 관련 식별자의 채택, 사용 또는 공개

7)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Rural Health We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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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호주는 전국민 의료데이터를 확보 및 활용하기 위해 MHR 시스템을 만들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 기존 PCEHR에서 MHR 시스템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옵트아웃, 제공자의 제공방법, 업로드체계 변화 등의
내용을 재정비하였음
- MHR에서 보유하는 데이터는 1차 사용과 2차 사용으로 나뉘며, 1차 사용은 개인 건강 관리 목적, 2차 사용은
정책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됨
- 2차 사용에 앞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옵트아웃 신청을 받는 중이며 현재 약 114만명이 신청함

	국내에서 진행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프로세스, 연계, 옵트아웃
부분에서 호주의 MHR과 유사한 부분이 있음
- 데이터를 신청·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어야만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며 연구자는 연계된 데이터만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호주는 옵트아웃 체제를 도입하여 국민 데이터를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에 한정하여 옵트아웃을
추진 중임

그러나, 국민 개인의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음
- 호주는 정보 주체에게 MHR 내에 접속하여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연구자가
2차 활용 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시범사업의 경우 개인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사용되는 데이터 종류는
향후 논의 예정임

	호주의 MHR을 참고하여 국민 개인이 허용하는 데이터 범위 내에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한다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연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호주의 MHR 시스템 2차 사용은 2020년 추진 예정이므로, 보다 다양한 2차 사용의 결과물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 호주의 데이터 2차 사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전국민 데이터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활용 시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도입해야 하며 의료데이터는 민감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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