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록 Ⅱ: 미국 HIPAA의 개인정보 보호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는 법률상 보호가 요구되는 정보이다. 건강보험 정보의 

이전 및 그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59)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료관련 행

정 및 금융 자료의 전자교환을 표준화하는 법률이다. HIPAA는 총 5편으로 구성

이 되어있고,60)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근간이 된 부분은 제2

편 F부 행정의 간소화(TitleⅡ. Substitute F -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부분

에서 다루고 있다. HIPAA에서는 일상적인 의료업무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건강정보의 이차적 이용

이라고 정의한 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련된 HIPAA 상 규칙을 개인정보 보호 규칙(Privacy Rule)61)이라 칭하

고 있다. 적용대상자(Covered Entities)는 공사건강보험자(Health Plans), 의료

공급자, 의료정보교환소(Health Care Clearinghouses)이다. 

공·사건강보험은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로서, 보험사, 건강관리기구

59) 동 법안은 “건강보험정보 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 또는 “의료보험의 이전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에 관한 법률”로 불리기도 함.

60) Title I. Health Care Access, Portability, and Renewability Title II. Preventing Health 

Care Fraud and Abuse;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Medical Liability Reform 

     2.1 Privacy Rule

     2.2 Transactions and Code Sets Rule 

     2.3 Security Rule

     2.4 Unique Identifiers Rule (National Provider Identifier)

     2.5 Enforcement Rule

61) Privacy Rule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규칙으로, 이는 “식별가능한 개
인보건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표준(Standard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의 약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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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Os), Medicare, Medicaid, Medicare+Choice, Medicare 보충형 보험회사, 장

기간병보험회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62) 

의료공급자는 의료기관, 의료 혹은 건강서비스공급자(Providers of Medical 

or Health Services),63) 건강서비스의 공급·금액청구·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기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정보교환소(Health Care Clearinghouses)는 건강정보를 관리, 처리하는 

기관으로, ①다른 정보기관에서 비표준적인 형태로 받은 건강정보를 표준 형태

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기관 또는 ②다른 기관으로부터 표준 업무처리64)에 

의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비표준형태로 가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건강관리정보센터(Health Care Clearinghouses)는 업무제휴자로서 건강보

험(Health Plan)이나 의료공급자(Health Care Provider)에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정보(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라 보호건강정보의 

이용 및 공개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건강관리정보센터이다. 개인정보 보호 규

칙에서는 규제대상 또는 업무제휴자들이 보유하거나 교환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정보65)”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보호건강정보(PHI: 

Protected Health Information)”라 칭한다. 특정 정보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강정보는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첫째,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상태, 둘째, 각 개인이 제공

받은 의료서비스(진료기록), 셋째,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각 개인이 지급한 금

액, 특정 정보주체의 정보임이 식별 가능한 건강정보로는 환자의 이름, 주소, 생

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과 같이 공통 식별자들도 포함된다. 반면, 개인정보 보

62) 단체 건강보험, 정부 및 교회 후원 건강보험, 복수기업주 건강보험 등도 해당함.

63) 내과, 외과, 치과의사 등과 같이 기관형태가 아닌 공급자(non-institutional provider).

64) 표준 업무처리로는 ①의료보상과 환자 정보에 대한 요청, ②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지불과 송금통지, ③급여의 조정, ④건강보험 가입 및 탈퇴, ⑤건강보험 자격요건, 

⑥건강보험료 지급, ⑦건강관리서비스 요청 첨부서 등이 있음. 

65) 건강정보가 특정 정보주체의 정보인 것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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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규칙에서는 규제대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용기록 등은 보호되는 건강

정보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한편, 식별가능하지 않은 건강정보(De-identified Health Information)66)의 활

용이나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식별가능하지 않은 

건강정보라 함은 개인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이

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규제대상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나 상황에 한정해서 각 개인의 동의없

이 개인건강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

첫째, 정보 제공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본 법안의 규제대상자들은 정보 제

공자가 본인의 건강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건강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둘째, 치료, 의료비 납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한 명 이상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치료목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치료에 대한 비

용 청구 및 수납, 또는 사기나 의료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다른 조직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정보의 공개가 가능함.

셋째, 개인의 동의나 반대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 응급상황 등 개인이 의사표

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서비스제공자는 개인을 대신하여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건강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음.

넷째, 우발적인 정보의 이용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는 보호되고 있

는 건강정보의 우발적인 이용이나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

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정보 보호원칙 요구하는 적정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정보가 “최소한의 필요”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함. 

다섯째, 공공의 이해67)에 부합하는 경우 

여섯째, 연구목적, 공적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한된 자료의 이용

66) 정보주체의 정보임이 식별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정보.

67) 법적요구, 보건감시활동, 폭력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소송 및 분쟁, 법 집행, 검시관
이나 장례담당자에게 사망자 정보공개, 장기 및 조직 기증, NIH 개인의료정보 보호
지침을 따르는 연구, 공공보건 및 안전, 군사활동 및 국가보안, 근로자재해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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