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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ICMJE와 많은 학술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강화되면서 일부 학술지에서는 이미 관련 내용
을 투고규정 에 포함 또는 개정하고 있다. 출판윤리의 저변확대를 위해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에서
는 각 회원 학술지 편집인 께 출판물에 불필요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투고규
정의 개정을 포함한 윤리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환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에 환
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 출판할 수 없다. 불필요한 환
자의 세부개인정보는 가능한 생략한다. 단, 과학정보로서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 전 환
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때 환자의 개인정보가 출판
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학술지 편집인은 대상자 동의서 취득을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반드시 학술지 투고규정에 포함시
키고, 게재 논문에도 정보에 입각한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서면 동의 취득을 표시해야 한다. 학술지 편집인
은 개별적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거나 혹은 보관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식별이 우려되는
경우 저자가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대신 동의서를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논문에 표시하도록 한다. 한편, 환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과정에서 편집인은 원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왜
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학술지는 사례발표를 포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는 대상자
(환자) 동의서와 관련한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대상자 동의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논문
에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protection-of-researchparticipants.html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2016/679 https://eugdpr.org
• 미국: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https://www.hhs.gov/hipaa/index.html
• 캐나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https://www.priv.gc.ca/en/privacytopics/privacy-laws-in-canada/the-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nd-electronic-documents-act-pipeda/
• 인도: Information Technology Act and related Privacy
Rules http://www.meity.gov.in/content/informationtechnology-act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privacy.go.kr/main/mainView.do

개인정보 보호법
• 모든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명문화하고, 이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의 동의가
철회되면 즉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함.
• 학술지: 개인의 동의 없이 가계도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사진 등을 게재하지 못하며, 게재할 경우에도 완성된
논문의 형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 특히 소아의 경우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
의를 필수적으로 구하도록 함.

Journals’ Best Practices for Ensuring Consent
for Publishing Medical Case Reports:
guidance from COPE
• The publication of case reports is a common practice in
medical journals, and increasingly in basic science journals
when an article illustrates a specific scientific point (e.g., a
genetic phenotype). There is no doubt that case reports are
valuable in the academic literature. However, they pose a
specific ethical challenge for journals because, by their very
nature, individuals in reports are highly identifiable. Hence,
journals must ensure that proper consent for publication has
been obtained and that the individual(s) who is being reported
on is aware of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that reporting.
• Best_Practices_for_Ensuring_Consent_for_Publishing_Medic
al_Case_Reports_guidance_from_COPE.pdf

Requirements for Reporting by
JAMA Network

Patient Consent Form

Identifiable Patients
Authors should remove
information from
photographs and
manuscripts that might
identify a patient. Where this
is impossible, submissions
must be accompanied by a
written release from the
patient. One option is the
NEJM Release Form for
Photographs of Identifiable
Patients.

Patient Consent Forms and
Patient Details
•

Written consents must be retained by the author and copies of the consents or evidence that such
consents have been obtained must be provided to Elsevier on reques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view the Elsevier Policy on the Use of Images or Personal Information of Patients or
other Individuals, http://www.elsevier.com/patient-consent-policy. Unless you have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atient (or, where applicable, the next of kin), the personal details of any
patient included in any part of the article and in any supplementary materials (including all
illustrations and videos) must be removed before submiss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JAAD) seeks to ensure that patient
privacy is protected under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While JAAD accepts institution and private entity HIPAA patient sign-off for photo/image use, it
also provides this document as a template for use by JAAD manuscript authors.
It is important to disclose to patients that images submitted to JAAD may be utilized in various
forms of publication and mediums by the Journ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eaching, research,
scientific meetings, other professional journals, medical books, broadcasts, advertising, and other
similar purposes. These materials may appear in print and online and the public may have access
to them.
Care must be taken by authors submitting images to ensure that images are de-identified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hile preserving the teaching nature of the image/s.

Patient_Consent_Form_Korean.pdf
Deceased_Patient_permission_Form.pdf

Non-identifiable images
• Formal consents are not required for the use of entirely
anonymized images from which the individual cannot be
identified- for example, x-rays, ultrasound images,
pathology slides or laparoscopic images, provided that
these do not contain any identifying marks and are not
accompanied by text that might identify the individual
concerned.
• If consent has not been obtained, it is generally not
sufficient to anonymize a photograph simply by using eye
bars or blurring the face of the individual concerned.
• https://www.elsevier.com/about/policies/patient-consent

Retractions Cases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체크리스트
• 학술지 투고 규정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설명이 포함
되어 있나?
• 논문에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 과학적 목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 출
판 전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
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하였는가?
• 환자의 출판 동의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