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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금융 의료 교통

기관 및 기업에 위임한 개인  정보처리 권한을

주인인 나에게 돌려주고 수집된 내  데이터를 

통합 서비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마이데이터를 활성화 시킨다면?

병원, 약국, 실험실 등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수집/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별로 내 의료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서

수집/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너무 쉽고 편리해요!



About US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병원 등에서는

법적 보존연한에 따라 파기되는 내 의료데이터를

모두 한 곳으로 수집/관리 할 수는 없을까?

저희 회사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이즈)라는 이름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여, 나의 의료데이터를 입력하면

의료데이터를 수집/관리, 유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마이포켓

건강검진 데이터

약처방 데이터수술기록 데이터수술기록 데이터

그외 다양한 병원기록 데이터 등

                 는 병원 약국 등 흩어져 있는 고객들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 및 열람 가능한 마이포켓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유학을 앞둔 A씨는 비자신청 과정에서

어릴적 예방접종 기록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
PASSPORT

마이포켓



알고 계셨나요?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10년도 지난 접종기록이라 병원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지만,

마이포켓 에서 자신의 모든 의료데이터를 저장해 두었던 A씨는 쉽게 

해당 진료기록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병원에 있던

내 접종 기록은 사라졌지만

마이포켓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지~!
1992.01.12 △소아과의원 접종기록

데이터이즈 마이포켓 서비스

내려받기



마이포켓에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보관 한다면, 진료기록 보존기간과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의료 데이터 보존이 가능합니다

DATAIZE(데이터이즈)는 회원님들의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회원님들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각지 병원기관에 보관중인
의료데이터

최대 10년 보존 영구적으로 보존

DATAIZE에 보관중인
의료데이터

마이포켓



또한, 흩어져 있는 나의 의료데이터들을 마이포켓에 입력해 주시면,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건강검진 데이터약국 데이터 임상시험 데이터병원 데이터 라이프로그
데이터

입력

중개 및 활용

보상

마이포켓



나의 의료 데이터로 돈을 벌 수 있나요?

마이포켓에 B씨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작성하여 보관중이었고

C기업에서 B씨가 등록한 의료 데이터가 필요하여 데이터를 요청하였습니다

C기업B씨

개인 의료데이터
 입력 및 보관 의료데이터 요청

DATAIZE(데이터이즈)는 B씨 의료데이터가 C기업에 활용되어

나의 데이터 사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도와줍니다



입력한 의료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이처럼 DATAIZE(데이터이즈)는 자신의 의료데이터가 데이터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때,

본인 의료데이터의 가치만큼 보상을 받도록 도와줍니다

당연히 B씨는 어떤 기업이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누가 나의데이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C기업이 내 정보를

사용했구나!

그에 따른 보상도

들어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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