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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기술의 발달로 재 여러 분야에서 융ㆍ복합 시스템을 용하고 운  에 있다. 그  표 인 분야가 

의료분야로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을 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데이터

를 운 하고 리하는 측면에서는 기술 인 신이 부족한 것이 실이다. 표 인 로 자의무기록 는 

SAM 일과 같이 데이터를 송 는 보 하는 업무의 운 에 있어 재는 데이터와 문서의 양식을 별도로 

장하고 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지 않은 경우에도 종이에 기록 후 보 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와 문서의 양식을 캡슐화 하고 업무 처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서 형태 그 로를 데

이터화 하여 운   보 할 수 있는 EMR 시스템을 설계  구 함으로써 업무 인 측면과 리 인 측면에

서 보다 효율 인 자문서의 운 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 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T. convergence systems are applied and operated in many different fields. A representative 

field among them is medical service, which develops in diverse types in combination with nano-technology and bio 

technology. However, there is a lack of technical innovation in terms of medical data operation and management. For 

example, data and documents are saved and integrated separately depending on their forms when electronic health 

records or data like SAM files are transmitted or kept. In other cases, such records and data are still kept after being 

recorded in paper. This study tries to design and implement the EMR system that makes it possible to capsulize forms 

of data and documents and to digitalize documents in work process as they are in terms of operation and storage. The 

system is expected to support efficient oper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aspects of work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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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산업의 발 과 4차 산업 명을 바탕으로 재 

다양한 분야에서 IT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

료분야에서는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신소재기술 등 

다양한 융합 기술들이 활용되어 지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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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다각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에서 이러한 기술개발이 가져올 다량의 데이터를 효

율 으로 운 하기 해 재 운 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재 다수의 의료기 에서 의료 데이터를 효율 으

로 리하는 방안을 검토 에 있으며 그 로 모바일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건강검진 데이터를 입력  

리하거나,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국가

직무능력표 ) 기반의 의료정보 리를 한 퇴원분석 

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 에 

있다[2-3].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형의료기  는 

일부 의료기 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 부

분의 의료기 에서는 데이터를 효율 으로 운 하고 

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EMR 이라는 자의무기록 

형태의 자문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의무기록은 종이서류로 된 진료기록부에 비해 

기록  보 이 용이하여 의료계에 속도록 보 되

었으며, 기존의 종이 방식에 비해 시간 , 경제  비

용이 폭 감소된다[4-5].

하지만 자의무기록을 포함하여 재 의료기 에

서 사용 인 자문서는 부분 데이터와 문서의 양

식을 별도로 보 하고 필요 시 매칭 하는 방식으로 

운 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서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에 맞는 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 지 못할 경우 

데이터와 양식이 맞지 않아 시스템의 불완 성을 가

져오게 된다. 한 타 기 으로 데이터를 송할 경우 

번거로움을 가 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의 

자문서 방식을 개선하기 해 데이터와 문서의 양

식을 해시를 기반으로 캡슐화 하여 보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기 해 Ⅱ장에서 기

존의 자의무기록과 련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Ⅲ

장에서는 본 연구의 설계, Ⅳ장에서는 시스템의 개발, 

Ⅴ장에서는 테스트  운 에 한 결과를 통해 결론

을 맺고자 한다.

Ⅱ. 련연구

2.1 해시

해시는 평문의 길이와 상 없이 모두 일정한 길이

의 값을 도출하게 되며 변조되기 의 데이터를 추측

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

이터의 조ㆍ변조 검사  데이터의 안 한 보 , 통

신의 안 성 증명 등을 이유로 활용범 가 확 되고 

있다[6]. 

그림 1. MD5 해시 알고리즘 변환 결과
Fig. 1 MD5 Hash algorithm conversion result

재 국내에서 사용 인 인증서 련 해시 알고리

즘은 SHA-256으로 최  2
64
bit 미만의 길이를 갖는 

메시지에 하여 다이제스트를 출력하여 값을 생성한

다[7]. 

그림 2. SHA-256 해시 알고리즘 동작 과정[8]
Fig. 2 SHA-256 hash algorithm operation process[8]

한 Piecewise 해싱기법을 이용해  해시 값의 정

보 일부를 추출하여 일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 일  문서 리와 데이터 운용에 

합한 방식이라는 이 부각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기도 하다[9]. 

2.2 자의무기록

자의무기록은 진료 시 발생하게 되는 업무와 

련된 검사, 수술, 상해기록 등 환자의 건강과 련 있

는 모든 자료를 입력  보 하는 산 시스템을 말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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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재 의료기 에서 처방

달 시스템보다 더 요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

고 있으며 그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림 3. 그래픽 요소를 포함하는 EMR 구조 설계 
Fig. 3 Structural design of EMR including graphic 

elements

재 부분의 자의무기록 시스템은 그래픽 형태

와 텍스트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림3과 같이 그

래픽 형태의 자료와 텍스트 형태의 자료를 한꺼번에 

장하기 해 일단 로 장하여 인증하는 방식의 

자의무기록이 연구되기도 하 다[11].

이러한 방식은 종이 차트형태와 동일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없어 그래픽 EMR의 장 을 그 로 수용할 

수 있지만 장하여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고 그래

픽과 서식지를 연동하는 단계에서 여러 단계를 수행

함에 있어 많은 지연 시간이 발생되고 시스템에 부하

를 가져오게 되는 단 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로 실무 단계에서의 사용이 하지 못하다고 단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해 

련 문서의 양식과 그 양식에 기술되어야 하는 련 

데이터를 뷰어 형태가 아닌 소스 형태로 장하고 인

증하는 방식의 EMR의 설계  개발을 통해 자문

서 형태를 한 단계 진화 시키고자 하 다.

Ⅲ. 해시기반의 캡슐화된 EMR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와 문서양식을 별도로 장하

여 운 하는 EMR의 자문서 형태를 보다 효율 으

로 운  리하기 해 캡슐화하고 이를 이  해시 

처리하여 보안과 보 , 리 측면에서 이 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데이터와 문서양식을 캡슐화한 데이터 도우의 소

스코드를 워빌더에서 제공하는 PBBLOB 형태로 1

차 해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메시지 다이제

스트에 개인키를 이용하여  한 번 SHA-256 방식

으로 2차 해시처리 한다. 

그림 4. 해시기반의 캡슐화된 EMR 시스템 설계 
Fig. 4 Design of hash-base encapsulated EMR system

이 게 생성된 2단계의 해시코드 결과 값은 

HSEMR 이라는 테이블의 컬럼에 CLOB 형태로 데이

터와 문서양식을 한꺼번에 장하고 리할 수 있도

록 설계하 다.

본 연구의 설계 내용을 실제 사용하기 해서는 이

러한 방식을 통해 생성된 자문서가 평문 상태로 정

확히 복원 가능한지, 해당 문서의 양식이 올바르게 생

성되는지, 각각의 데이터가 양식의 해당 치에 정

치 하는지 등에 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해시 값 형태로 생성된 데이터를 문서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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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하기 해서는 그림 5와 같이 앞서 진행하 던 1, 

2차 해시 작업을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문서를 도출하

는 방식을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해시기반의 캡슐화된 EMR 인증  검증 
계

Fig. 5 Hash-based encapsulated EMR certification and 
validation relation

이러한 방식은 리 포인트가 어들고 이와 동시

에 서식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료진의 도장  서명 

과 같은 각종 이미지  문서의 양식을 문서 자체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 인 장  외에 의미상

으로도 종이 문서와 동일하게 용할 수 있으며 텍스

트(소스)를 통한 처리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에 

한 처리 는 이미지 처리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

르다는 장 을 제공 할 수 있다.

Ⅳ. 해시기반의 캡슐화된 EMR 시스템 구

해시기반의 캡슐화된 EMR 시스템을 구 하기 

해 먼  DataWindow에 Freeform 형식으로 생성된 

양식지에 조회 는 입력을 통해 데이터를 기록하고 

PBBLOB 형태로 변환하여야 한다.

String ls_capdata // PBBLOB로 캡슐화된 데이터 

ll_rv = dw_docum.GetFullState(ls_capdata)

ll_rtn = gf_dwcap(코드, 번호, 일자, 년도, 성명, '

문서명‘, ls_capdata)

그림 6. PBBLOB 데이터 추출을 한 디버그 화면
Fig. 6 Dubug screen for PBBLOB data extraction

와 같이 캡슐화 1차 해시 변환과정을 거치면 

“PBBLOB8200000050006C006100740066006F0072006D0

0200069006E0064006500700065006E00640065006E00740

020005000530052002000460069006C006500200046006F0

072006D00610074002C00200043006F0070007...” 등 과 

같이 일반 인 방법으로 해독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

형되어 그 값의 유추가 쉽지 않게 된다. 

이 게 해시 처리 된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의 

포함여부  그 내용 량에 상 없이 서식지당 총 

300,000Byte의 크기를 가지며 킬로바이트로 환산할 

경우 약 293KByte 정도로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  자의무기록의 법  효력

을 제공하기 해 앞서 생성된 캡슐화 된 1차 해시 

데이터에 하여 그림 7과 같이 재 국내 공인인증 

방식인 SHA-256을 용하여 2차 해시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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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HA-256 해시 작업을 한 인증서 로그인 
Fig. 7 Certificate login for SHA-256 hash operation

인증을 한 SHA-256 해시 작업의 경우 각각의 

문서를 별도로 처리하거나 당일 생성된 문서 데이터 

 SHA-256 해시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에 하여 

일 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구 하 으며, 인증 처

리된 문서의 경우 문서 내부에 SHA-256 해시 처리

에 한 작업자  작업일시 등을 기록하여 추후 해

당 문서의 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SHA-256 해시 데이터 추출을 한 디버그 
화면

Fig. 8 Debug screen for extracting SHA-256 hash data

그림 8은 1차 해시를 진행한 후 생성된 PBBLOB 

형식의 데이터에 2차 으로 SHA-256 해시 과정을 

진행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한 디버그 화

면으로 2차 해시 코드 값이 장된 변수의 값은 

“MIMT7eQCAQAxDzANBglghkgBZQEAgEFADCDE

+YDBgkqhkiG9w0BB...”과 같이 1차 해시를 통해 생

성된 PBBLOB 데이터와는  다른 데이터로 생성

되었다. 한 이를 2  복호화 하 을 경우 원본과 동

일 한 문서로 변경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자문서에 한 보안성이 강화되고 기

존 그래픽 일 인증방식에 비해 1/3 이하의 처리 속

도로 향상 시킬 수 있으며, 2차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해시 데이터 역시 1차 해시를 통해 생성된 

PBBLOB 형식의 데이터와 동일하게 293KB 으로 데

이터 보 과 련하여 다양한 장 을 가질 수 있다.

Ⅴ. 결  론

1차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PBBLOB 데이

터와 2차 해시 알고리즘인 SHA-256 형식을 통한 데

이터  해당 자문서에 한 개인정보  기  데

이터를 한 ROW에 장한다고 가정 할 경우 한 

ROW에 장된 데이터의 크기는 825KB 정도이다. 이

는 1TB 용량에 장 할 경우 약 1,260,260 ROW 만

큼의 데이터를 장 할 수 있으며, 이는 하루 200명의 

환자에 하여 1명당 평균 3개의 서식지가 발생하는 

의료기 으로 가정하 을 경우 5년에서 6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단, 이 수

치는 압축 의 계산으로 압축 알고리즘을 추가할 경

우 이보다 더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상

된다. 이 게 서식지에 데이터를 포함하는 형태의 

자문서는 기존에 서식지와 데이터를 분리하여 데이터

만을 인증하던 시스템과 달리 문서 자체에 자서명

을 용하면서도 작은 용량과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진보된 형태의 EMR로 발 하거

나 각종 EDI 련 업무에 한 용이 가능할 것으

로 기 된다.   

본 논문은 학 논문의 일부를 발취하여 재구성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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