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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병원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
보를 보다 안전하게 저장하고, 병원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
안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프로토콜 설계는 RSA의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식과 DSA의 전자서명을 이용한 방
식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또한 통합인증기관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하는 전자의무기록을 구축한다. 제안한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확보 및 의료분쟁 시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의료사고를 좀 
더 줄이고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주제어 : 전자의무기록, 공개키, 무결성, 저장매체, 변조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new protocol protecting patients' personal record more safely as well as solving 
medical dispute smoothly by storing the record not into a computer server in hospitals but in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omputer server. The new protocol for electronic medical record is designed using 
RSA public key algorithm and DSA digital signature. In addition,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s are built up 
with more safety and reliability through certificate authority. The proposed medical information systems can 
strengthen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f medical malpractice occurs, the systems can also provide 
evidence. Furthermore, the systems can be helpful to reduce medical accidents. The systems could be also 
utilized efficiently in various applied areas.     

Key Words : Electronic Medical Record, Public key, Integrity, Memory Buffer, Modification. 

1. 서론

수기로 작성되던 의료정보가 산화되면서 네트워크 

기반의 앙 집 시스템에 장되어 리  처리됨에 

따라 소규모로 분산되어 장·처리되던 의료정보가 규

모 데이터베이스로 집  통합되어, 보안 이 더욱 커

지고 있다. 병원정보화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의 통합 

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s)등 진

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기 의 자체 정보화를 추진

하여 디지털 병원 도입을 강화하고 있다. 자의무기록

이란 종이매체에 의해 기록되어온 모든 의료기록을 그 

업무처리 구조나 정보의 범 , 정보 내용에 있어 변형 없

이 동일하게 산화를 통해 업그 이드 시킨 형태로서 

환자의 기  정보부터 병력사항, 약물반응, 건강상태, 진

찰  입원  퇴원기록 방사선  화상진찰 결과, 기타 

보조 연구결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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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의료기 내 임상정보는 내부의 정해진 로토콜 

규정에 의해 서로 상이한 상태의 자문서 구조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정보의 교환 시 각 의료기 에서 발 된 

임상문서를 출력하여 타 기 으로 달되거나 팩스를 이

용하여 송되는 경우가 부분이며[1], 칭키 암호알고

리즘을 용한다거나, 환자의 인증을 하여 주민등록번

호를 암호화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병원서버를 리할 때는 ID와 패스워

드를 별도로 리하여 웹서비스에서 근을 할 때 ID와 

패스워드로만 인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8].

행의료법[5]에는 의무기록의 문화와 정보의 효율

인 리를 해 의료인이 아닌 의무기록사에게 의료정

보를 리하게 하고 있고 의무기록 정보 출 등을 방지

하기 해 개인정보 설 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의무기록은 의료분쟁 시 요한 법 자료가 된다.

최근 의료분쟁의 특징은 의료사고 분쟁의 증가, 분쟁

해결기간의 장기화, 법원 결 의 고액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의 법 증거자료가 바로 

의무기록이며 이는 의료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의

료인의 불신과도 련이 높다[10]. 의무기록정보는 의료

정보  가장 기본 이고 기 인 정보이다. 의무기록

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정하는 기 자료로 활용된다. 이름·주민번호·개인병

력·재산 등 개인 신상정보를 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국민연 리공단 일부 직원들이 국민들의 개인 정보

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1].

이 듯 건강보험 리공단 소속의 직원이 국민들의 

요한 개인정보들을 출시키는 사건들이 매년마다 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한 법도 한계가 있어 개인정

보, 의무기록보안이 시 하다. 재 많은 수의 자의무

기록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6][7][9]. 이들 시

스템은 공통 으로 공인 자서명 기능을 지원한다. 공인

자서명을 하여 의료인은 자서명을 한 공개키/개

인키 을 생성하여 공인인증기 으로부터 공개키에 

한 공인인증서를 발 받는다. 매번 진료기록을 입력할 

때 의료인은 자신이 입력한 진료기록에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자서명을 수행하며, 자서명이 첨부된 진료

기록은 의료기 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공인인증

서를 이용한 자서명을 첨부한 진료기록은 법 으로 종

이를 이용한 의무기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와 의료기  사이에 신뢰할 수 있

고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

하고 편리한 자의무기록을 제공함으로서 안 하고 신

뢰할 수 있는 자의무기록에 한 로토콜을 설계하고 

구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EMR 로

토콜을 설계하고, 3장에서는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EMR 로토콜에 하여 구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EMR 로토콜에 해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2. EMR 프로토콜 설계

환자의 개인정보를 병원서버에 장하지 않고 국민건

강보험공단서버에 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

하게 장하고, 병원과 환자간의 의료분쟁을 좀 더 원활

하게 해결하기 한 로토콜을 제안한다.

2.1 파라미터

제안한 로토콜에 사용할 라미터는 <표 1>과 같

이 정의된다.

용어 설명

  환자의 이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화번호

  환자의 메일 주소

∞  환자의 정보

  환자의 고유번호


  환자의 공개키


  환자의 개인키

  환자의 장 매체

  의료인 코드

  환자의 진료내용


   의료인의 개인키

  병원코드


 믿을만한 제3의 기

 (Trusted Third Party)

<표 1>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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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안 프로토콜

EMR에 한 로토콜은 RSA의 공개키 알고리즘과 

DSA의 자서명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한 통합인증기

을 이용하여 보다 안 하고 신뢰하는 EMR을 구축하

고자한다. EMR의 보   리법에 근거를 두고 안 하

고 신뢰할 수 있는 EMR 시스템 로토콜은 회원가입단

계, 환자 수단계, 환자인증단계, 진료기록단계, 진료기

록보 단계로 구성된다[3][4].

2.2.1 회원가입

환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노

출되면 도용의 과 정보보안이 힘들기 때문에 개인정

보를 숨기기 하여 회원가입 시 환자에 한 고유번호

를 발 한다. 회원가입 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

다.

① 환자는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을 생성하

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정보   을 서버에 

장하고  , 
와 

을 에 

장하여 환자에게 제공한다.

2.2.2 환자접수

환자는 자신의 이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매체(USB, 스마트카드 등)를 이용하여 병원에 진료

수를 한다. 

① 환자는 와 을 이용하여 수를 한다. 

② 수처에 있는 단말기는 에 들어 있는 정보 

과 
을 추출한다.

2.2.3 환자인증

병원은 장매체와 환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인증을 요청한다. 

① 병원서버는 에 들어 있는 정보 와 

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송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와 ′을 데이
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비교한다.

       ′≅    ′≅ 
   일치하면 환자의 공개키(

)를 검색하여 

환자의 고유번호( )를 암호화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에 한 

인증을 거부한다. 

③ 암호화된 환자의 고유번호()를 병원서버

로 송한다. 

④ 병원서버는 에 있는 환자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한다. 

      





환자의 고유번호(′)와 에 들어있는 환자
의 고유번호( )가 일치하면 인증이 완료가 된다.

2.2.4 진료기록

진료내용과 의료인의 자서명은 환자 정보인 의료인

코드, 환자코드, 날짜, 진료내용을 이용하여 의료인의 개

인키로 서명하여 송한다. 이 정보는 이후 의료분쟁 시 

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① 의료인은 진료를 하기 해 의료인의 코드

( ), 환자의 고유번호( ), 날짜

(), 진료내용( )을 작성하고 해시한다. 

          

② 의료인의 개인키로 진료내용의 해시값을 서명을 

하고 병원 서버에 장한다. 

           
 



③ 병원서버는 의료인에게 받은 서명된 값을 의료인

의 공개키로 검증한다.

           
′ ≡

  

④ 검증이 완료되면 서명 값, 병원코드, 의료인의 코드

를  연 하여 TTP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암호화

된 데이터를 라 한다.

           
   

2.2.5 진료기록보관

데이터의 비 성, 데이터의 최근성, 상호인증을 하기 

해 을 TTP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뒤, TTP로 송

하게 된다. 

진료기록보  로토콜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① TTP는 송받은 을 TTP의 개인키로 복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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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복호화한 후 얻은 데이터 

(    )

      에서 병원 코드는 병원의 정보를 얻는데 사용하고, 

의료인코드는 병원에 속한 의료인의 정보를 얻는

데 사용한다. 이후 분리된 진료내용은 TTP에서 

제공 하  는 타임스탬 와 연  ( )하여 

TTP에 장한다. 

② 병원서버와 TTP서버는 서로 같은 자료를 장하

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서버에도 자료를 송

하기 해 병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다. 암호화된 

를 병원서버에 송한다.

             
 

③ 암호화된 를 송받은 병원서버는 병원의 개

인키로 복호화하여     얻은 정보를 병원

서버에 장한다. 

3. EMR 프로토콜 구현

3.1 실험 환경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구

하기 해서 실험 환경은 <표 2>와 같다.

                 
NHIC Server, Hospital Serve, Doctor 

Server, TTP Client

O/S Windows Server 2003 R2

Process intel Pentium(R) 4

CPU 3.00GHz

HDD 80GB

RAM SD 1024MB

.NET Framework .net framework4.0 x86 vs2010

D/B MS SQL 2005 Server SP1

<표 2> 실험 환경

3.2 구현

C#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 하고 C#에서 제공되는 

보안기법을 이용하여 구축한다. 설계에 이용된 알고리즘

은 RSA를 이용하 고 해시함수는 SHA-1을 이용하여 

구 하 다. EMR은 크게 병원에서 사용하는 병원서버

와 인증을 해 사용하는 통합인증서버로 구성되며 환자

를 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가 존재한다. 병원은 

유동 IP주소를 사용해도 상 없지만 인증서버는 가  

IP주소가 변하지 않는 고정 IP를 갖고 구 을 해 SQL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구 된 화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해 모자이크로 처리하 다.

3.2.1 환자접수 및 환자인증

먼  SQL Server Info라는 박스 안에 있는 서버의 주

소, ID, 패스워드, DB명을 입력하여 서버시작 버튼을 클

릭하게 되면 록색으로 바 면서 서버가 시작이 된다. 

장매체는 USB를 이용하 고 환자의 공개키, 개인키를 

추출하기 하여 RSA을 이용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환자 인증을 해 환자의 고유번호와 이름을 송하

여 인증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1] 병원서버

병원은 환자에 한 데이터를 송하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송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를 인증한

다. 환자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해 [그림 2]와 

같은 인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2]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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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호화된 데이터와 환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한 환자의 고유번호를 송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여 환자의 인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병원에서 송받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그림 3]과 같은 동작과정으로 진행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의 공개키로 암호

화된 환자의 고유번호를 송받았다.

② 암호화된 데이터를 환자의 USB에 들어있는 개인

키로 복호화에 성공하면 환자의 고유번호가 화면

에 나타난다.

③ 입력한 환자의 고유번호와 복호화된 환자의 인증

번호가 일치하면 인증은 성공한다.

[그림 3] 병원서버가 받은 데이터

 

3.2.2 진료기록

의료인의 진료가 시작되기 해서는 먼  SQL Server 

Info라는 박스 안에 있는 서버의 주소, ID, 패스워드, DB

명을 입력하여 서버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록색으

로 바 면서 서버가 시작된다. [그림 4]에 한 동작과정

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하기 해 서버를 시작한다.

② 진료를 하기 해서는 의료인코드, 의료인이름, 환

자이름, 날짜, 진료내용의 순서 로 작성한다.

③ 작성이 완료되면 의료인의 자서명을 하기 해 

서명  확인을 클릭한다.

④ 서명  확인을 클릭 후 의료인의 개인키를 선택하

여 서명한다.

⑤ 개인키로 서명이 되면 병원서버 DB에 환자기록이 

추가된다.

⑥ 담당의사가 진료한 환자기록 화면을 볼 수 있다.

[그림 4] 의료인의 기록과 서명

[그림 5]는 의료인의 서명을 검증, 인증기 의 인증을 

확인 받은 것을 표기해 놓은 것이다. 의료인의 자서명

에 한 검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과정으로 진행된다.

① 환자의 진료가 완료되면 진료기록들을 볼 수 있다.

② TA의 서명과 의사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NO

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5] 환자기록 DB저장

의료인의 자서명을 제3자가 악의 인 목 으로 사

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해 병원서버에서는 

의료인의 자서명을 의료인의 공개키로 검증과정은 [그

림 6]과 같은 동작과정으로 진행된다.

① 의료인 인증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뜨면서 의료인

의 인증이 된다. 인증이 되면 Yes가 되고 키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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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면 False가 되어 인증되지 않는다.

② TA의 서명, 의료인 인증까지 완료된 화면이다.

[그림 6] 의료인 인증

3.2.3 진료기록보관

병원서버는 의료인의 서명 값을 검증하고 인증기 으

로 보낸다. 인증기 은 DB에서 연 한 값을 생성하여 

장하고 서명 값과 타임스탬 를 연 하여 병원의 공개키

로 암호화하여 병원서버에 송한다. 병원서버는 데이터

를 복호화하여 서명 값, 타임스탬 를 병원서버의 DB에 

장한다. [그림 7]에 한 동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인증을 한 제 3의 신뢰기 의 서버를 시작한다.

② TA 속확인 버튼을 르면 인증기 의 서버와 연

결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연결이 되면 다

음과 같은 창이 뜬다. 인증요청을 클릭하여 인증을 

받기 한 데이터를 인증기 의 공개키로 암호화 

하여 송한다.

③ 사 에 병원에서 보낸 암호화된 데이터를 표시한다.

④ 병원에서 보낸 암호화된 데이터는 인증기 의 개

인키로 복호한다.

[그림 7] 인증기관의 인증과정

인증기 에서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한 후 복호화

된 데이터에 타임스탬 를 연 하여 데이터의 최근성  

·변조로부터의 안 성을 보장한다. 

[그림 8] 인증완료

진료기록을 보 하는 작업은 [그림 8]과 같은 동작과

정으로 진행된다.

① 인증기  개인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호화한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복호화된 데이터에 타임스탬 를 연 하여 병원의 

공개키로 암호화 하여 병원에 송한다.

③ 인증기 으로부터 송받은 암호데이터를 병원의 

개인키로 복호한 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  

의료인의 서명 값과 타임스탬 가 연 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④ 인증기 의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완료 창이 보인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병원의 DB와 인증기

의 DB에는 서로 같은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

4. EMR 프로토콜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토콜은 무결성을 하는 

변경, 가장, 재 송, 부인공격 등에 해 분석하고 의료분

쟁 시 요한 자료로 활동된다는 것에 하여 분석한다. 

○ 변경(Modification)

공격자는 정보를 가로채거나 획득한 후 자신에게 유

리하도록 정보를 조작한다. 를 들면 의료인이 의료인

의 개인키(
)로 서명을 하고 난 뒤, 진료

에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진료내용( )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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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려 한다. 의료인은 병원서버에 속하여 잘못된 정

보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병원 서버는 믿을만한 제3의 신

뢰기 (TTP)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TTP에 있는 자료

≠

와 같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증거가 남는다.

○ 가장(Masquerading)

공격자가 다른 사람으로 장할 때 가장 는 스푸핑 

공격이 행해진다. 를 들어 공격자가 환자의 장매체

를 훔쳐서 그 환자로 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장매체를 

악의 으로 사용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장

매체에 들어 있는 정보들은 공격자가 확인할 수는 있지

만, 고유번호를 알게 되더라도 환자의 개인정보는 알아 

낼 수 없고 환자의 개인키를 알게 되더라도 공격자가 사

용할 곳이 없다. 

○ 재전송(Replaying)

재 송은 다른 방식의 공격이다. 공격자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사본을 획득하고 나 에 그 메시지를 다시 

사용한다. 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처음 가입할 때 

직  가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 사본을 획득하기

는 불가능하고 환자로 장하여 병원에 수하더라도 

장매체가 없으면 환자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불가능하다.

○ 부인(Repudiation)

이러한  타입의 공격은 수신자와 송신자 의 한 쪽에 

의해 수행된다는 에서 다른 공격들과 다르다. 메시지

의 송신자는 차후에 자신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부

인할 수 있고, 메시지의 수신자는 차후에 메시지를 받았

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다. 를 들면, 의료인의 잘못으로 

환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

인은 진료내용에 해 부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토콜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

고나서 의료인의 개인키(
)로 서명을 함

으로써 부인방지를 하게 된다.

○ 의료분쟁 해결

기존 시스템은 병원 내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

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나 병원 계자들이 진료

내용을 임의로 조하거나 변조할 여지가 남아 있고, 환

자의 개인정보나 환자의 의료기록이 출 될 우려도 있

다. 의료인에 한 불신을 해소하고 법 증거자료로 활

용할 수 있는 안 한 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의료사고가 나서 잘잘못을 가릴 경우, 신뢰할만한 제3의 

기 에 장하고 있는 서명된 자의무기록과 병원에서 

장하고 있는 자의무기록을 비교하면 된다. 의료인이 

임의로 자료를 수정, 변조하게 되면 신뢰할만한 제3의 기

이 가지고 있는 자의무기록과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의무기록의 값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분쟁 시 

불리한 입장이 놓이게 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로토콜은 의료과실이 일어났을 

때 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의료과실을 여  수 

있다. 그리고 제안한 시스템은 안 하고 효율 으로 환

자를 인증하고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

므로 보다 높은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악의 인 

의도를 가진 서버운용자와 공격자로부터 내부자 공격 등

에 안 하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진료기록은 통합

인증센터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병원서버에 장한다. 

EMR 시스템 도입 효과로는 진료기록을 인증받기 때문

에 자료를 통한 ·변조가 원천 쇄되고, 자서명을 이

용하기 때문에 타인이 ·변조할 수 없다.

안 한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

계 확보  의료분쟁 시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의료사고를 좀 더 이고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효율 으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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