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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ractice of Hospital

Jongdeok Kim*, Hwayong Hong*, Jae-H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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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demonstrate that the training of information protection for members at medical institutions increases
the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ies of employees.

METHODS: We used the chi-square test and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data of the "Healthcar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atus Survey in 2017" (n = 2002) conducted by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y increased when the education was
received and the number of received more than the education was not received. Especially, when the
management receives education, it affects the information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employees.

CONCLUSION: In order to protect medical information, medical institutions need to provide education on
information protection for management and employees.

Key Word : Hospital,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Recognition,
Information Protection Practice

서 론.Ⅰ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ʻ ʼ
고 있으나 개인의료정보는 특별한 규정 없이 개인정보, ʻ ʼ
보호법에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민간, ʻ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다.[1]ʼ
일반적으로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 국민의 건강ʻ ʼ

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이,

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는 것 으로 개[2]

인정보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의료정보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통해

생성되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는 정보주체의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

하다는 점 과 법에 따라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제[3] 3

공 받은 기관은 개인의료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범위 내

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과 전문적 지식 경험 기술4[4]

과 결합된 특성을 지닌 질병 및 유전정보 등의 정보5[5]

로 일반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한 번 유출 되면 다시 원상회복이 어려운[6]

특성이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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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4차산업혁명시대 의료영역에서도 IT기술이 접

목되어 개인의 의료 관련 정보가 대량으로 입력 처리되어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환자 진료의 연속성 지원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가 공유할 수 있다는 점[8], 

정보를 제3자 제공할 수 있어 제3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

한 접근 및 이용[1] 하는 등으로 의료정보가 교류 활용 되

고 있어 오 남용 및 유출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9]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10] 

의료기관은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조직 내 정보 자산의 

보안을 위해 구현한 관리 장치로서 기술적, 물리적 장치

뿐만 아니라 관리적 장치를 포함해 다차원적인 구성을 통

해 정보보호활동[11]해 왔으나, 침입탐지시스템(IDS : 

Intrusion Detection System)의 효과를 기대[12]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감소에 기여한다는 정보보호 S/W 

사용[13] 등의 시스템을 통한 중앙 집권적으로 조직을 통

제하는 것이 가장 쉬은 기술적인 측면 중심으로 보안에 

대해 접근하였고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 할 수

는 없다.[14]

2011년부터 3년간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

정보 47억 건을 미국 기업이 약 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

들인 후 가공하여 약 100여억 원에 제약업체에 판매 한 

사건이 있었고[15],  2016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물 대

포를 맞고 입원치료를 받다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전자

의무기록(EMR)을 무단으로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135명이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16]. 

또한, 최근에는 police.com인 메일주소로 경찰을 사칭

해 발송된 ʻ온라인 명예 훼손 관련 출석요구서ʼ메일을 확

인, 첨부된 출석요구서를 다운 받아 랜섬웨어에 걸리는 

일이 의료계에 발생했다.[17] 

이는 의료기관의 전형적인 정보 보호 방법인 보안시스

템구축, 방화벽설치, 백신 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 증가하는 보안 위협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

해서 바이러스 예방프로그램이나 침입 통제 같은 기술적 

측면[18]에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정보보호 활동이 정보침해 사고 예방에 대

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판

단하기는 어려우나, 정보보호활동은 정보 자산에 대한 관

리적 보안, 시스템 분야에 대한 기술 보안, 그리고 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을 위한 물리적 보안 이외에도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정보보호분야는 공격기술이 방어기술보다 더 

뛰어난 측면으로 P2P, Phishing,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다양한 공격기술이 사회공학적 공격기법과 융합되어 

정보보호 기술 및 솔루션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보보호를 

모든 참여자들이 생활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하여야 하며[19]  이는 정보보호 인식의 제고가 자산, 정

책 및 정보보호 인식 교육이 자리 잡는 것으로 정보보호 

관리 모델에서 볼 때 조직의 정보보호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Korea 

Internetand Security Agency)이 2017년 기업별로 조

사한 정보보호 실태조사(ʻA Survey of Information 

Security)ʼ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 기업의 

비율은 28.1% 불과하다.[20]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대해 기술적 정보보호 조치

는 법에 따라 수행하였다는 전제 하에 기술적 물리적 정

보 보안 요인은 통제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 보호 인

식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조직 구성

원들의 정보보호 생활화 참여 정도를 실증하여 의료기관

들의 정보보호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자료

1) 자료원(Data source)

본 연구에서는 201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2017년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자료를 2차 활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12월 기준 의료기관전체

리스트 중 약국과 조산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전체 모집

단으로 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전수 추출하고, 

병원은 심사청구건수 기준으로 제곱근 비례 배분하고 종

합병원 및 치과병원의 경우 표본설계과정에서 국군 및 경

찰병원을 제외한 전체 규모를 반영하여 표본을 추출하였

다. 의원은 진료과목별 지역별 의료기관규모를 고려하여 

층화효과를 반영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규모를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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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계하고 의료기관 7,033개를 접촉하여 2,002개의 의

료기관에서 조사를 성공(응답율 28.5%)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모집단을 적절하게 대표한다.

2) 독립변수 : 정보보호교육횟수

각 기관별로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정보보호교육에 대

한 교육 실시 횟수를 설정하였다. 조사된 원 자료에서는 

각 의료기관내 교육 대상 직원을 7개 직종(경영진, 의료

인, 약사 의료기사 등 진료지원부서인력, 행정직, 전산직, 

용역직, 기타)으로 분류하고, 각 직종별 교육 실시 횟수를 

교육을 한번도 안 한 경우, 한번만 한 경우, 두 번 이상으

로 조사하여, 정보 보호 교육이 실시된 직종 중 교육 횟수

가 최소인 값을 기관의 교육 횟수로 보정하였다.(모든 직

종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을 한번도 안 한 경우

로 보정)

3) 종속변수 : 정보보호실천항목갯수

각 의료기관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실천하고 있는 정보 

보안 항목의 실천 개수를 설정하였다. 조사된 원 자료에

서는 각 의료기관내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실천하여야 할 

정보 보안 항목을 아래와 같이 11개로 제시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실천여부를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천한

다고 답한 항목의 개수를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 보안 실

천 항목의 개수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4) 보정변수

보정변수는 의료기관종별, 직종, 지역을 포함하었다. 

의료기관변수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의원, 한의원, 치과의

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종은 경영진(병원 경영진, 의

원은 의사), 의료인(병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

선사, 약사 등), 행정직(전산직을 제외)으로 구분하였고, 지

역의 경우 metropolitan(서울), urban(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rural(도 지역)로 구분하였다.

2. 분석방법

이 연구는 의료기관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표

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별(경영진, 의료

인, 행정직 등)로 실시된 정보보호교육횟수와 소속 직원

의 정보화보안실천항목(11가지항목, 종속변수에서 기술)

의 실천하고 있는 갯수를 조사하여, 정보보호교육횟수와 

정보화보안실천항목실천갯수와의 관련성을 카이제곱 검

정(chi-square test)을 통해 우선 확인하고,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해 다변량 분

석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의료기관 규모별 정보보호교

육횟수와 정보보안생활실천개수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정리와 통계분석은 SAS9.4로 

처리하였다.

<2017년 보건의료정보화 현황 조사된 보안 실천 항목>

① 컴퓨터 로그인 패스워드 설정 

② 화면보호기 설정(10분 이내)

③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의 수립, 적용(주기적 변경)

④ 윈도우 보안패치 자동 업데이트 설정

⑤ 바이러스 백신 및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설정

⑥ 비 인가된 P2P, 웹하드, 공유 설정 등에 대한 접속차단 실시

⑦ 개인(의료)정보 파일 암호화 설정

⑧ 개인(의료)정보 파일 복제(USB, CD 등 저장매체) 및 이메일 전송 금지

⑨ 개인정보 파일 완전 삭제(휴지통 비우기 실시)

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 매체 등은 안전한 장소 보관(잠금장치 등)

⑪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정기적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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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275개 종

합병원은 9.520개, 424개의 병원은 8.083개, 135개의 

요양병원은 8.141개, 1,168개의 의원은 6.886개의 정보

보안생활실천을 하여 의료기관종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보안생활실천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정보보호교육횟수가 없는 경우는 6.590개의 정

보보안생활실천을 하는 반면 1회 교육을 실시하면 7.648

개,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면 8.435개로 교육을 실시할

수록 정보보안생활실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에서 직종별로 교육을 받는 것과 정보보안생

활실천개수를 보면, 경영진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5.621개였던 반면 교육을 받으면 7.813개로, 의료진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5.520개가 교육을 받으면 7.755

개로, 행정직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5.367개가 교육을 

받으면 8.133개로 모든 직종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특별시 7,587개, 광역시 7.642

개, 도 지역 7.553개로 정보보안생활실천을 하였다.

<표 2>의 내용을 확인하면 의료기관은 80.1%(n=2,002, 

1회교육 61.29%, 2회 이상 교육 18.83%)가 정보보호교육

　 Total 　 실천갯수
P-value

　 N % 　 Mean SD

의료기관종별 2,002 100.0 　 <.0001

(상급)종합병원 275 13.7 9.520 1.839 　

병원 424 21.2 8.083 2.580 　

요양병원 135 6.7 8.141 2.554 　

의원 1,168 58.3 6.886 2.965 　

지역별 2,002 100.0 　 0.145

특별시 407 20.3 7.587 2.951 　

광역시 581 29.0 7.642 2.876 　

도지역 1,014 50.7 7.553 2.860 　

기관의정보보호교육최소횟수 2,002 100.0 　 <.0001

교육안함 398 19.9 6.590 2.957 　

1회교육 1,227 61.3 7.648 2.814 　

2회이상교육 377 18.8 8.435 2.715 　

정보보호교육여부_경영진 2,002 100.0 　 0.000

교육안함 195 9.7 5.621 2.911 　

교육함 1,778 88.8 7.813 2.797 　

대상자없음 29 1.5 6.897 2.782 　

정보보호교육여부_의료진 2,002 100.0 　 0.470

교육안함 150 7.5 5.520 2.724 　

교육함 1,845 92.2 7.755 2.830 　

대상자없음 7 0.4 7.286 3.200 　

정보보호교육여부_행정직 2,002 100.0 　 0.041

교육안함 79 4.0 5.367 2.918 　

교육함 1,281 64.0 8.133 2.686 　

대상자없음 642 32.1 　 6.768 2.936

<표 1> 일반적 특성 (Genderal charactric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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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76.73%(n=275, 1회교

육 49.45%, 2회 이상 교육 27.27%), 병원81.13%(n=424, 

1회 교육 61.79%, 2회 이상 교육 19.34%), 요양병원 

91.11% (n=135, 1회 교육 66.67%, 2회 이상 교육 

24.44%), 의원 79.28%(n=1,168, 1회교육 63.27%, 2

회 이상 교육 16.01%)로 나타났다. 교육 실시 비율은 (상

　 실천갯수

　 B 95%  CI P-value

의료기관종별 　

(상급)종합병원 1.975 1.519 2.431 <.0001

병원 0.841 0.484 1.198 <.0001

요양병원 0.827 0.317 1.337 0.002 

의원(=ref) 　

지역별 　

특별시 0.337 0.029 0.645 0.032 

광역시 0.058 -0.212 0.329 0.672 

도지역(=ref) 　

기관의정보보호교육최소횟수 　

교육안함(=ref) 　

1회교육 0.527 0.108 0.945 0.014 

2회이상교육 1.067 0.597 1.536 <.0001

정보보호교육여부_경영진 　

교육안함(=ref) 　

교육함 0.806 0.201 1.411 0.009 

대상자없음 -0.335 -1.472 0.802 0.564 

정보보호교육여부_의료진 　

교육안함(=ref) 　

교육함 0.093 -0.567 0.753 0.783 

대상자없음 0.717 -1.326 2.759 0.492 

정보보호교육여부_행정직 　

교육안함(=ref) 　

교육함 0.765 0.018 1.512 0.045 

대상자없음 0.413 -0.295 1.120 0.253 

AIC (smaller is better) :  9609.8068

<표 3> 기관별정보보호교육과 정보보안생활실천갯수와의 연관성 (Adjusted effect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ractice)

　 Total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P-value

　 N % N % N % N % N %

정보보호교육횟수 2002 100.0 275 100.0 424 100.0 135 100.0 1168 100.0 <.0001

교육안함 398 19.8 64 23.2 80 18.8 12 8.8 242 20.7 

1회교육 1227 61.2 136 49.4 262 61.7 90 66.6 739 63.2 

2회이상교육 377 18.8 75 27.2 82 19.3 33 24.4 187 16.0 

<표 2> 의료기관 종별 정보보호교육횟수 현황 (Number of information protection education by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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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종합병원보다 의원, 병원, 요양병원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나, 2회 이상 교육으로 확인하면 의원, 병원, 요양병

원, (상급)종합병원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정보보호교육 실시 비중을 한국인터넷진흥

원이 조사한 2017년 정보보호실태조사[20]에서 실시한 

산업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비율과 비교하면 금융 및 

보험업의 교육 실시율 91.0%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정

보서비스업(54.4%), 기술서비스업(30.9%) 등 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25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의 정보 교

육 실시 비율인 89.2%보다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정보보호교육횟수와 정보보안 생활 

실천 갯수와의 연관성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정보보호교육횟수와 정보보안

생활실천갯수의 회귀분석결과,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교육을 1회 받은 경우 0.527개(B: 0.525, 95% 

CI[confidence interval]: 0.108-0.945, p: 0.014)높

았고, 였고 교육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067개(B: 

1.067,95% CI: 0.597-1.536, p: <.0001) 높았다. 

의료기관 규모별은 분석한 결과는 의원에 비해 (상급)

종합병원은 1.975개(B: 1.975, 95% CI: 1.519-2.431, 

p: <.0001), 병원 0.841개(B: 0.841, 95%CI: 0.484- 

1.198, p: <.0001), 요양병원 0.827개(B: 0.827, 95%CI: 

0.317-1.337, p: 0.002) 증가하였다. 의료기관 지역별

은 도 지역에 비해 특별시 0.337개(B: 0.337, 95% CI: 

0.029-0.645, p: 0.032), 광역시 0.058개(B: 0.058, 

95%CI: -0.212-0.329, p: 0.672)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 내 직종별(경영진,의료진,행정직)로 실

시된 정보보호교육이 직원들의 정보보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정보보호교육을 경영진이 받은 

경우, 안 받을 경우에 비해 0.806개(B: 0.806, 95%CI: 

　 실천갯수

　 B 95% CI P-value

지역별 　

특별시 0.57 0.07 1.07 0.02 

광역시 0.02 -0.34 0.37 0.93 

도지역(ref) 　

기관별정보보호교육횟수 　

교육안함(ref) 　

1회교육 0.09 -0.36 0.55 0.69 

2회이상교육 0.65 0.12 1.17 0.02 

정보보호교육여부_경영진 　

교육안함(ref) 　

교육함 0.78 -0.40 1.95 0.20 

대상자없음 -0.25 -1.74 1.24 0.74 

정보보호교육여부_의료진 　

교육안함(ref) 　

교육함 0.58 -2.13 3.29 0.67 

대상자없음 　

정보보호교육여부_행정직 　

교육안함(ref) 　

교육함 0.22 -3.65 4.10 0.91 

대상자없음 -2.94 -6.74 0.85 0.13 

<표 4> 기관별정보보호교육과 정보보안생활실천갯수와의 연관성 (Adjusted effect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ractice)

(병원급이상(Hospital Level), n=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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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1.411, p: 0.009)로 높았고, 안 받은 경우 대비 

의료진이 교육을 받으면 0.093개(B: 0.093, 95%CI: 

-0.567-0.753, p: 0.783), 행정직은 0.765개(B: 

0.093, 95%CI: 0.018-1.152, p: 0.045)로 나타났으며 

모형적합도 결과 AIC(Akaikeʼs Information Criterion)

는 9609.8로 나타났다.<표 3>

의료기관종별을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을 묶

어 분석한<표 4>를 보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 비해, 

1회 교육시 0.09개, 2회 이상 교육시 0.65개가 증가하였

고 경영진이 교육을 받은 경우 0.78개를 더 정보보안 생

활 실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같이 의원급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

해, 교육을 1회 받으면 1.06개, 2회 이상 받으면 1.81개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진이 교육을 받

는 경우 0.60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ʻ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

호현황과 대책ʼ[21]에 따르면 의원급의 의사들은 일반국

민의 개인의무기록정보에 대한 관심수준을 5점 만점에 

2.21점으로 평균(2.94점)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의사의 

관리 수준은 의원급 3.15점, 병원급은 3.33점으로 보통

보다 높다고 생각하였으나,

 최근 1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관련 교육 경험률은 

8.5%로 매우 낮았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충분한 

정보 및 소개가 부족하여 45.8%, 시간을 내지 못하여 

19.8%, 필요성을 못 느껴 18.8%, 적절한 교육내용을 찾

지 못하여 15.6% 순으로 나타났었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

난 결과는 의원급 의사들(경영진)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

원급 경영진(의사)은 정보보호교육을 받아야 정보보호를 

위한 생활 실천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정보보호를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 보다는 적절한 제3자 

개입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타당성이 증명되었다.[22]

　 실천갯수

　 B 95% CI P-value

지역별 　 　 　 　

특별시 0.31 -0.09 0.71 0.13 

광역시 -0.02 -0.42 0.38 0.93 

도지역(ref) 　

기관별정보보호교육횟수 　

교육안함(ref) 　

1회교육 1.06 0.26 1.86 0.01 

2회이상교육 1.81 0.93 2.69 <.0001

정보보호교육여부_경영진 　

교육안함(ref) 　

교육함 0.60 -0.24 1.43 0.16 

대상자없음 　

정보보호교육여부_의료진 　

교육안함(ref) 　

교육함 -0.22 -1.01 0.56 0.57 

대상자없음 0.40 -1.83 2.62 0.73 

정보보호교육여부_행정직 　

교육안함(ref) 　

교육함 0.66 -0.17 1.50 0.12 

대상자없음 0.31 -0.49 1.11 0.45 

<표 5> 기관별정보보호교육과 정보보안생활실천갯수와의 연관성 (Adjusted effect between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ractice)

 (의원급(Clinic Level),, n=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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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의료정보 관련 정보시스템의 발전은 의료서비스 종사

자 및 환자에게 많은 편리함이 있지만, 이와 비례하여 개

인정보의 유출은 재산상의 손실,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의 

불이익 뿐만아니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가

능성은 증가하고 있다.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시스

템과 인터넷과의 분리, 침입차단시스템과 같은 보안 장비 

도입 등의 물리적, 기술적 방법 뿐만아니라 개인 정보 유

출, 남용 방지[23] 등을 위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및 운

영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 개인정보의 수집 

범위, 자료공유의 범위[24] 등 관리적 관점에서의 보안이 

요구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시행을 통해 개

인정보의 생성 수집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규정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시된 ʻ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 조치ʼ기준[25]을 지원하기 위해 ʻ개인정보보호 자

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6-31호, 2016.8.9. 제정)ʼ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자율규제단체로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

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로 단체 소속 기관들과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규약을 맺고 

이를 근거로 해당 기관들에 대한 자율점검 및 현장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평균

이 80.1%로 나타난 다양한 원인 중 한가지로 추정한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과는 아직 자율규제규약을 맺고 

있지 않은 점은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자율점검의 영

향이 개인정보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

석이 향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관이 정보보호교육을 받으면 정보보호생활실

천이 높아지는 연구 결과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직

종별로도 정보보호교육을 받으면 정보보호생활실천이 높

아진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원 홈페이지 관리 형태는 위탁관리 53.8%, 

자체와 위탁 병행이 19.2%, 자체관리 26.9%라는 조사 

결과는 외부인력의 환자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것[21]을 시사하며 외부 인력에 대한 정보보호교육의 필

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보보호교육계획 수립 시 외부 

인력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조직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의 

보안을 위해 지켜야만 하는 많은 정보보호 수칙들을 각자

의 위치에서 모두가 잘 지킬 수 있도록[19] 효과적인 보

안 정책을 세우고 이를 구성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26]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관에서 구성원에 대한 정보보

호교육이 정보보호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실증을 통해, 의

료기관에서 정보보호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정보보호교육횟수와 정보보호활동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에서 정보보호교육을 

받으면 조직구성원들의 정보보호활동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보보안담당자들은 가장 큰 정보보

호의 위협이 되는 사람은 보안 위협이 미흡하거나 조심성

이 없는 직원들로 조직 내부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권한 

있는 내부자에 의한 보안이 취약해 지는 상황을 만든다는 

응답[27]과 기업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보안 교육을 통

해 적절하게 통제하게 된다면 기술적인 접근보다 훨씬 효

과적일 수도 있다는 기존 연구[28]와도 일치한다.

둘째, 정보보호교육의 횟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조직구

성원들의 정보보호활동 참여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보보호에 관련된 교육은 직원

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평소 보안

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교육의 기회를 통해 보안에 관련

된 인지도가 향상되고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선행 연구

[29]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의료기관 경영자들에게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정보보호활동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보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이 높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정보보호 정책수립활동이 큰 차이가 있고

[30] 공공기관에서 최고경영층의 지원이 정보보호 거버넌

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정보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31]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가

장 중요한 요인의 최고경영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지원

[32] 및 최고경영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지

원은 정보보호 성숙도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33]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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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의원급에는 정보보호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의사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에 대한 5점 만점

에 본인 의원에서의 개인의무기록정보 보호 관리수준을 

질문하면 3.38점으로 나타나지만 평균은 3.15점으로 나

타나 인식의 차이를 보인 점[21] 등과 의원급에서 정보보

호교육에 따른 정보보호실천갯수가 증가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 기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대표성을 갖는 전국 

단위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교육횟수와 조직 구

성원들의 정보보호 활동과의 연관성을 실증하였다는데 의

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은 경영진을 비롯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는 당위성 제공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

러,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의료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실태 

및 인식 수준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없는 

실정으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 연구는 첫째,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된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의 ｢2017년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자료를 2차 

활용한 것으로 원자료의 조사 목적에 따른 바이어스가 있

을 수 있으며, 둘째, 표본 추출을 통해 조사된 자료로 특

정의료기관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셋째 기관

의 사용자 개개인의 생활실천개수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으로 인한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으며, 넷째 설문에 의존

하였기 때문에 답변자에 따른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조사자료의 제한점과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보호실천갯수가 증가하는 

연구 결과는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72.3%가 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했다고 한 반면 300명 미만의 기업은 

27.6%에 불과하여 기업간 격차가 크다는 선행 발표와 동

일한 반면,[34] (상급)종합병원이 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

의 비율이 23.27%로 가장 많았음에도 정보보호생활실천

갯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이유는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는 점, 

종단 연구가 아닌 횡단면 연구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정

보 보안 교육의 변화에 따른 구성원들의 정보보호생활 참

여 정도와의 상관 관계 분석에 한계가 있는 점 

통제된 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보 보호를 위한 장비 및 

솔루션 등 조직 구성원의 정보보호 생활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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