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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대형병원 중심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2000년 초반을 기점으로 부터 처방전달시스템(OCS : Order

Communication System)중심에서 전자의무기록(EMR : Electronic Medical Record)시스템을 포함한 시스템으로 확장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고도화된 의료정보시스템은 정보 사용자의 요구도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단위 시

스템으로 개발되어 점차 통합되는 과정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대형병원과 같은 복잡한 조직체계에 적합한 의료정보시

스템의 권한관리는 해결되어야 할 큰 문제점이다.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적절한 권한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노출의 심각성 또한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거 병원정보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의료정보운영 환경에서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권한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권한 관리를 개발하여 대형병원 EMR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를 기술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차세대 EMR을 비롯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맞는 권한관리 솔루션 개발에 기반이 된다..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uthority Management for the Integrated

Medical Information System in a Hospi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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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ginning in 2000, domestic large hospital based integrated health inform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from

order communication system to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However, today's advanced medical information sy

stem is integrated with unit of the system because user needs is complex and various. And, the problem is authorit

y management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in complex systems of large size hospital. It is also a serious problem

of private information exposure because of user's authority management defec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

ms of past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nd propose an efficient and appropriate management authority in operating

environment. It also introduces the instances applied into a large hospital EMR system, developing proper authority

management to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grated medical information system. The proposed system is bas

ed on solutions of authority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integrated health information system, as well as the ne

xt generation of E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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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병원 및 사회적 환경변화로 의

료정보의 데이터 활용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

게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

MR)시스템이 급속도로 전파 보급되면서, 단순한 청

구와 오더중심의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의료정보활동의

모든 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며, 병원정보시스템

을 중심으로 다른 환경으로 구성된 시스템등을 그 연

관성과 목적에 따라 각각의 병원 내 시스템으로 통합

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이러한 병원 환경

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국가 보건정책의 뒷받침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요구에 맞도록 비용을 줄

이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고객만족도 향상, 환자 안전

에 기인한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내외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최

근 클라우드, 빅데이터, 헬스케어, 모바일, 사물인터넷

(IoT)과 같은 융합기반 기술을 비롯한 스마트환경시

대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증

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처럼 병원 전산 환경은 급속

도로 변한다. 이러한 과도기에 국내에서는 정보보안

표준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서명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항목을 추가하고, EMR에

전자서명 적용을 의무화 하였다. 의료정보시스템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

다. 환자 중심적 의료정보데이터 흐름은 로컬 병원에

서, 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관리 되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표준화로 그 흐름이 맞추어져 있다. 하

지만, 세계적 흐름과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으

로 구성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맞는 권한관리체계

및 운영에 대한 연구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1,5,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형병원 중심의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에 적합한 권한관리 모델을 설계 및

제안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국내의 의료정보시스템의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는 역할기반 접근제어기반의 권

한관리 솔루션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에 적합한 권한관리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하

는 플랫폼 및 모델, 그리고 그에 따른 상세기능을 설

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구현내용의 설명

및 효율성을 기술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의료정보시스템이란 환자의 진료, 의학연구, 의학

교육 및 경영에 필요한 각종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업무자동화의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과거 병원시스템은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

면서 원무관리시스템이라고 부르는 PM/PA(Patient

Management/Patient Account)을 보급 운영하기 시작

한다. 청구중심의 병원은 단순한 진료비 계산과 보험

청구 중심에서 빠른 속도로 벗어나, 의사를 포함한 의

료진의 처방 정보와 기본환자 정보, 투약 및 주사, 수

술 및 처치, 검사 및 촬영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수행

하는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이하 OCS)을 도입한다. 또한 각종 의료 영상장비에서

환자를 촬영하여 필름을 통해 영상 판독을 수행하던

것을 의료장비에서 디지털 영상으로 출력이 가능하면

서부터 새로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

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이 개발된

다. 이 시스템은 영상장비에서 얻어진 디지털 영상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 바로 판독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영상정보시

스템이다. 또한 검사정보시스템(Laboratory Informati

on System, LIS)은 컴퓨터와 의료기기, 분석기기를

통해 얻어지는 검체 검사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 하여,

그 과정이 검체 등록, 접수, 시행, 결과, 확인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 한 시스템이다. 일반관리와 경영정

보시스템(MIS)는 병원 내에서 각종 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중심으로 수행

되는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

여, 내∙외부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집

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을 통칭한다. 과거 병원에는 행

정 부서별 단위 시스템(물류, 회계, 인사, 재정 등)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유기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일반

적이었으나, 현재는 병원경영적 관점을 결합한 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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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추구하는 형태이다[3]. 마지막으로 EMR은 병

원에서 사용되는 종이 문서로 된 기록물을 없애고 모

든 데이터를 전산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그

림 1)은 의료정보시스템의 역사 및 구성을 간략히 나

타낸다.

(그림 1) 의료정보시스템의 발전 방향 및 개요

2.2 보안솔루션

2.2.1 공인인증서 기반 인증 모델

EMR은 종이 매체에 기록돼 온 의료기록을 업무

프로세스나 정보의 범위, 내용에 있어 변형 없이 동일

하게 전산화한 형태를 말하며, 환자의 진료정보와 환

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생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전자의무기록에 인증(Authentication), 무

결성(Integrity), 비밀성(Confidentiality), 부인방지(No

n-Repudiation)의 4가지 보안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법 제 18조의 2(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제

21조의 2(전자의무기록)에 공인 전자서명을 하도록

법적 제도화 하였다. 다시 말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작

성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인의 서명이 필요한 경

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여 전자의무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기반의 인증 모델은 의료

인의 개인키로 생성된 전자서명을 검증함으로써, 의료

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따라서 사용자, 즉 의료인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기

반의 인증을 받아 로그인을 할 수 있다[7].

2.2.2 접근제어 솔루션 모델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수많은 단위 시스템이 유기

적으로 연결되어 상호보완성을 유지하며 운용된다. 이

러한 시스템은 사용자의 조직, 직위, 직종, 업무분야,

실제 근무지, 특정권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이 허

용되어야 하고, 실제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정보시스템은 한번 로그인으로 여러 시스템

을 접근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기반 솔루션

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SSO기술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와 LDAP(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기술을 이용한다. 하지만,

병원 조직과 같은 사용자의 복잡한 환경에서 SSO적

용은 권한관리, 인증, 사용자 계정관리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용된

솔루션이 EAM(Extranet Access Management)이다.

EAM과 SSO는 사용자의 계정과 권한을 관리하고, 식

별된 사용자(Identity)가 권한을 가진 곳에 접근 하도

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다. 이점을 보완한

솔루션이 IAM(Identiity Access Management)이다. I

AM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정

책에 따라 자동으로 사용자의 계정과 권한을 관리하

는데 주목적이 있다.

구분 SSO EAM IAM

목적
단일로그인
통합인증

SSO
통합권한관리

EAM
통합계정관리

기능 단일 계정
보안정책에
따른 접근
통제

권한 설정을
통한 자동
계정 관리

기술 PKI, LDAP RBAK Workflow

장점 단순 편의성 보안성 강화
관리 효율성

증대

단점 보안 취약
계정 관리의
어려움

시스템 구축
복잡

<표 1> SSO, EAM, IAM 비교

<표 1>에서 구분된 것과 같이, IAM은 EAM의 주

기능인 인증(Authentication)과 권한관리(Authorizatio

n)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또한 EAM과 같이 역할기

반관리(Role Based Access Control, 이하 RBAC)기반

으로 자동화된 계정관리 및 계정관리에 대한 프로세

스 정의가 주 장점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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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적합한

권한관리 모델

3.1 권한 관리 플랫폼 워크플로우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은 NRS(New, Role based

access control management System ,NRS)이다. NR

S는 RBAC을 사용하여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재설계하고, 복잡한 조직내 환경에서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기존의 EAM의 권한관리체계(Auth

orization)와 IAM의 계정관리에 따른 프로세스 자동

화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여 그 단점을 보완하였다. 따

라서 NRS는 풍부한 접근제어 정책을 사용자에 맞게

생성하고, 직종과 직책, 권한에 따라 규칙(Rule)을 생

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NRS는 생성된 규칙에 따라

권한을 자동으로 할당한다. 이로써 사용자는 권한에

따른 단위프로그램을 접근 권한을 부여 받게 되는데,

사용자의 직책, 사용(위임, 대행)권한에 맞도록 Role이

생성 관리되고, 해당 단위시스템에 접속 할 수 있다.

(그림 2)는 NRS의 워크플로우를 간략히 도식화 하였

다.

(그림 2) NRS 권한관리 워크플로우 요약

제안된 플로우 모델(그림3)에서 개체들 간의 관계

는 다대다(M:N), 다대일(N:1), 일대다(1:N), 또는 일대

일(1:1)로 표시하고, 관계에 대한 흐름은 화살표로 나

타낸다. 또한 관계는 대문자로 그 명칭을 대신한다.

□ [USER->UM] : 일대다

한 사용자는 하나의 계정(Identity)을 갖는다. 생성

된 권한 즉, 사용자마스터(User Master)는 다수의 계

정(identity)에게 할당 할 수 있다.

□ [UM->R], [UM->A] : 일대다

배정된 권한은 조직에서의 기능적인 단위를 말하

며, 그 단위에 따라 한 가지 또는 여러개의 생성 규칙

(Rule)을 갖는다. 별도의 규칙(Rule)이 없는 경우는

관리자에게 별도로 할당 받는다.

□ [R->A] : 다대다

하나의 규칙(Rule)은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다수의

단위프로그램(Application)을 할당 받고, 또 하나의 단

위프로그램은 지정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개의

규칙(Rule)을 호출 할 수 있다.

□ [A->RM] : 일대다

단위프로그램은 다수의 역할을 할당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역할은 단위프로그램에 연관되며, 항상

부여받은 어플리케이션에 귀속한다.

□ [RM->M->U] : 다대다

<표 2>에서와 같이 역할(Role)은 권한에 맞는 다

양한 메뉴를 부여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메뉴는 다수

개의 역할을 할당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메뉴를 구성

하는 Unit는 다수의 Role과 Menu들로 구성할 수 있

다.

□ [UM->PKI]:일대일, [UM->SSO]: 일대다

(그림 2)에서, 사용자마스터는 하나의 계정에 귀속

되어 하나의 PKI를 갖고, 계정은 사용자마스터로부터

배정된 권한에 따라 다수의 단위프로그램에 접속할

권한을 갖는다.

Composition of the Role Role Management

<표 2> 역할에 따른 Menu와 Unit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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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RS 권한관리 모델과 주요 기능

(그림 3) NRS의 시스템 구성도

NRS 구성은 (그림 3)에 표기한 것과 같이 관리자

권한, 권한관리, 역할관리, 사용자/그룹관리, 메뉴관리,

프로그램 관리, DRM 및 트리거 관리, 사용자 ID/PW

관리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 접근 제어(Access Control) 모듈

접근제어는 업무관리, 메뉴 관리, Role관리, 사용자

그룹관리 및 개인권한 관리, 부서 권한 관리로 구성된

다. 업무관리에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맞도

록 각파트별(진료, 간호, 진료지원, 원무등)로 구분되

어 관리된다. 메뉴관리는 단위프로그램 기준으로, 세

부적인 화면 메뉴를 지정한다. 또한 사용자 중심으로

그룹, 부서, 개인별 관리가 있는데 그룹에 따라 Role

이 조합되고, 그것이 합쳐져 Unit을 이룬다.

□ 규칙 관리(Rule management)

규칙(Rule)을 생성하는 데에는 단위 어플리케이션

당, 업무 중심과 사용자별,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규칙 생성이 필요할지가 계산

되고, 가장 빈번한 권한별 생성 패턴을 기준으로 Unit

을 조합하여 규칙을 만든다.

□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의미

외에 환자의 개인 및 진료정보와 같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화면 캡쳐 방지 기술을

비롯해, 민감정보 출력 제어와 관련 로그를 조회 할

수 있다.

□ Statistics viewer

NRS의 전반적인 권한 접속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을 위해 구성된 화면으로, 단위 시스템별 Role과 Rule

의 수, 사용자별(직군, 직위, 부서) 접속 현황, 주 사용

화면 통계, 시간별 접속 건수, 단위시스템 별 사용현

황, ID/PW 및 PKI 접속형태 별 현황 등,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4. NRS 구현 및 평가

4.1 구현 환경 및 시스템의 특성

NRS는 국립암센터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구현되

어 적용되었다. 본 병원은 대형병원 기준인 500병상이

상 규모로 구현 및 실험환경을 대표한다. 또한 대형병

원의 권한관리는 서로간에 상이하고, 역할기반 통합관

리 연구가 부족하여, 운영과 효과에 그 초점을 맞춘

다. 상세한 구현환경은 <표 3>에 기술된 것과 같다.

NRS는 사용자의 실수 또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운영

상의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부분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의 주안점 및 시

스템의 장점을 기술한다.

첫째, Role 조합 빈번도를 기준으로 최소 단위 Uni

t 생성하여 Rule 생성의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먼저 2

60개의 Unit을 중심으로 R통계프로그램(http://www.r

-project.org/)내, arules 패키지가 제공하는 apriori()

함수를 이용하여 연관규칙을 생성하였다. 1)Apriori

알고리즘은 최소 지지도 설정 값에 따라 빈도수가 높

은 항목의 Unit 집합들을 찾아내고 2)다음 단계에서

는 이들 집합들로부터 신뢰도 설정 값을 만족하는 연

관규칙을 모두 뽑아내어 최소지지도에 이르는 Unit을

찾을 수 있었으나 단위프로그램 별 생성 개체 수가

적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합이 생성되어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Role 조합 시, 빈번한 순서

를 중심으로, Unit 조합을 생성하고, 생성된 Rule을

트리거(Trigger)를 이용하여, 인사발령 이벤트에 연결

하여 그 문제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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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 Experimental Environment

+ Implementing Configuration

- Development of language : ASP.Net

- Applied Technology : FarPoint Spread 7, JQuery,

Visifire(Chart)

- Web/DB Svr : HP(DL380) / (Superdome)

+ Data Configuration

- Identity (person) : 1,450

- Number of unit programs : 48

- Total number of pages : 6,474

- Security Pages : 393

- Trigger and functions(PL/SQL) : 71

- Number of Unit : 255

- Roles : 558

<표 3> NRS 구현 및 실험 환경

둘째, 프라이버시 침해 관리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총 화면수가 6,000본이 넘는 방대한 시스템 내 민감

정보가 담겨있는 화면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은 쉽

지 않다. 따라서 민감 정보 테이블 컬럼을 조사하고

해당 테이블을 호출하는 프로시저 및 데이터베이스

오프젝트를 선별한 후 해당화면에 호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분석하였다. 민감정보 화면은 393개 이었

으며, 권한 관리자가 해당 화면의 캡처방지를 비롯해,

조회 및 출력권한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셋째, 권한변경 이력 및 형상관리의 효율성을 높였

다. 사용자 계정 중심으로 권한이력 관리는 매우 중요

하다. 각각의 권한담당 관리자가 무엇을 변경을 했는

지, 인사발령 이벤트에 따라 무엇이 바뀌었는지, 운영

을 위한 이력정보 열람은 매우 중요했다. 또한 퇴직자

권한 이력조회, 전임자 권한에 따른 후임자 권한이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로써 이력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화면에 대한 정책 및 조건 수립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4.2 구현 화면과 효과

NRS의 구현화면은 와이드스크린의 비율에 맞도록

Top-Down화면관리 방법으로 구현되었다.

(그림 4)의 (a)에서 NRS의 로그인은 웹 방식으로

써 해당 지역 내, 지정된 PC에서만 접근이 제한되며,

최고 권한관리자를 제외한 파트별 관리자는 통합의료

정보시스템의 SSO권한 관리체계로 별도로 권한부여

가 가능하다. (그림 4)의 (b)는 NRS의 메인 화면이다.

화면 상단은 운영화면과 테스트 화면의 색깔을 구분

지어 운영상에 작은 실수를 예방한다.

(a) Web log-in 화면 (b) NRS 메인화면

(C) 권한관리 화면 (d) 지표별 통계 화면

(그림 4) NRS의 주요 화면들

(그림 4)의 (c)는 접근제어 탭의 사용자 권한관리에

대한 상세화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림 4)의 (d)

는 NRS의 전반적인 권한 접속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을 통해 단위 시스템별 Role과 Rule의 수, 사용자별

(직군, 직위, 부서) 접속 현황, 주사용 화면 통계, 시간

별 접속 건수, 단위시스템 별 사용현황, ID/PW 및 P

KI 접속형태 별 현황 등을 나타낼 수 있다. NRS를

구축한 효과를 간략이 요약하면, 과거 기준으로 사용

자는 신청에서부터 프로그램 권한을 모두 받는데, 평

균 2.5일의 소요시간이 필요했으나, 그 이후로는 인사

발령과 동시에, 권한정책에 따라 PKI를 포함한 대부

분의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NRS의 이력 정

보와 형상관리는 이전의 상황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이

고 효율적인 운영지침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

다. 마지막으로 통계를 통한 관제는 각각의 기준에 의

해 추출된 통계 정보를 중심으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중요 지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향후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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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대형병원 중심의 통합의료정보시스

템에 적합한 권한관리 모델을 설계하고, 목표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사용자의 다양성

과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에 따른 권한관리가

쉽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의 유출

가능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시스템 운영

관리측면에서 실험적 기반으로 그 모델을 완성했다.

NRS 권한관리시스템은 SSO와 EAM솔루션의 주요

장점과, IAM과 PKI의 솔루션을 중심으로 의료정보시

스템 환경에서의 적합한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향후

차세대 EMR을 비롯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맞는

권한관리 솔루션 개발에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N

RS와 같은 권한시스템은 보안공격에 대한 좋은 표적

이 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내부 공격 및 긴

급복구에 대한 대응체계를 설계하여, 빠른 위기 대응

으로부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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