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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우리사회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교류되는 다양한 정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정부의 의료정책

은 대국민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진료의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원격진료의 시행은 향후 지역에

상관없이 맞춤형 환자 진료를 위한 빅 데이터 기반의 진료 정보 구축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빅 데이터 기반

의 권역별 의료클러스터 구축과 이에 대한 서비스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격을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방어 및 보안 협력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일 병원정보시스템으로 전국에 고루 분포된 지

방의료원을 권역별 가상 의료클러스터 본부로 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의료클러스터에 발생할 수 있

는 IP Spoofing 공격과 이에 따른 DDoS 공격에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상호협력 보안 모델을 설계하여 단일 체계, 단

일 보안정책이 가지는 한계성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Designing Mutual Cooperation Security Model for IP Spoofing

Attacks about Medical Cluster Basis Big Data Environment

Chang Ho An* · Hyun Chul Baek** · Yeong Geon Seo*** · Won Chang Jeong**** · Jae Heung Park*****

ABSTRACT

Our society is currently exposed to environment of various information that is exchanged real time thro
ugh networks. Especially regarding medical policy, the government rushes to practice remote medical treat
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for citizens. The remote medical practice requires establis
hment of medical information based on big data for customized treatment regardless of where patients are.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ment of regional medical cluster along with defense and protection cooperatio
n models that in case service availability is harmed, and attacks occur, the attacks can be detected, and pr
oper measures can be taken. For this, the study suggested forming networks with nationwide local govern
ment hospitals as regional virtual medical cluster bases by the same medical information system. The stu
dy also designed a mutual cooperation security model that can real time cope with IP Spoofing attack that
can occur in the medical cluster and DDoS attacks accordingly, so that the limit that sole system and sole
security policy have can be overcome.

Key words : Big Data, Security, Cloud Computing, Encryption, Traceback, Telemedicine, IPSpoofing,D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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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빠르게 발전중인 네트워크 환경은 우리의

생활 패턴에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초기

의 네트워크 환경은 단순하게 간단한 정보의 송/수신

서비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

인터넷 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빅데이터 서비스란

방대한 양의 서비스 처리 환경이 일반적으로 클라우

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 원격진료정책은

반드시 진료 의사의 대면 후 진료가 이루어졌던 기존

환경을 넘어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와 의료관련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있

다.[1] 그렇지만 2015년 통계청에서 분석한 농림어업

총조사 자료를 보면 차로 30분 이상의 거리에 종합병

원이 있는 마을이 전국 3만6792곳 중 59.2%인 2만

1789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10분 거리 미

만에 종합병원이 위치한 농어촌 마을은 1574곳(4.3%)

에 불과하다고 되어있다. 반면에 10분 이내로 병/의

원이나 한의원에 갈 수 있는 마을은 전체 1만 1604곳

(31.5%)으로 나타났으며, 10분 거리 내에 보건소나

약국이 있는 마을도 각각 44.6%(1만6411곳), 38.9%(1

만4325곳)으로 파악되고 있다.[2] 그러므로 종합병원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진료 환경의 특성

상 원격진료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제대로 된 원격진료 시행을 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클러스터의 구축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원격진료의 시행은 환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언

제든지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향후 국민건강맞춤형 진료 정책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에 맞

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원격진료의 시행은 환자

들의 진료정보 공유를 통하여 거주지를 벗어나더라도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중복 진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자진료정보 공유 정책은 보건

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안)을 통하여 추진

하고 있다.[3] 이에 따라 향후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

시(안)을 기반으로 의료기관들의 진료정보교류 표준

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한다. 진료 정보에 대한 빅

데이터 구축은 환자들의 개인 정보나 진료 정보를 의

료기관에서 상호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공격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

할 경우 환자들의 중요하고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암호화 정책도 의료

정보 국가 표준화 정책에 기반한 공유 자료의 등급

분류를 통하여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IP Spoofing을 이용한 의료 클러스터에 대한

공격은 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로 IP Spoofing 공격은 호스트 상호간 신뢰를 기

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P Spoofing 공격은 신뢰 호스트의

IP를 이용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상에 동일한 IP가 존

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자는 자신이 위장할 IP를

보유한 호스트에 대하여 DoS나 DDoS 공격으로 해

당 서버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그 결과 환자들의 중

요한 진료 정보는 물론이고 서비스 가용성의 문제도

유발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향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빅 데이터

구축에 맞춰 전국 지방의료원을 권역별 진료정보 빅

데이터 구축 기관으로 가상화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

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와 진료정보의 안정

적인 서비스를 위한 상호협력 보안 모델을 제시하였

다.

2. 관련연구

2.1 원격진료의 의미

원격진료의 일반적 정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

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의료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환자와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먼 거리에

위치하거나 접근 시간, 또는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직접 대면 진료가 어려울 때 진료정보나 전문적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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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환자 진료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

문, 의뢰 등을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격진료를 통한 데이터 서비스에는 의학영상, 동영

상, 환자기록 등 각종 데이터가 존재 할 수 있

다.[4][5][6]

2.2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견해가 있

지만, 그 중 공통된 견해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용

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

프라 등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공급받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라는 공통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원격진료 시행과 관련하여 소

규모 의료기관들과 중/대규모 의료기관 상호간의 의

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가 가능한 지방

의료원들의 네트워크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로

가상화시켜 활용하였다.[7]

2.3 빅 데이터의 의미

빅 데이터 개념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기존의 분

석도구나 시스템 체계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

선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 환경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의 빅 데이터 개념으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 추출이 가능하고, 필요 데이터에 대한 빠른 수

집과 발굴 및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나 아키텍

처라고 할 수 있다.[8][9][10]

본 논문에서는 원격진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의

료기관들의 정보를 빅 데이터화 하여 정부의 질병관

리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특정 환자의 맞춤형

진료가 가능한 환경으로 구축하였다. 그렇지만 이러

한 정보 운영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환경 특성

상,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진 공격자들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강화된 보안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4 IP Spoofing 공격 기법

네트워크 상의 송/수신자 상호 인증 과정에는 연

결 과정의 간략화를 위하여 상호 인증 정보로 신뢰하

고 있는 IP를 이용하고 있다. IP Spoofing이란 공격

자가 자신의 IP를 정상적인 송/수신자가 상호 신뢰하

고 있는 IP로 위장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을 의미한다. IP Spoofing은 네트워크 연결 과정에

필요한 TCP/IP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용하는 공격

으로 해당 패킷이 보유하고 있는 시퀀스 번호, 연결

상의 경로 정보, 출발지/목적지 IP 주소 등을 이용하

여 불법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IP

Spoofing 공격은 (그림 1)과 같이 타겟으로 하는 서

버가 공격자의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공격 기

법이다. 공격자는 자신이 타겟으로 하는 서버에 대하

여 불법적인 접속을 하기 위해 해당 서버가 신뢰하는

임의의 호스트 정보를 획득한다. 그 다음 최종 접속

에 앞서 해당 신뢰호스트로 DoS 또는 DDoS 등의

공격을 가하여 자신이 도용할 해당 호스트를 다운시

킨다. 이러한 공격 과정을 통하여 타겟 서버와 해당

신뢰 호스트 간의 정상적인 연결 상태가 해제되면,

공격자는 해당 신뢰 호스트의 IP 주소를 자신으로 재

설정하고 타겟 서버로 불법적인 접속을 성공시킨다.

이렇게 상호 신뢰하는 IP 주소만 이용하여 불법적인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격진료 클러스터 환경의

인증과 보안을 위하여 강화된 인증 과정이 더욱 필요

하다.[11][12]

(그림 1) IP Spoofing 공격의 예

2.5 트레이스 백의 의미

네트워크 상의 송신자와 수신자는 일반적으로 다

양한 송/수신 과정을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과정은 연결에 대한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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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경로들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트레이스 백이란 이러한 네트워크 과정의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특정 송신자의 패킷

은 최종 수신자까지 도달하기 위해 여러 개의 라우터

를 경유하게 된다. 이렇게 경유하는 각 구간의 정보

를 획득하여 패킷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것을 트레

이스 백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트레이스 백 정보를 원격진료 클러

스터의 접속 과정에 인증 정보로 사용하고 있다.[13]

3. 제안 모델 설계

3.1 제안 모델

본 논문의 환자 맞춤형 진료정보의 빅 데이터 구

축과 관련한 권역별 원격진료 의료 클러스터에 참여

하는 기관들은 기본적인 의료 정보 교환과 불법적인

공격에 대비하여 다음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먼저 동일인 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주민등록번

호와 접근 IP 정보, 트레이스 백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동일인의 질병에 대한 검

사 결과와 진료 이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접근 IP와 트레이스 백 정보는 원격진료 의료클러

스터 접속에 대한 인증과, 공격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수집하여 상호협력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접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개인 정보와 진료

정보의 공유 및 서비스를 위하여 빅 데이터 구축과

이를 위한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를 구성하였다. 그

리고 이와 함께 불법적인 접근과 개인 진료 정보를

조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상

호협력 보안 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의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 구성에

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

료원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를 모델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모델을 제안하였다.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접근 상황은 정상

적인 진료정보 서비스를 위한 접근과 IP Spoofing를

이용한 불법적인 접근 상황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

의 본부격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대한 직접공격

상황이다. 두 번째는 권역별 의료클러스터 본부에 대

한 직접 공격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본부로 하고, 강원도의 경

우 원주의료원을 지정하여 구성하였다. 세 번째는 각

지역 의료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적 접근의 예를 가

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는 향후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대하여 (그림 1)의 공격자가 IP Spoofing을 이용하여

원격진료 클러스터를 불법적으로 접근할 경우 실시간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림 2)와 같이 구성

하였다. 아울러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의료

기관들의 맞춤형 진료 정보 참조와 공격정보 공유를

위하여 클러스터 총괄 본부와 지역 본부에서 이들 자

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 모형

(그림 2)에서 원격진료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의료

기관들은 클러스터내 상호정보교환과, 클러스터 외

기관과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그

과정은 플로우챠트를 통하여 도식화 하였다. 아울러

총괄본부, 지역본부, 개별의료원의 시스템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원격진료 클러스터 시스템의 상호 트레

이스 백 정보와 클러스터 내 자신들의 인식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클러스터 등급코드, 클러스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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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가지도록 하였다.

클러스터 등급코드 등급별 명칭

01 총괄본부

02 지역본부

03 클러스터 내 개별의료기관
77 클러스터 내 환자

88 클러스터 협력기관
99 클러스터 외 의료기관

<표 1> 클러스터 구성 등급 자료목록

본 논문에서는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클러스터 외

부에서 IP Spoofing 공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적절한 인증과 대응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먼저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해당

접근 정보를,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보안 데이터베이

스로 실시간 참조하여 대응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정상적인 접근으로 판단하면 이에 대하여 클러

스터 내/외 접근여부를 분석한 후 적절한 과정을 거

쳐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2 제안 모델 동작과정

본 논문의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정상

적인 접근 과정과 불법적인 접근 가정에 대한 처리

과정은 (그림 3), (그림 4)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 IP Spoofing 공격의 예

(그림 3)의 처리 과정은 크게 트레이스 백 정보

를 이용한 인증 단계,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 참여

여부 분석단계, 요청자료의 서비스를 위한 암호화 단

계로 나누어진다.

1.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특정 IP와 사용

자 계정을 이용하여 접근 발생.

1-1. 보안 시스템은 해당 정보를 상호협력 보안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공격 이력 여부를 검사한

다. {현재 상태 트래픽, 공격이력}.

1-1-1. 이상 트래픽을 발생시키거나 공격이력이

존재하면 차단 후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의

반영 및 갱신.

2. 트레이스 백을 통한 IP Spoofing에 대한 검증을

한다.

2-1. 트레이스 백을 이용한 인증 단계를 정상적으

로 수행하면 클러스터 참여 여부를 검사한다.

2-1-1. 인증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클러스

터 등급 및 소속 분석 과정을 수행한다.

2-2. 트레이스 백을 이용한 인증 단계의 수행 실

패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2-2-1. 기존의 정상적인 사용자가 상호 협력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위치에서 접근을

시도한 경우로 OTP를 이용하여 재인증을 받은 후

보안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2-2-2. OTP를 이용한 재인증 수행을 하지 못하면

동일한 IP라 하더라도 공격자로 판단한 후 차단작업

을 수행하고, 해당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3. 트레이스 백 정보와 OTP를 이용한 인증 단계

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 참여

여부를 분석한다.

3-1. 접근자가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존재하는

사용자이면 클러스터 등급과 요청자료에 대하여 자료

조합여부를 분석한다.

3-2. 접근자가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이면 접근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 클러스

터 내의 적절한 기관과 연결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4)는 접근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증과 분석

과정을 거친 후 요청 자료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과

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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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P Spoofing 공격의 예

1. 접근자들의 요청자료는 이를 분석한 후 요청 자

료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상이하게 수행하도록 한

다.

1-1. 요청자료가 1등급인 경우 해당 자료는 어떠

한 경우이든 반드시 암호화를 시켜 서비스 작업을 수

행한다.

1-2. 요청자료가 2등급이면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은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1-2-1. 단일 2등급 자료의 요청시 해당 자료는 바

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자료조합의 발생에 대비

하여 자료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둔다.

1-2-2. 자료등록 데이터베이스 참조 후 자료조합

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암호화하여 서비스 작

업을 수행한다.

1-3. 기타 일반 자료는 바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암호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암호

화 모듈을 이용하여 첫 번째 암호화 과정을 수행하고

이를 K_E1으로 한다. 그 다음 의료진과 환자에게 제

공하는 정보 중에서 특정 위치의 자료 값들을 이용하

여 두 번째 암호화 과정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K_E2

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의 암호화 복호화 과

정에 필요한 정보는 의료진 요청 자료에 대한 의료진

코드, 특정진료 코드, 상병코드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원래의 진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진의

대부분은 진료 특성상 특정 상병에 대하여 자신만의

특정 진료코드를 사용하며, 이는 본인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에 이용하도록 한

다.[14]

4. 실험 및 평가

4.1 시뮬레이션 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를

이용한 진료정보 빅 데이터 구축과 이에 대한 불법적

인 정보 수집 및 공격 발생에 대한 방어 시스템의 시

뮬레이션 환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된 응용 소

프트웨어는 jdk1. 8.0_45, Eclipse 4.3.2 SR2, 구현언어

는 Java를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운영 체제

는 Windows 7 Professional K64비트이고, 시스템 사

양은 8GB 메모리를 채택한 Core(TM)i5 2.67GHz

System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전체 네트워크 구성

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OPNET을 이용하여 (그림 5)

와 같이 구성한 후 (그림 6)의 정상트래픽과 (그림 7)

의 이상 트래픽을 측정하여 보안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해 둔다.

(그림 5) OPNET을 이용한 네트워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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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PNET을 이용한 총괄본부, 지역본부

상호 정상트래픽 모형

 

(그림 7) OPNET에서 총괄본부, 지역본부 상호

이상트래픽 모형

(그림 8) 클라이언트에서 OTP 인증 과정

(그림 8)은 본 논문의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접근 발생시 그 인증 과정과 불법적인 공격 탐

지 과정을 보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구축해 둔

보안 데이터베이스의 트레이스 백 정보와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로가 탐지되면 OTP를 이용한 재연

결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때 OTP 인증을 실패

하게 되면 연결을 차단한다.

 

(그림 9) 2등급 서비스 자료의 구조

(그림 9)는 2등급 자료의 서비스 과정을 위한 자

료 구조이다. 이 자료는 향후 2등급 자료의 서비스

요청이 발생하면 해당 자료들에 대한 조합 유·무를

검사하기 위하여 자료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둔

다.

(그림 10) 2등급 자료가 조합이 발생한 경우

(그림 10)은 2등급 자료에 대한 서비스 요청이 발

생한 후 자료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료 조합

을 탐지한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경우 해당 서

비스 자료를 암호화시켜, 자료의 조합으로 야기되는

불법적인 정보 유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 1등급 자료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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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민감한 1등급 자료 서비스 요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과정을 보이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반드시 암호화 과정을 수행한 후 서비

스를 하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향후 원격진료 시행과 우리나라 어떤

지역에서든지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을 연구한 것이다. 원격진료의 시행은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표준을 통한 원격진

료 의료클러스터와 이를 이용한 빅 데이터 구축이 선

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 진료정보의 집

단적인 네트워크 구성은 보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져 올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 진료정보의 빅 데이터 구축에 따른 원격진료 의

료클러스터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를 형성하는 의료기관들 모두 상호협력 보안 정책에

참여시켜 불법적인 공격에 능동적이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격진료 시행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진료정보를 안정적

으로 관리하면서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에 참여한 의

료기관들의 보안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조속한 입법 과정을 통하여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면서, 현재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등의 제반 시스템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일반 민간 회원 병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전국 지방의

료원을 대상으로 조기에 원격진료 의료클러스터를 구

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그 결과를 인근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러한 개인 진료정보의 공유로 어느 지역에서도 특정

환자에 대한 맞춤형 진료가 가능한 환경 구축으로 과

잉 진료의 감소와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가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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