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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가에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점차 퍼지는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

의 2차 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을 발견하고, 이 사실이 질병관리본부까지 도

달하기에는 총 4단계의 보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개형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기존 보고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감염병 관련 기관들만이 블록체인에서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열람권

한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부여한다.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처

와 공식발표에 신뢰를 더할 수 있다. 국민들 또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들을 블록체인에서 확인하여 효율적

인 차세대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event of a fatal infectious disease in the country,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respond quickly and 
prevent the secondary infection of the people to prevent the subsequent spread of damage. However, in order to detect 
infectious diseases in existing medical institutions, and to reach the KCDCP(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 total of four steps must be taken. In this paper, we simplifies the existing reporting process using the open 
blockchain. In addition, not only infectious disease related organizations share infectious disease information on the 
blockchain, but also grant access to the blockchain to ordinary citizens. By sharing information quickly and transparently 
revealing the process, we can add credibility to the response to the outbreak and official announcements. The public can 
also build efficient next-generation defense systems by checking information on the blockchain to prevent secondary 
infections.

키워드 : 감염병, 질병관리본부, 공개형 블록체인, 신뢰, 차세대 방역체계 

Keywords : Infectious disease, KCDCP, Public Blockchain, Trust, Next generation quarantine system 

Received 17 February 2020, Revised 20 February 2020, Accepted 6 May 2020
* Corresponding Author Hwa-Jeong Seo(hwajeong@hansung.ac.kr, Tel:+82-2-760-803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T Engineering, Hansung University, Seoul, 02876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20.24.6.795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4, No. 6: 795-801, Jun. 2020

796

Ⅰ. 서  론

감염병은 인류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으며,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은 국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다. 표 1
은 국내에 유행했던 각 감염병들과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교 정보[1]이다. 
사스는 사망자가 0명으로 종료되며 정부의 우수한 

감염 예방능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신종플루는 빠른 

조치를 취했지만 백신의 확보가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메르스 발병 시기 한국은 전 세계 

두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국가였다. 첫 환자 발생 2주 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미흡한 대처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지지율은 40%에서 29%로 급락하였다[2].

Table. 1 Infectious Disease Comparison

SARS Swine Flu MERS

Year 2002 2012 2015

Infected 4 people 107,939 people 186 people

Dead 0 people 260 people 39 people

Government 
response

Quick 
response

Quick response, 
Insufficient 

vaccine

Late 
announcement, 
Poor response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는 감염병의 특성상, 발생 초기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병원 및 질병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감염병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

선 의사의 진단부터 최종 질병관리본부까지 수직적인 

신고 및 보고 절차로 인해 결과를 환류받기까지 오랜 시

간이 소요된다. 위험 정도를 인식하고, 대처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다른 곳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감염환자 정보를 공유하자는 연

구[3]가 이루어졌다. 
블록체인[4]은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으로 연결

한 형태의 분산형 데이터 베이스이다. 블록체인에서의 

정보들은 중앙화 된 서버가 아닌 공공장부에 보관되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는 정보를 공유하고 비교해볼 수 있

다. 기존연구[3]에서는 권한을 부여받은 노드들만 참가

하는 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

만이 정보를 공유하였다. 하지만 감염환자가 다수 발생

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 및 국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

져온다. 감염된 지역은 비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

제, 관광산업 측면에서 극심한 손해를 가져온다. 정부의 

대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기관의 권력 

하에 감염위험 정도를 실제보다 감축하여 발표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개형 블록체인[5, 6]을 사용하여 감염병 보고 및 방역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에서 각 기관은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던 수직적인 보고 절차를 수평적으로 설

계하여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공개형 블록체인의 

특성상 일반 시민들에게도 감염환자 현황, 위험지역이 

공유되며 정보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

염병과 관련된 감염 환자의 수, 경과 결과의 조작을 방

지할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공개형 블록체인인 이

더리움(Ethereum)에서 구현하였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현재 감염병 감시 및 보고 지침[7]

2020년 질병관리본부 공식 감염병 감시 및 보고지침

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절차는 그림 1과 같다. 

Fig. 1 Repor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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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직접 보고하는 특

수한 경우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

고 최종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기까지는 총 4단계로 구

성되어있다. 초기 감염환자 발생 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한다. 신
고 받은 보건소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사에게 보고되고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

어 판단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으

로 결과를 환류 받는다. 
위와 같은 수직적인 구조의 보고 시스템은 결과를 환

류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2020
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7]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활용한 조기감지, 위험분석, 신속진단, 백신 개

발 등 감염병 대응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이 비전과 목표

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질병관리본부는 차세대 기술

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관리 및 보고 시

스템 구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2. 중국 정부의 감염 정보 축소 발표[8]

2020년,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병이 중국 본토뿐만이 아닌 다국적으로 감

염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감염환자 및 

사망자 수 등, 감염 정보를 축소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중국은 2003년, 사스(SARS) 감염

병이 유행할 당시에도 투명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사회에 더 큰 피해를 입혔다. 

이와 같이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지역경제가 비 활성화되어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정부의 미흡한 대처사실이 밝혀

지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신

뢰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Ⅲ. 제안 시스템

특정 노드에게만 네트워크 참여권한을 부여하는 허

가형 블록체인을 제안한 기존 연구[3]와는 다르게 본 논

문에서는 공개형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을 선택하여 시

스템을 구체화하여 구현하였다. 허가형 블록체인은 사

내 네트워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평상시에는 네트

워크 참여자 외에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사

건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시 문제점이 존재한다. 참여

자는 소수이며 내부자 담합에 의한 51% 공격에 대해 내

성을 가지지 못한다. 블록체인 정보의 위변조가 가능하

며 이는 감염병 관리에 있어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한 

신뢰형성, 책임기반 업무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공개형 블록체인은 언제나 일반 시민들도 열람

할 수 있다.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감과 51% 공격에 내

성을 가져 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기

반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감염병의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의료

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경

각심을 갖고 조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9].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와 각 기관들만이 감염 정보를 공유하고 조

치를 내리는 것이 아닌, 공개형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일

반 시민들에게도 열람 권한을 부여하였다. 감염병 발생

과 대처 과정이 투명하게 블록체인에 공개된다. 따라서 

감염병 방역에 있어 미흡한 업무 처리가 발생한다면 이

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보고 과정에서 사실

과는 다른 잘못된 보고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또한 블

록체인에 한번 입력된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사전에 잘못된 

사실의 입력에 대해서는 관련 사유 및 증거자료와 함께 

재입력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제안 시스템을 구성하는 노드들은 실제 감염병 보고 

관리 시스템과 동일한 4개의 기관들로 구성된다. 의료

기관, 시·군·구 보건소, 특별시·광역시·도 보건과, 질병

관리본부 4개의 노드들은 감염병 보고와 결과환류를 블

록체인의 공공장부에 작성해 나간다. 동작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Fig. 2 Ac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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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환자를 발견한 의료기관은 블록체인에 발생사실

을 트랜잭션 한다. 지역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자신들의 판단 결과를 블록체인에 트

랜잭션 한다. 이때 병원체 분석과 같이 완료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는 판단 후에 트랜잭션 하여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은 누구나 열

람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환자 보고 및 결과환류 기능은 

해당 기관들만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각 기관의 고유 블록체인 주소를 입력하여 블록체인 네

트워크상에 감염병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한다. 
그 결과 입력된 주소들만이 감염병 관리 스마트 컨트랙

트에 구현된 기능들을 실행시킬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기관별로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

문에 각 기관마다 실행시킬 기능 또한 다르다. 이를 위

해 이더리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별자 함수 

modifier를 활용하여 각 기관별로 기능 실행에 제한을 

두었다. modifier 함수는 해당 기능을 실행시키려는 주

소와 사전에 입력된 주소가 같은지 비교하여 실행 여부

를 결정해준다. 해당 코드는 그림 4와 같으며 주소 입력

은 초기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시 그림 3과 같이 완료하

였다. 구현된 기능은 Enter Disease Information, Feedback, 
Disease Status, Diseas Map, GetResult 총 5가지이며 각 

기능별 역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Fig. 3 Deploy Smart Contract

Fig. 4 Function Modifier

제일 먼저 감염환자를 발견한 의료기관은 배포된 스마

트 컨트랙트에 구현한 기능인 Enter Disease Information
을 실행시킨다. 해당 기능은 감염환자와 감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를 상위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로써 감염병의 

이름과 발병일, 위험등급, 주요증상, 추정감염지역, 환
자정보를 블록체인에 트랜잭션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블록체인에 한번 입력된 정보들은 모든 사람들이 열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

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거주하는 곳의 구체적인 

주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입력에서 제외하였다. Enter 
Disease Information의 실행화면은 그림 5와 같다. 

Fig. 5 Enter Disease Information

위와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Enter Disease Information 
기능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감염환자 보고가 이

루어진다. 이를 통해 상위기관 노드인 시·군·구 보건소, 
특별시·광역시·도 보건과, 질병관리본부는 감염환자 발

생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감염환자를 확인한 기관들은 해당 보고에 대하여 결

과를 환류해 주어야 한다.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구현

된 기능인 Feedback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기존 감염

병 보고체계에 따라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은 

각자의 Feedback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Feedback은 의

료기관에 환자의 병원체 요청, 병원체 분석 결과, 감염

병 역학조사 결과를 블록체인에 트랜잭션 한다. 그림 6
은 질병관리본부의 Feedback 실행화면이다. 

Fig. 6 Feedback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으로 보고하거나 상위기관에

서 하위기관으로 결과를 환류하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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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하였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인 Enter Disease 
Information과 Feedback을 활용한 신속한 보고 및 결과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안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서는 기관들의 효율적인 감염병, 환자 관리뿐만이 아니

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감염 예방 기능 또한 제공한다. 
해당 기능은 감염병 관리의 최종기관인 질병관리본부

만이 실행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예방 기능은 감염병 현

황을 알리는 것이다. 이 역할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구현

된 Disease Status 기능이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블

록체인에 입력된 감염정보를 토대로 감염병 확진자, 의
심환자, 사망자 수를 집계한 뒤, 스마트 컨트랙트에 구

현된 기능인 Disease Status를 실행시켜 집계한 정보를 

토대로 현 감염병 현황을 트랜잭션 한다. 현 사태를 투

명하게 공개하여 위험 정도를 알리고 시민들은 누구나 

블록체인에 입력된 감염환자 보고와 대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사실 축소 발표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예방 정보는 감염 위험지역이다. 질병관리본

부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구현된 Disease Map 기능을 실

행시켜 감염병 발생지역, 감염환자의 이동경로와 거주

지를 분석하여 감염 위험지역을 블록체인에 트랜잭션 

한다. 누구나 Disease Map의 결과를 보고 감염 위험지

역 방문을 피함으로써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Disease 
Status와 Disease Map의 실행화면은 각각 그림7, 그림 8
과 같다.

Fig. 7 Disease Status

Fig. 8 Disease Map

Disease Status와 Diseas Map을 통해 입력된 정보들

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구현된 GetResult 기능을 실행하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다. GetResult는 블록체인의 정보

를 수정하지 않고 입력된 정보들을 단순 열람만 하기 때

문에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view 함수를 사용하였다. 
view 함수를 사용하면 다수가 동시에 GetResult 기능을 

수행한다 해도 열람만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운용 비용

이 들지 않는다. view 함수를 활용한 GetResult의 코드

와 실행화면은 각각 그림 9, 그림10과 같다.

Fig. 9 GetResult code

Fig. 10 GetResult 

제안하는 시스템은 감염환자 보고 및 결과환류를 모

두 공개형 블록체인에서 수행한다. 의료기관 및 질병관

리본부의 투명한 정보공유로 감염병 현황에 대한 위변

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또한 현 상황 인식, 2차 감염예방에 필요한 감염병 관련 

중요정보는 따로 집계 및 분석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효

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Ⅳ.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기존 감염병 관리 시스템과 공개형 블록

체인을 활용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비교한다.
기존 시스템은 감염환자 발생시, 처음 의료기관에서 

마지막 질병관리본부까지 총 4단계의 보고절차를 밟는

다. 하위기관으로부터 상위기관까지 단계적으로 보고

되며 결과환류 또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한 곳

에서 지체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

한 대처가 중요한 감염병 관리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은 감

염환자 보고와 결과환류를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위험등급별 제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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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기관은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서

[7]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감염병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이루어졌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위변조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개형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감염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

가능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현 상황을 숨김없이 공

개함으로써 국민들은 위험정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로 이어

질 수 있다.

Ⅴ. 결  론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있어 빠르게 발생 사실을 인지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

으로의 감염병 보고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공개형 블록

체인 내에서의 정보 공유를 제안하였다. 누구에게나 투

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시, 중앙기관의 업

무 처리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

도 블록체인에서 감염관련 중요 정보를 한 눈에 열람할 

수 있다. 
만약에 제안하는 공개형 블록체인을 활용한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국민과 정부와의 신뢰기반

의 효율적인 감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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