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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기존의 종이의무기록과는 다르게 전자의무기록은 환자 정보를 쉽게 열람

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보다 엄격하지 않으

면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방안이 강구되

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특성이나 이를 열람하는

사용자인 의료 종사자의 특성은 정확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정보보호 정책 현황에 따라 전자의

무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사용자가 접근한 로그를 대상으로 기록의 차단여부

에 관한 현황과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및 사용자의 특성을 살펴보

고 환자 정보보호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일 년 동안 정보보호 환자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근한 로그

7,539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이 된 접근로그 7,539건 중 차단건수는

470건으로 전체 접근건수의 6.2%이다.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

의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환자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차단될 확률이 높고, 29세 이하보다 45-59세 집단이 차단될 확률

이 높았다. 환자의 진료과가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 직원가족일 경우, 연구

목적 열람대상인 경우가 차단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민감한 진료과로 진

료를 봤거나 환자 대상이 일반적이지 않을수록 차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의 특성으로는 보건/약무직, 전공의, 간호직, 전문의 순

으로 차단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1회 차단된 경우 재접근 하지 않는 경

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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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전자의무기록 접근 로그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전자의무기록 차

단여부와 환자 및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전 연구 결과

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의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및 사용자의 지속적인 권

한교육이 필요하며, 명확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계속적으

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핵심용어: 전자의무기록, 환자 의료정보 보호, 접근권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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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의무기록은 과거에는 종이, 광디스크, 테이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작성 및

보관되었다. 하지만 최근 전산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환자진료의 효율화

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병원전산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미 대다수의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적용하여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적용으로 인해 보조 인력의 감축, 문서 저장 공간의 절약, 
시간절약 등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의료 종사자들의 편의

성 증대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종이의무기록과는

다르게 전자의무기록은 환자 정보를 쉽게 저장, 복사, 이동, 삭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보다 엄격하지 않으면 환자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환자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 기관의 법적

인 분쟁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진다. 전자의무기록에서 사용자(의사, 간호

사, 직원) 등에 대한 환자 정보 접근 제어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첫 단

계이므로, 환자정보의 안전성과 사생활 및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

기 위해 기존의 종이의무기록과는 다른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보보호 방안이 수행되고

있다.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사용자의 접근 제어를 통한 관리 방법이 있고, 
시스템 외부적으로는 사용자 정보보호 교육 실시, 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정

립 등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현안과 해결책을 다룬 (최명길, 2003)에서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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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측면에서의 정보보호 정책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실무에는 적용하기 힘들고, 사후 대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
관 내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 권한 관리에 대

한 연구인 (Sandhu, 2000)이 있지만 환자의 정보가 담고 있는 특성과 이를

열람하는 사용자인 의료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의료 기관의 경우 환자의 정보는 치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 
기타 관리 등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정

보보호 정책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정보보호 정책 현황에 따라 전자의

무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사용자가 접근한 로그를 대상으로 기록의 차단여부

에 관한 현황과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및 환자의 특성을 파악한

다. 이를 통해 환자 정보보호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정보보호 정책 현황을 정리한다. 
  둘째,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사용자가 접근

한 로그를 분석하여 접근행태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고 환자정보에 접근한

사용자와 환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자의무기록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행태의

분석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환자 정보보호 관리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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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그 정보 만으

로나 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개인

정보라고 한다. 따라서 정보주체를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

록번호, 혹은 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록되는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진태영, 20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 정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정보의 개념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

체의 정보가 포함되는데, 개인이 식별 가능한 정보로는 내면의 비밀(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과 심신의 상태(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사회경력(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단체 등), 경제 관계(재
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생활·가정·신분 관계(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로 구체화할 수 있다(권건보, 2005). 
  건강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좁은 의미의 건강정보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수집된 자료들과 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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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 정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 행위, 치료 경과

에 따른 면밀한 관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건강정보는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 문자, 숫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로 정의할 수 있다. 건강정보는 의사와 환

자 사이에서 생산되며, 개인의 건강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적 요소가 강하

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 비밀에 속하게 되므로 건강정보 보호는 의료인

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법률적으로 부과된다. 다시 말해서 건강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에 상응하는 국민의 비밀유지청구권으로 법률상 권리의 보호 대상

이 되는 범위에 속한다(백윤철, 2005).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건강정보의 의미는, 첫째, 헌법

상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된다는 점. 둘째, 
의료정보의 공적 활용 내지 공동 활용에 관련된 공익성이 크다는 점, 셋째,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의해서 기존의 개인정보와는 인식을 달리한다(박인경, 2006).
 
2.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 저장시스템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내부에 보관되는 데이터베이스화된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 기록이

다.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이 모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의해 저장된다. 
이러한 문서는 환자에게 일관성 있는 치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

며,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다수의 치료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 도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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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의학연구 및 교육에 임상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환자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치료 도중 치료자가 변경되더라도 일관성 있

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검사로 인한 비

용을 줄이고 환자의 재원기관을 단축시킬 수 있다. 치료자의 측면에서는 환

자의 과거 병력을 파악하기 쉽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 방향을 세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진료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

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내용

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의 유출은 환자

의 사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의료정보보호 관리의 필요성

 
  IT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관에서는 종이로 된 진료노트 대신 개인휴대단말

이나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로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는 통합된 전자의무기

록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
슷한 시스템을 갖춘 다른 병원과도 환자의 의료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백윤

철, 2005). 이러한 발전은 의료서비스 종사자 및 환자에게 많은 편리함이 있

지만, 환자 개인정보의 보안문제는 개인정보 접근권한, 개인정보수집의 범

위, 자료공유의 범위, 해킹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주지홍, 2003).
  병원의 의료정보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의무기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의료법상 의료정보 보호방

안, 2008). 의무기록은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기록으로 의료기관에

서 관리하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무기록사라고 한다. 의무기록

정보의 관리는 의무기록의 위·변조 방지 및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의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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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관리가 중요하다. 
  의료정보보호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이다. 특히 정보를 전자시스템에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파일로

저장된 정보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오·남용되어 개인의 사생

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김상겸, 2005). 다시말해서, 선진화된 의료정보시스

템 구축으로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장점이 있지만 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에 대한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산화된 의료정보는 복제가 쉬워 의

료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생산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순한 의료정보의 유출만으로도 사생활의 침해가 이루

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의료정보 공유로 인한 사

생활 침해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특히 유전정보의 경우 특정 유전

자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보험/고용에서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정보의 제공범위가 적절한지,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데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이
상명, 2008). 
  ‘진료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는 2003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의 개인정보 4천여 건을 업무목적 외로 열람하여 그 일부를 보험회사에 유

출한 예가 있으며, 2006년 친구 애인의 진료정보조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조회, 이복동생의 재산정보 조회 등 의료 기관 직

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것은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들이 환자

의 진료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고 그 정보의 범위에 제한이 거의 없는 데

에 그 원인이 있다. 결국 과다한 정보 제공은 정보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

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보호의 핵심인 ‘최소수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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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지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

다.
  의사의 경험으로 축적된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에 속하지만, 이런
기록들은 의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의료정보의 이용은

학문적 발전과 미래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

인 사생활과 연관된 의료정보의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의 기본권 침해

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기본 원리 관점

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

요가 있다.

4. 의료정보보호 관리 현황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의무기록에서의 개인

정보보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정혜정, 2005). 

  가. 의료정보보호 관리 현황

  국내 5개 대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의무기록 접근권한 현황에 따

르면 의과대학 학생, 인턴 등을 제외한 대두분의 보건의료종사자가 모든 의

무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 학생에게도 접근이 허용된

병원도 있었다. 접근 제어 방법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인증 방법인 ID와
PASSWORD 인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각 기관마다 상이한 내부

지침에 의존하여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김옥남,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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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료정보보호 관리 체계 사례

  미국의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보안 규정은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정보의 교환과 책임에 관해 규정

하고 있는 HIPAA의 title II F항 행정 간소화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 규정이

다. HIPAA 보안 규정은 전자 형태의 보건의료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유효
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료보험기관, 건강관리 제공자, 보건의료정보

취급 조직이 그 적용 대상이다. HIPAA 보안 규정은 총 3개의 보안 조항

(Security Safeguard)과 18개의 표준 항목(Standard), 20개의 필수 이행 명세

(Required Implementation Specification), 22개의 권고 이행 명세(Addressable 
Implementation Specification)로 구성되어있다. HIPAA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은 환자 개인의 권리에 대해 환자는 의무기록의 사용과 공개를 제한할 권

리, 의료정보가 공개될 경우 통지를 받을 권리, 자신의 의무기록에 대한 수

정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행정상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해서 보험자, 
의료진, 의료정보 교환소가 그들의 업무에 적합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그 시스템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

다(이상명, 2008).
  HIPAA 보안 규정은 보건의료정보의 보호관리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는 표

준이지만 정보보안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표준 프로세스와 상세한 지침을 제

공하고 있지 않고, 권고 조항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에 적용 시

어려움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HL7(Health Level 7)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가 인증한 표준으로 보건의료정

보의 표준 및 표준 제정 조직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EHR(Electr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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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Record) 시스템의 기능적 모델 개발에 대해서 의료 환경을 진료관리, 
임상 의사결정 지원, 운영관리 및 의사소통, 임상 지원, 츨정/분석/연구 및

보고, 원무, 정보 인프라의 7개의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정보보호관리 부분

은 정보 인프라를 구성하는 8가지 기능 가운데 EHR 정보 보안(I.1.1.0)과
EHR 정보 관리(I.2.1.0) 섹션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EHR 정보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의료 기관 전체의 정보보호 관리를 다루지는 못하고 있

어 의료 기관 전체적인 정보보호 관리 지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OECD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

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에 대한 명시가 중요한 내

용으로 포함되어 있다(Jean, Economic policy reforms, 2006). 이에 대한 기

준으로 8가지(수집 제한, 정확성 확보, 목적 명시, 이용 제한, 안전성, 공개, 
개인참여, 책임)원칙이 중요시된다(조화순, 2004). 각 원칙 중에서 ‘이용제

한’(개인정보는 목적명확화의 원칙에 의하여 확인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

적을 위해 개시, 이용, 그 밖의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정보주체

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과 ‘목적 명

시’(개인정보는 수집 시 그 수집목적이 명확히 제시하고, 그 후의 이용은

수집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되어 목적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접근제어를 위한 정책 수립 시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

이다.
  ISO/TC 215의 개인건강정보의 국가 간 통신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에서는 정보처리 보안의 13가지 원칙으로 위험도 분석, 전송중 암호화, 무결

성 증거와 출처의 인증, 접근 통제와 사용자 인증, 물리적/환경적 보안, 응
용관리, 네트워크 관리, 바이러스 통제, 보안위반 보고, 사업지속계획,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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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요주의 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상세한 이행 지침으

로는 부족하다.

5. 의료정보보호 관리 방안

  가. 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정책은 정보보호의 목적, 방향, 규칙 등을 정의하고, 조직의 정보

보호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직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경영층의 지원 확인, 정책들 간의 마찰 최소

화, 직원들의 책임 회피 방지, 감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보보호정책은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자산을 정의하고, 정의된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한 보

호대책을 명시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IT 기술에 따라 의료기관은 이러한 변

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정보보호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보호정책은 유연한 정보보호갱신 절차, 방법 및 주체를 명확하게 서술

해야한다(최명길, 2008).
  정보보호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항목으로 시스템 통제, 인터넷 접근, 암호

화, 비상계획, 물리적 보안 등으로 분류하고, (British Standard Institute, 
1999)에서는 정보보호정책이 명시해야할 항목으로 정책의 문서화, 인적 보

안, 자산의 분류 및 통제, 접근통제 등이 있다(Fulford et al., 2003). 

  나. 전자의무기록 권한관리기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상의 정보에 대한 접근 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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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이다. 의료정보에 접근하려는 사용자에 대한 권

한을 인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사용자의 속성으로 인증하는 기술, 하드웨

어 기반 접근 제어 기술,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람이나 각종 자원에 대한 역할별 인증 및 그에 따

르는 접근 제어와 로그데이터 감사도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한국정보보호

진흥원, 의료분야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가이드, 2007). 특히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 기관 내 사용자에 대해서 환자 개인 식별정보와 환

자 병력에 대해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통제하는 접근권한 관리는 환자의 개

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접근권한은 업무 프로세스가 자주 변경되고 실시간으

로 비즈니스 규칙을 변경 및 적용하는 환경이므로 기존의 코딩 기반의 개발

환경만으로는 자주 변경되는 요구 사항에 대해 품질과 높은 보수비용에 대

한 문제가 있다(김정학, 2011). 

  다. 전자의무기록 접근제어모델

  역할 기반 접근제어 모델에서 시스템 사용자는 부여된 역할에 따라 정보

의 접근이 제한된다. 기본 모델은 계층적 구조를 지니고 사용자, 역할, 허
가, 세션 등의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사용자는 해당 기관에서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 역할이 주어진다. 허가는 사용자가 특정 객체에 접근할 수 있

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SELECT, 
UPDATE, DELETE, INSERT 등의 오퍼레이션이 수행될 때 데이터베이스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변형되는 것을 막는다. 세션은 사용자가 갖는

역할의 부분집합으로, 다수의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할 때 각각의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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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사용자의 역할의 부분집합으로 구성된 세

션을 생성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세션의 합집합은 사

용자의 역할 내에 정의된다(Sandhu, 2000). 
  역할을 계층적 구조로 구성할 경우에는 기관의 실제 지위에 해당하는 역

할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접근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상위 역할이 하위 역할에 대해서 모든 접근 권한을 포함하게 되면

불필요한 접근을 허용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각 계층에서 역할을 부여

할 때 상위 계층으로 포함될 수 없는 제한을 정의할 수 있다. 
  제한적 접근제어 모델은 상반된 지위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기관에서 상

반되는 일을 수행하는 지위가 있을 경우, 각 지위에 해당하는 역할은 상대

지위에 대한 역할을 부여받으면 잘못된 접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것

을 SOD(Separation of Duties)라고 한다. 이렇게 상호 배타적인 역할을 정의

할 경우 상위 계층의 지위를 가진 사용자에 대한 잘못된 접근 권한 부여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은 단일 시스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복합적이고 다

수의 시스템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대칭적 접근제

어 모델은 역할-허가 리뷰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즉, 사용자는 데이터 객

체와 권한 또는 오퍼레이션과 객체의 쌍으로 이루어진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대칭적 접근제어 모델은 직/간접 권한 부여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다. 
직접 권한 부여는 해당 사용자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 간접

권한 부여는 사용자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과 그 권한의 하위 계층에 속하는

권한까지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역할 기반의 접근제어는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정보의 접근을 제어하는 기법으로 단일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

에 맞게 역할을 부여할 때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복합적인 시스템에서

수백개 이상의 역할이 정의되는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역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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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하는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

는 단점이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의 ID와 PASSWORD를 기반으로 접근제어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대생, 인턴 등을 제외하면 쉽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유출, 도난, 위조 및 변조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되 어느 용도에 대하여, 어느 직종까

지 제한할 것인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이다. 
  의료정보의 기술적 보호방안으로는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최소화하며, 권한 없는 사람들이 의료정보에 접근하여 파일을 손상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수단의 다단계화가 필요하다(이상명, 2008). 또한, 전
자의무기록을 비롯한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 간의 상이한 방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의료정보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

안기술적인 면에서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정보보호관리 정책

및 기술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6. 선행연구 고찰

  의무 기록과 관련된 사생활 비밀 보호에 대해서 의료 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진태영, 2003). 의료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이지만, 이
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료 정보의 사생활 침해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생활의 보호 관점에서 개인 의료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분석하고 의학적 검사와 사생활과의 관계, 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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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문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보건학적, 법률적인 대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의료 정보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의무기록 및 보관 문제에 대한 법적인 보호 방안은 다음과 같다(전영

주, 2007). 의료정보의 안정성은 의료정보의 관리체제(조직, 시스템운용, 보
관방법, 감시체제 등)과 정보처리기술(암호화, 인증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조

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무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표준화된 코드를 부여하고, 질환별, 처치별, 진료과별 진료모델의 개

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의무기록의 기재내용, 방법의 표준화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상호 연관관계를 충분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
보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은 10년간, 기타 기록에 대

해서는 5년간 보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영국에서는

국영병원에서 8년, 일반병원에서는 10년이 권장되며, 독일에서는 10년으로

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로 된 의무기록보다 보존이 용이하므로 장

기간 보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 의료 분야의 정보 보호 및 정보화 촉진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이은자, 2010).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포함된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조항은 보건의

료분야 정보화촉진에 관한 대표적인 조항이지만,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현행 법제도, 정책 및 입법 논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쟁

점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정보화촉진에 관한 의료법의 전자

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도를 살펴보고, 도출된 쟁점사

항들에 대해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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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의무기록 사용에 있어서 잘못된 사용자 접근 제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용자 로그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5년 3월
한 달 간 사용자의 로그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접근 횟수의 약 43% 정도가

진료, 연구, 검사 이외의 사유로 입력된 접근이었다. 또한, 기타 사유를 입

력하고 접근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무의미한 글자나 숫자, 
자음, 모음 등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전자

의무기록 열람 시스템의 취약점이 있고 향후 사용자 접근 제어 방식의 변경

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강재은,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개 종합병원의 EMRS을 대상으로 EMR 사용자의

접근 규칙을 분석하고 이 규칙을 기반으로 접근권한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환자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김정학, 2011).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통합 환경을 고려하여 문맥이나 부정적 허가, 위임
등의 기술을 이용한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Matthew, 2001)이나 상황제어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Sandhu, 1996)을 적용하는 연구가 있지만, 실제 환

경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접근제어 효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연

구는 없었다. 보건의료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주로

역학적 감시환경을 위한 데이터 통합방법(Lawrence, 2004)이나 임상실험을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의 안정성 관리에 필요한 보안기술을 언급한 연구

(Ferris, 2002)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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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틀

그림 1. 연구의 틀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환자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기 위하여 환자 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조회 시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환자 정보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내원유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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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의학과 여부,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직원과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연
구목적열람대상여부를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사용자 정보의 특성으로는 사

용자의 성별, 연령, 직종, 근무경력, 직책유무, 접근횟수 등을 요인으로 선정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변수를 선정하고 환자의 특성과 사용자의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하고, 직종별 접근횟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t-test를 이용한 평균비교를 시행한다. 접근건수에 대한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특성과 사용자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χ² 검정과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용어 및 변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정보보호를 요청

한 환자의 특성과 환자의 기록을 조회하기 위하여 접근한 사용자 정보의 특

성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접근행태를 차단여부로 정의하고 조회권한(조회, 
차단, 사유)과 조회권한 중에서도 사유에 대한 사유분류(진료, 상담, 예약환

자, 진단서, 기타)를 차단여부(조회, 차단)로 정리하여 종속변수로 선정하였

다.
 
  가. 용어 정의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 정보보호 환자 : 직종별로 주어진 기본 권한 외 별도의 권한기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조회할 수 없도록 보호 대상이 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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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조회권한

- 조회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환자의 의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

- 사유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가 환자의 담당이 아니지만 필요

한 경우 <그림 2>와 같은 창에 사유를 선택하여 입력 후 환자의 의무기

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닫기’를 하면 환자의 의무기록이 조회되지 않음

그림 2.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유 입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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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그림

3>과 같은 차단 창이 팝업 되어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 환

자

그림 3.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차단 창

l 진료기간 : 환자가 입원, 외래, 응급, 기타 내원목적에 의해 진료기간으

로 권한이 허용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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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직종별 권한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직종별 권한

직종
권한

담당
진료 진료외

전문의
담당 : 조회

담당외 : 사유

담당 : 조회

담당외 : 사유
소속 진료과

전공의
담당 : 조회

담당외 : 사유

담당 : 사유

담당외 : 차단
소속 진료과

간호직
담당 : 조회

담당외 : 사유

담당 : 조회

담당외 : 차단

소속 병동

또는 진료과

보건/약무직
담당 : 조회

담당외 : 사유

담당 : 차단

담당외 : 차단

소속 검사실/
진료환자

  나. 변수 정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각각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종속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종속변수

차단
조회권한이 ‘차단’이거나 사유 종류가

‘선택안함’일 경우

조회

조회권한이 ‘조회’ 혹은 ‘사유’이면서

사유 종류가 ‘진료’, ‘상담’, 
‘예약환자’, ‘진단서’, ‘기타’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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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립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 정의

독립변수

(환자)

성별 1. 남자 2. 여자

연령
1. 29세 이하 2. 30-44세 3. 45-59세
4. 60세 이상

내원유형 1. 입원 2. 외래 3. 응급 4. 기타

정신건강의학과

여부
1. 정신과 외 2. 정신과

직원가족

여부

환자가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 관계 여부

1. 관계없음 2. 관계있음

연구목적

열람대상

연구기간 내 한번이라도 연구목적으로

열람대상 이었던 환자 여부

1. 비대상 2. 대상

독립변수

(사용자)

성별 1. 남자 2. 여자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이상

직종그룹
1. 전문의 2. 전공의 3. 간호직

4. 보건/약무직

근무경력
1. 1-5년 2. 6-10년 3. 11-15년
4. 16년 이상

직책유무 1. 없음 2. 있음

접근횟수

동일일자에 사용자가 한 환자의 진료행위별

접근한 횟수

1. 1회 2. 2회 3. 3회 4. 4회 이상

(1분위수 : 1회, 2분위수 : 2회, 
 3분위수 : 3회, 4분위수 :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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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이 연구는 일개 상급종합병원의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일 년 동안 정보보호 환자에 대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근한 로그 자료

의 환자 및 사용자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일 년 동안 수집된 로그 중 권한

정보가 있으며 진료 및 진료지원에 해당하는 직종정보가 있는 로그를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동일일자에 사용자가 한 환자의 진료별로 여러 번

접근한 경우를 접근횟수로 정의하고 중복제거 하였다. 접근에 대한 로그는

2009년 10월부터 생성되었지만 2011년 6월에 로그 데이터가 변경되어 2011
년 7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접근 로그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었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9.0 for Windows 한글판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다

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직종별 접근건수와 환자 및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직종

별 접근건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환자의 진료별

접근횟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환자 및 사용자 특성에 따른 직종별 차단여부에 대한 차이를 분석

하기 위해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고, 환자의 진료별 접근횟수에

따른 직종별 차단여부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t-test)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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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환자의 특성과 사용자의 특성이 차단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각 변수들의 비차비(odds ratio), 95% 신뢰구간,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24 -

Ⅳ.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 직종별 조회권한 건수 현황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직종별 접근건수 현황은 <표 4>와 같다. 
  직종별 접근건수는 전문의 2,692건, 전공의 1,405건, 간호직 2,720건, 보건/
약무직 722건 이였다. 
  전문의 접근건수의 조회권한 분포는 차단 3.6%, 조회 94.5%, 사유 1.9% 
이며, 차단여부의 분포는 차단 3.7%, 조회 96.3%로 나타났다. 전공의 접근건

수의 조회권한 분포는 차단 7.2%, 조회 88.1%, 사유 4.7% 이며, 차단여부의

분포는 차단 7.4%, 조회 92.6%로 나타났다. 간호직의 접근건수 조회권한 분

포는 차단 6.7%, 조회 92.3%, 사유 1.1% 이며, 차단여부 분포는 차단 6.9%, 
조회 93.1%로 나타났다. 보건/약무직 접근건수의 조회권한 분포는 차단

10.7%, 조회 89.2%, 사유 0.1% 이고, 차단여부의 분포는 차단 10.7%, 조회

89.3%로 나타났다. 
  전문의와 전공의의 사유 분포는 진료가 1.2%, 3.3%로 가장 높았으며, 간
호직과 보건/약무직의 사유 분포는 0.4%, 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단

과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는데 6.2%의 비율로 효과가

있었으며, 그 외 조회 및 기타 사유에 대해 93.8%로 환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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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회권한 및 차단여부에 따른 각 직종별 조회건수 단위: 건(%)
구분 전문의 전공의 간호직 보건/약무직 계

조회 차단 97(3.6) 101(7.2) 181(6.7) 77(10.7) 456(6.0)
권한 조회 2,543(94.5) 1,238(88.1) 2,510(92.3) 644(89.2) 6,935(92.0)

사유

  선택안함 3(0.1) 3(0.2) 8(0.3) 0(0.0) 14(0.2)
  진료 31(1.2) 47(3.3) 5(0.2) 0(0.0) 83(1.1)
  상담 16(0.6) 11(0.8) 11(0.4) 1(0.1) 39(0.5)
  예약환자 1(0.0) 2(0.1) 3(0.1) 0(0.0) 6(0.1)
  진단서 0(0.0) 2(0.1) 1(0.0) 0(0.0) 3(0.0)
  기타 1(0.0) 1(0.1) 1(0.0) 0(0.0) 3(0.0)

차단 차단 100(3.7) 104(7.4) 189(6.9) 77(10.7) 470(6.2)
여부 조회 2,592(96.3) 1,301(92.6) 2,531(93.1) 645(89.3) 7,069(93.8)

계 2,692(100.0) 1,405(100.0) 2,720(100.0) 722(100.0) 7,539(100.0)

주) 차단여부 : 차단(조회권한의 ‘차단’과 사유의 ‘선택안함’건수의 합)
              조회(조회권한의 ‘조회’와 사유의 ‘진료’, ‘상담’, ‘예약환자’, 
             ‘진단서’, ‘기타’건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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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종별 환자 특성에 대한 접근건수 현황

  환자 특성에 따른 직종별 접근건수 현황은 <표 5>와 같다. 
  전체 환자 성별 분포는 남자 30.3%, 여자 69.7%이며, 평균 연령은 46세이

다. 직종별로 나눠보면 전문의 접근건수의 환자 성별 분포는 남자 27.3%, 여
자 72.7%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45-59세가 29.2%로 가장 높았으며, 내
원유형 분포는 외래 81.2%, 입원 16.9%, 응급 1.7%, 기타 0.1%의 순으로 전

문의의 경우 외래환자에 대한 접근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공의 접근건수의 환자 성별 분포는 남자 43.3%, 여자 56.7%로 나타났

다.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가 31.2%로 가장 높았으며, 내원유형 분

포는 외래 49.1%, 입원 45.0%, 응급 5.7%, 기타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
공의의 경우에 외래와 입원 모두 높은 비율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접근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직 접근건수의 환자 성별 분포는 남자 30.0%, 여자 70.0%로 나타났

다.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가 54.7%로 가장 높았으며, 내원유형 분

포는 입원 74.1%, 외래 21.4%, 응급 4.4%, 기타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간호직인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전자의무기록 접근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건/약무직 접근건수의 환자 성별 분포는 남자 17.6%, 여자 82.4%로 나

타났다. 환자의 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내원유

형 분포는 입원 58.4%, 외래 40.3%, 응급 1.2%, 기타 0.0%의 순으로 나타났

다. 보건/약무직인 경우에도 입원과 외래환자에 대한 접근이 높았다.
  모든 직종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의 접근건수 비율이 높게 나왔고, 연령은

전문의가 45-59세 접근건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나머지 직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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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 연령에서 접근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의료정보 보호대상 환자의 특성과 각 직종별 접근건수 단위: 건(%)
구분 전문의 전공의 간호직 보건/약무직 계

성별 남자 736(27.3) 608(43.3) 816(30.0) 127(17.6) 2,287(30.3)
여자 1,956(72.7) 797(56.7) 1,904(70.0) 595(82.4) 5,252(69.7)

연령 29세 이하 559(20.8) 439(31.2) 1,488(54.7) 330(45.7) 2,816(37.4)
30-44세 783(29.1) 359(25.6) 98(3.6) 145(20.1) 1,385(18.4)
45-59세 786(29.2) 248(17.7) 782(28.8) 171(23.7) 1,987(26.4)
60세 이상 564(21.0) 359(25.6) 352(12.9) 76(10.5) 1,351(17.9)

내원 입원 455(16.9) 632(45.0) 2,016(74.1) 422(58.4) 3,525(46.8)
유형 외래 2,187(81.2) 690(49.1) 582(21.4) 291(40.3) 3,750(49.7)

응급 47(1.7) 80(5.7) 120(4.4) 9(1.2) 256(3.4)
기타 3(0.1) 3(0.2) 2(0.1) 0(0.0) 8(0.1)
계 2,692(100.0) 1,405(100.0) 2,720(100.0) 722(100.0) 7,5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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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직종별 사용자 특성에 대한 접근건수 현황

  사용자 특성에 따른 직종별 접근건수 현황은 <표 6>과 같다. 
  전체 사용자 성별 분포는 남자 35.1%, 여자 64.9%이며, 평균 연령은 45세
이다. 직종별로 나눠보면 전문의 성별 분포는 남자 66.2%, 여자 33.8% 이며, 
연령별 분포는 40대 이상 59.2%, 30대 40.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성별 분포는 남자 43.1%, 여자 56.9% 이며, 연령별 분포는 30대 59.6%, 20대
40.1%, 40대 이상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직 성별 분포는 남자 0.4%, 
여자 99.6% 이며, 연령별 분포는 20대 47.9%, 30대 42.4%, 40대 이상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약무직 성별 분포는 남자 34.5%, 여자 65.5% 이며, 
연령별 분포는 40대 이상 43.2%, 20대 34.8%, 30대 22.0%의 순으로 나타났

다. 환자의 내원에 따른 직종별 접근횟수의 평균값은 간호직 5.96회, 전문의

2.59회, 전공의 2.54회, 보건/약무직 1.76회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6. 사용자의 특성과 직종별 접근건수 단위: 건(%)
구분 전문의 전공의 간호직 보건/약무직 계

성별 남자 1,781(66.2) 606(43.1) 12(0.4) 249(34.5) 2,648(35.1)
여자 911(33.8) 799(56.9) 2,708(99.6) 473(65.5) 4,891(64.9)

연령 20대 0(0.0) 563(40.1) 1,303(47.9) 251(34.8) 2,117(28.1)
30대 1,099(40.8) 838(59.6) 1,153(42.4) 159(22.0) 3,249(43.1)
40대 이상 1,593(59.2) 4(0.3) 264(9.7) 312(43.2) 2,173(28.8)

평균 접근횟수 2.59±3.32 2.54±3.80 5.96±8.96 1.76±1.23 3.72±6.22
계 2,692(100.0) 1,405(100.0) 2,720(100.0) 722(100.0) 7,539(100.0)

주) 평균 접근횟수 : 동일일자에 사용자가 한 환자의 진료별 접근한 횟수(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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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 분석

  환자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을 한 결

과는 <표 7>과 같다.
  환자 성별에 따른 차단비율은 남자 12.8%, 여자 3.4%의 비율로 성별이 남

자인 경우 차단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인 경우 11.0%로 차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유형별로는 입원 8.5%, 응급 4.3%, 
외래 4.2%, 기타 0.0%로 차단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연
령별, 내원유형별 차단여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환자

의 내원 진료과가 정신건강의학과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신건강의학과

27.5%, 정신건강의학과 외 2.6%로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에 차단비율이 높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직원가족여부별 분석결과는 관계있음

10.8%, 관계없음 3.9%로 직원 또는 직원가족인 경우에 차단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연구목적열람대상별 분석결과는 대상 8.6%, 
비대상 2.2%로 분석대상기간 내 한번이라도 연구목적으로 열람신청 대상이

었던 환자의 경우에 차단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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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환자 특성과 차단여부 단위: 건(%)

구분
차단여부

계 p-value
차단 조회

성별 남자 293(12.8) 1,994(87.2) 2,287(100.0) <0.001
여자 177(3.4) 5,075(96.6) 5,252(100.0)

연령 29세 이하 111(3.9) 2,705(96.1) 2,816(100.0)

<0.00130-44세 22(1.6) 1,363(98.4) 1,385(100.0)
45-59세 189(9.5) 1,798(90.5) 1,987(100.0)
60세 이상 148(11.0) 1,203(89.0) 1,351(100.0)

내원 입원 301(8.5) 3,224(91.5) 3,525(100.0)

<0.001유형 외래 158(4.2) 3,592(95.8) 3,750(100.0)
응급 11(4.3) 245(95.7) 256(100.0)
기타 0(0.0) 8(100.0) 8(100.0)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외 169(2.6) 6,274(97.4) 6,443(100.0) <0.001
여부 정신건강의학과 301(27.5) 795(72.5) 1,096(100.0)
직원가족 관계없음 194(3.9) 4,778(96.1) 4,972(100.0) <0.001
여부 관계있음 276(10.8) 2,291(89.2) 2,567(100.0)
연구목적 비대상 62(2.2) 2,713(97.8) 2,775(100.0) <0.001
열람대상 대상 408(8.6) 4,356(91.4) 4,764(100.0)

계 470(6.2) 7,069(93.8) 7,5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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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 분석

  가. 사용자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

  전체 사용자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

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사용자 성별에 따른 차단비율은 남자 4.5%, 여자 7.2%의 비율로 성별이

여자인 경우 차단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인 경우 7.2%로 차단비율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보건/약무직 10.7%, 전공의

7.4%, 간호직 6.9%, 전문의 3.7%로 권한이 많이 부여되는 정도에 따라 차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연령별, 직종별 차단여부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근무경력별로는 11-15년 8.8%로 차단

비율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9). 접근횟수별로는 1회
7.6%로 차단비율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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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용자 특성과 차단여부 단위: 건(%)

구분
차단여부

계 p-value
차단 조회

성별 남자 120(4.5) 2,528(95.5) 2,648(100.0) <0.001
여자 350(7.2) 4,541(92.8) 4,891(100.0)

연령 20대 141(6.7) 1,976(93.3) 2,117(100.0)
<0.00130대 234(7.2) 3,015(92.8) 3,249(100.0)

40대 이상 95(4.4) 2,078(95.6) 2,173(100.0)
직종 전문의 100(3.7) 2,592(96.3) 2,692(100.0)

<0.001전공의 104(7.4) 1,301(92.6) 1,405(100.0)
간호직 189(6.9) 2,531(93.1) 2,720(100.0)
보건/약무직 77(10.7) 645(89.3) 722(100.0)

근무경력 1-5년 268(6.2) 4,035(93.8) 4,303(100.0)
0.0196-10년 67(5.8) 1,088(94.2) 1,155(100.0)

11-15년 60(8.8) 621(91.2) 681(100.0)
16년 이상 75(5.4) 1,325(94.6) 1,400(100.0)

직책유무 없음 423(6.3) 6,300(93.7) 6,723(100.0) 0.553
있음 47(5.8) 769(94.2) 816(100.0)

접근횟수 1회 287(7.6) 3,478(92.4) 3,765(100.0)

<0.0012회 81(5.6) 1,353(94.4) 1,434(100.0)
3회 41(6.9) 555(93.1) 596(100.0)
4회 이상 61(3.5) 1,683(96.5) 1,744(100.0)
계 470(6.2) 7,069(93.8) 7,5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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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의의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

  전문의의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을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성별 분석결과는 남자 3.8%, 여자 3.5%로 남자인 경우 차단비율이 높았

고, 연령별로는 30대 4.4%, 40대 이상 3.3%로 30대인 경우 차단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연령별 차단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근
무경력별로는 1-5년 4.6%, 16년 이상 3.5%, 11-15년 3.3%, 6-10년 1.4%의 순

서로 차단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1). 직책유무별 분석

결과는 있음 5.1%, 없음 3.3%로 직책이 있을 때 차단비율이 높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30). 접근횟수별 분석결과는 1회 4.2%로 차단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횟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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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문의의 특성과 차단여부 단위: 건(%)

구분
차단여부

계 p-value
차단 조회

성별 남자 68(3.8) 1,713(96.2) 1,781(100.0) 0.692
여자 32(3.5) 879(96.5) 911(100.0)

연령 20대 0(0.0) 0(100.0) 0(100.0)
0.13730대 48(4.4) 1,051(95.6) 1,099(100.0)

40대 이상 52(3.3) 1,541(96.7) 1,593(100.0)
근무경력 1-5년 60(4.6) 1,255(95.4) 1,315(100.0)

0.0416-10년 5(1.4) 352(98.6) 357(100.0)
11-15년 8(3.3) 234(96.7) 242(100.0)
16년 이상 27(3.5) 751(96.5) 778(100.0)

직책유무 없음 66(3.3) 1,958(96.7) 2,024(100.0) 0.030
있음 34(5.1) 634(94.9) 668(100.0)

접근횟수 1회 63(4.2) 1,428(95.8) 1,491(100.0)

0.2242회 19(3.9) 474(96.1) 493(100.0)
3회 7(3.3) 202(96.7) 209(100.0)
4회 이상 11(2.2) 488(97.8) 499(100.0)

계 100(3.7) 2,592(96.3) 2,69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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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공의의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

  전공의의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성별 분석결과는 여자 7.9%, 남자 6.8%로 여자인 경우 차단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 7.8%, 30대 7.2%로 20대인 경우 차단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성별, 연령별 차단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접근횟수

별 분석결과는 1회 9.6%, 3회 5.1%, 4회 이상 5.1%, 2회 4.7% 순으로 차단비

율이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0).

표 10. 전공의의 특성과 차단여부 단위: 건(%)

구분
차단여부

계 p-value
차단 조회

성별 남자 41(6.8) 565(93.2) 606(100.0) 0.427
여자 63(7.9) 736(92.1) 799(100.0)

연령 20대 44(7.8) 519(92.2) 563(100.0)
0.76730대 60(7.2) 778(92.8) 838(100.0)

40대 이상 0(0.0) 4(100.0) 4(100.0)
접근횟수 1회 71(9.6) 665(90.4) 736(100.0)

0.0102회 14(4.7) 282(95.3) 296(100.0)
3회 6(5.1) 111(94.9) 117(100.0)
4회 이상 13(5.1) 243(94.9) 256(100.0)

계 104(7.4) 1,301(92.6) 1,405(100.0)
주) 근무경력, 직책유무 전공의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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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간호직의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

  간호직의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검정을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 6.9%, 남자 16.7%로 차단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연령별 분석결과는 20대 5.7%, 30대 8.0%, 40대 이상 8.7%의 비

율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차단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p<0.05). 근무경력 분석결과는 16년 이상 8.3%, 11-15년 7.8%, 6-10년
7.6%, 1-5년 5.9%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차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책유무는 없음 7.0%, 있음 6.8%로 직책이 없

는 경우 차단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접근횟수 분석결

과는 2회 9.3%, 1회 8.8%, 3회 8.5%, 4회 이상 3.2%의 비율로 간호직인 경우

접근횟수가 2회인 경우가 가장 높고, 1회 또는 3회 접근하는 경우가 그다음

으로 높고, 4회 이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차단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 37 -

표 11. 간호직의 특성과 차단여부 단위: 건(%)

구분
차단여부

계 p-value
차단 조회

성별 남자 2(16.7) 10(83.3) 12(100.0) 0.185
여자 187(6.9) 2,521(93.1) 2,708(100.0)

연령 20대 74(5.7) 1,229(94.3) 1,303(100.0)
0.04130대 92(8.0) 1,061(92.0) 1,153(100.0)

40대 이상 23(8.7) 241(91.3) 264(100.0)
근무경력 1-5년 74(5.9) 1,180(94.1) 1,254(100.0)

0.2496-10년 59(7.6) 713(92.4) 772(100.0)
11-15년 27(7.8) 318(92.2) 345(100.0)
16년 이상 29(8.3) 320(91.7) 349(100.0)

직책유무 없음 185(7.0) 2,476(93.0) 2,661(100.0) 0.959
있음 4(6.8) 55(93.2) 59(100.0)

접근횟수 1회 101(8.8) 1,042(91.2) 1,143(100.0)

<0.0012회 40(9.3) 391(90.7) 431(100.0)
3회 18(8.5) 195(91.5) 213(100.0)
4회 이상 30(3.2) 903(96.8) 933(100.0)
계 189(6.9) 2,531(93.1) 2,7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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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보건/약무직의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

  보건/약무직의 특성과 차단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검

정을 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단비율은 여자 14.4%, 남자 3.6%의 비율로 성별이 여자인

경우 차단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인 경우 21.4%로 차단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 차단여부와의 관련성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p<0.001). 근무경력 분석결과는 11-15년 26.6%, 6-10년 12.5%, 1-5
년 9.1%, 16년 이상 7.0%의 비율로 차단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01). 직책유무별로는 없음 10.7%, 있음 10.1%로 직책이 없는 경우 차

단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접근횟수별 분석결과는 3회
17.5%로 차단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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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보건/약무직의 특성과 차단여부 단위: 건(%)

구분
차단여부

계 p-value
차단 조회

성별 남자 9(3.6) 240(96.4) 249(100.0) <0.001
여자 68(14.4) 405(85.6) 473(100.0)

연령 20대 23(9.2) 228(90.8) 251(100.0)
<0.00130대 34(21.4) 125(78.6) 159(100.0)

40대 이상 20(6.4) 292(93.6) 312(100.0)
근무경력 1-5년 30(9.1) 301(90.9) 331(100.0)

<0.0016-10년 3(12.5) 21(87.5) 24(100.0)
11-15년 25(26.6) 69(73.4) 94(100.0)
16년 이상 19(7.0) 254(93.0) 273(100.0)

직책유무 없음 68(10.7) 565(89.3) 633(100.0) 0.857
있음 9(10.1) 80(89.9) 89(100.0)

접근횟수 1회 52(13.2) 343(86.8) 395(100.0)

0.0012회 8(3.7) 206(96.3) 214(100.0)
3회 10(17.5) 47(82.5) 57(100.0)
4회 이상 7(12.5) 49(87.5) 56(100.0)
계 77(10.7) 645(89.3) 7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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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단여부에 따른 직종별 접근횟수의 차이

  차단여부에 따른 직종별 접근횟수의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T-검정

을 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차단에서 전문의 접근횟수는 2.18±3.06회로

조회의 접근횟수 2.61±3.33회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04). 
  차단에서 전공의 접근횟수는 1.78±1.60회로 조회의 접근횟수 2.60±3.92
회 보다 낮은 접근횟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3). 
  차단에서 간호직 접근횟수는 2.36±2.76회로 조회의 접근횟수 6.23±9.21
회 보다 낮은 접근횟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차단에서 보건/약무직 접근횟수는 1.69±1.17회로 조회의 접근횟수

1.77±1.24회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28). 

표 13. 접근횟수에 따른 직종별 차단여부 mean±S.D.(단위: 회)

구분
차단여부 p-value

차단 조회

전문의 접근횟수 2.18±3.06 2.61±3.33 0.104

전공의 접근횟수 1.78±1.60 2.60±3.92 0.013

간호직 접근횟수 2.36±2.76 6.23±9.21 <0.001

보건/약무직 접근횟수 1.69±1.17 1.77±1.24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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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의무기록의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에 관한 분석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차단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성별, 연령, 정신건강의학과

여부, 직원가족여부, 연구목적열람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환자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차단될 확률이 0.336배 낮고, 연령은 29세
이하 기준으로 30-44세 집단이 차단될 확률이 0.252배 낮았으며, 45-59세 집

단이 차단될 확률이 1.851배 높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여부별로는 정신건강의

학과 외 보다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 직원가족여부별로는 관계없음보다 관

계있음인 경우 차단될 확률이 각각 7.349배, 4.857배 높았으며, 연구목적열

람대상별로는 비대상보다 대상인 경우 차단될 확률이 2.230배 높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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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OR(95% CI)
성별 남자 1.000

여자 0.488** (0.320-0.742)
연령 29세 이하 1.000

30-44세 0.525* (0.301-0.916)
45-59세 1.851** (1.303-2.630)
60세 이상 0.698 (0.426-1.143)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외 1.000
여부 정신건강의학과 7.349** (5.610-9.627)
직원가족 관계없음 1.000
여부 관계있음 4.857** (3.628-6.501)
연구목적 비대상 1.000
열람대상 대상 2.230** (1.598-3.110)

주) *p<0.05, **p<0.001

  나.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특성의 요인 분석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특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차단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종, 직책유무, 접근횟수로 조

사되었다. 직종별로는 전문의를 기준으로 보건/약무직이 2.752배, 전공의가

1.879배, 간호직이 1.712배 순으로 차단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직책유무

별로는 직책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차단될 확률이 1.657배 높았다. 
접근횟수별로는 1회를 기준으로 2회 일 때 차단될 확률이 0.714배 이며, 4회
이상일 때 차단될 확률이 0.431배로 나타났다. 이는 일단 한 번 차단된 이후

에는 더 이상 접근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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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OR(95% CI)
성별 남자 1.000

여자 1.296 (0.998-1.682)
연령 20대 1.000

30대 1.219 (0.926-1.604)
40대 이상 0.646 (0.375-1.112)

직종그룹 전문의 1.000
전공의 1.879** (1.357-2.602)
간호직 1.712* (1.189-2.466)
보건/약무직 2.752** (1.926-3.932)

근무경력 1-5년 1.000
6-10년 0.966 (0.679-1.375)
11-15년 1.408 (0.958-2.068)
16년 이상 1.243 (0.771-2.003)

직책유무 없음 1.000
있음 1.657* (1.115-2.463)

접근횟수 1회 1.000
2회 0.714* (0.552-0.923)
3회 0.867 (0.616-1.220)
4회 이상 0.431** (0.323-0.575)

주)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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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직종별 사용자 특성의 요인 분석

  직종별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직종별 사용자 특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전문의인 경우 차단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경력, 직책

유무로 조사되었다. 전문의 근무경력은 1-5년을 기준으로 6-10년이 차단될

확률이 0.253배 이고, 직책유무별로는 직책이 없는 경우 보다 직책이 있는

경우 차단될 확률이 2.717배 높게 나타났다.
  전공의와 간호직인 경우 차단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접근횟

수로 조사되었다. 전공의의 접근횟수별로는 2회가 1회 보다 차단될 확률이

0.468배 이고, 4회 이상이 차단될 확률이 0.501배로 나타났으며, 간호직의

접근횟수별로는 4회 이상이 1회 보다 차단될 확률이 0.357배로 조사되었다.
  보건/약무직인 경우 차단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성별, 
접근횟수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차단될 확률이 3.607배
높았고, 접근횟수별로는 2회가 1회 보다 차단될 확률이 0.370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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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직종별 사용자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분
전문의 전공의

OR(95% CI) OR(95% CI)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0.875 (0.548-1.398) 1.177 (0.780-1.776)
연령 20대 - 1.000

30대 1.000 0.918 (0.611-1.381)
40대 이상 0.727 (0.350-1.508) 0.000 (0.000-.)

근무경력 1-5년 1.000 1.000
6-10년 0.253* (0.089-0.720) 0.000 (0.000-.)
11-15년 0.528 (0.211-1.324) -
16년 이상 0.623 (0.311-1.248) -

직책유무 없음 1.000 -
있음 2.630** (1.499-4.614) -

접근횟수 1회 1.000 1.000
2회 0.911 (0.538-1.542) 0.468* (0.259-0.844)
3회 0.765 (0.344-1.702) 0.501 (0.213-1.181)
4회 이상 0.526 (0.274-1.010) 0.501* (0.272-0.921)

구분
간호직 보건/약무직

OR(95% CI) OR(95% CI)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0.447 (0.091-2.208) 3.607* (1.603-8.117)
연령 20대 1.000 1.000

30대 1.299 (0.769-2.196) 2.292 (0.851-6.174)
40대 이상 1.464 (0.599-3.578) 0.180 (0.019-1.678)

근무경력 1-5년 1.000 1.000
6-10년 1.007 (0.599-1.695) 0.615 (0.134-2.824)
11-15년 0.947 (0.491-1.826) 2.429 (0.875-6.738)
16년 이상 0.935 (0.408-2.144) 6.270 (0.653-60.152)

직책유무 없음 1.000 1.000
있음 0.738 (0.252-2.161) 1.400 (0.532-3.685)

접근횟수 1회 1.000 1.000
2회 1.056 (0.718-1.554) 0.370* (0.166-0.825)
3회 0.942 (0.557-1.595) 1.246 (0.558-2.781)
4회 이상 0.357** (0.234-0.544) 0.899 (0.363-2.226)

주) *p<0.05, **p<0.001



- 46 -

Ⅳ. 고 찰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환자 정보보호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환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환자

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정학(2011)은 전자의무기록에서 서식작성을 위한 접근권한 관리시스템

구현에 대한 연구에서 서식작성을 위한 접근권한 관리시스템 구현을 위해

이메일과 직접 면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델파이기법을 적용하기 위

해 3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서

조회권한에 대한 접근 로그를 대상으로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차단여부에 따른 환자 및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직종별 접근건수와 환자 및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직종별 접

근건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환자 및 사용자 특성

에 따른 직종별 차단여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접근건수에 대한 차단여부에 영향을 미치

는 환자의 특성과 사용자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χ² 검정과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변수로 선정한 독립변수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기간 동안 입원, 외래, 응급 환자의 전체 로그를 분석하지 못

하고 정보보호 대상 환자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로그만을 분석하여 일반적

인 환자의 특성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전체 환자 정보 시스템 대상이 아닌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접근 로그 분석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전체 환자 정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47 -

  이 연구의 결과 전체 조회 건수에서 차단 비율은 6.2%로 기존의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에서 의무기록 열람에 관한 사용자의 행태 연구(강재은, 2005)의
연구 결과보다 낮아졌다. 이것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그에 따른 환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보보호 정책

에 대한 연구(최명길, 2008)와 제도/법적인 보호에 대한 연구(전영주, 2007)
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환자의 특성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외 보다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 직원가

족 여부별로는 관계없음보다 관계있음인 경우 차단될 확률이 각각 7.349배, 
4.857배 높았으며, 연구목적 열람대상별로는 비대상보다 대상인 경우 차단될

확률이 2.230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자의무기록에서 서식작성을 위한 접

근권한 관리 시스템 구현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높은 산부

인과와 신경정신과의 경우 해당 과에서 1회 이상 내원환자의 의무기록 접근

시 경고문구 출력하여 경고하도록 하였다(김정학, 2011)는 연구 결과를 뒷받

침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이러한 특성을 지

니는 환자의 의무기록을 차단함으로 정보를 보호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 강화된 정책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김정학(2011) 연구에서는 사용 대상자 명수를

직급별로 구분하여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순으로 나타났고, 경력에서는

10-15년이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의 접근건수로

접근건수에 대한 직종이 전문의, 전공의, 간호직, 보건/약무직의 순서로 같

았으며, 경력은 1-5년이 연령은 30대가 접근건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한 규칙은 서식에 대하여 직책별 책임

이 수반되므로 서식보다는 역할에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듯이(김정학, 
2011) 본 연구에서는 직책유무에 따른 접근건수와 차단여부를 비교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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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고 전문의인 경우에만 직책유무에 대한 차단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종별로는 전문의를 기준으로 보건/약무직이 2.752배, 전공의가 1.879배, 
간호직이 1.712배 순으로 차단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용어 정의에서

보듯이 보건/약무직인 경우의 권한부여 범위가 작고, 전문의인 경우 권한부

여 범위가 크다는데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직책유무별로는 직책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차단될 확률이 2.630배 높았다. 이는 직책에 따른 담

당에 대한 정의가 직책이 없는 사용자에 비해 재정의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문의 근무경력은 1-5년을 기준으로 6-10년이 차단될 확률이

0.253배 이다. 즉,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직종보다는 환자를 관리하는 직종

에서 더 높은 차단 비율을 보였고,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차단될 확률이 높

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약무직인 경우 차단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성별, 
접근횟수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차단될 확률이 3.607배
높았고, 접근횟수별로는 2회가 1회 보다 차단될 확률이 0.370배로 나타났다. 
이는 1회 접근하여 차단된 경우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아 권한관리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회 차단되는 대상은 사용자의 부여된 권한에 대한 지

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1회 이상 차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는 접근 로그를 분석하여 직종별로 특성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김정학(2011)의 연구에서 특정 사용자

그룹이 업무 수행 과정상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지 또는 잘

못 부여된 접근권한은 없는지 접근권한 내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

리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바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 49 -

높다(김정학, 2011)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및 직원 또는 직원가족, 연구목

적으로 열람 대상이 되는 환자의 의무기록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권한이 허용되지 않은 사용자가 열람을 하기 위해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책에 있어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 시 더욱 강

화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목적으로 열람 대상인

경우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열람신청방법 및 권한

기간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정보보호정

책은 본 연구에서 정리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

안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접근로그 자료로 차단여부에 대한 환자 및 사용

자의 관련성을 볼 수는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결과에 대한 규명이 어려웠다

는 점과 변수 선정에 있어 직종별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전공의가 일부

항목이 제외되어 상관관계를 파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전자의무기록 접근 로그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전자의무기록 차

단여부와 환자 및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전 연구 결과

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향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자의 개

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적용 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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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현재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

화되면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환자 정보 접근의 편리성과 정보보호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정보보호 정책 현황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사용자가 접근한

로그를 대상으로 차단여부에 관한 환자 및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환자 정보보호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대상이 된 7,539건의 로그건수 중 차단된 건수는 470건으로 전체의 6.2%
이다. 차단여부에 대한 환자의 특성을 카이제곱검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내원유형, 정신건강의학과 여부, 직원가족 여부, 연구목적열람대

상 여부가 차단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차단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성별, 연령, 직종, 근무경력, 접근횟수가 차단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종별로는 전문의가 근무경

력, 직책여부, 전공의 접근횟수, 간호직이 연령, 접근횟수, 보건/약무직이 성

별, 연령, 근무경력, 접근횟수에 대하여 차단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성별, 연령, 정신건강의학과 여부, 직원가족 여

부, 연구목적열람대상 여부의 환자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종, 직책유무, 접근횟수의 사용자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종별로는 전문의를 제외한 나

머지 직종에서 접근횟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문의는 근무경

력과 직책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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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의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및 사용자의 지속적인 권

한교육이 필요하며, 명확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계속적으

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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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atient and Provider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rotection of Patient Information

Jin Hee Yoon

Dept. of Hospit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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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Tae Hyun Kim, Ph.D.)

Although electronic medical records(EMR) system allows the users to

access patient information more easily than paper-based medical records,

it is also vulnerable to unique security breaches. Hospitals, therefore,

need to develop appropriate security strategies to deter unauthorized

access and inappropriate use of patient data. Howe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re is no experimental research on the relations between

characteristics of patient records and EMR system users who attempt to

access the patient recor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EMR

system users that are related to the denial of access to the patient

records, by analyzing the system logs of the EMR system users in a

tertiary hospital. In addition, we aim to propose developmen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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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ivacy protection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analyze 7,539 system logs of access privacy-protected patient

records from July 1th 2011 to June 30th 2012. The number of denied

access logs is 470 out of 7,539, which is 6.2% of the total number of

access logs.

The results of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shows that, in terms of

patient characteristics,access denial ratio is higher for female patients than

for male patients, and it is higher for patients aged 45-59 than for

patients aged 29 year-old or younger. In addition, psychiatric patients,

family members or relatives of the EMR system users, and patients that

are enrolled for research projects have higher likelihoods of access denial,

and With regard to the user/provide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at access denial ratio is higher for health professionals/pharmacists,

followed by residents, nurses and specialty physicians.

Our study results suggest that as the patient receive more sensitive

treatments, access denial ratio tends to increase, which prompts more

stringent measures for information protection for such cases. This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who are family

members or relatives of the associates of the institution should get higher

priority for privacy protec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secure solutions of patient privacy protection

and management by applying the privacy protection act a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empirical basis for

recent studies about EMR system access policies and acc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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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Several privacy protection methods, such as access monitoring

system of EMR system and sustainable education for EMR system users,

need to be studied in terms of relations between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EMR system users who attempt to access the patient

records.

Key Words: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Patien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cess rights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