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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 대내외 환경

4

코로나 19로 비대면 의료와 IoT, 로봇 등 활용요구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

< 출처 : 메디파나 뉴스 >



1.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 대내외 환경

5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관 대상 해킹 및 공격 증가

< 출처 : 데일리메디 >

< 출처 : 보안뉴스 >



1.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 의료기관의 특성

6

시설/출입

• 복잡한 건물구조와 개방적 환경으로 물리적 출입통제의 어려움

• 다양한 출입자 존재(환자, 보호자, 직원, 물품공급•유지보수업체, 입점업체 등)

진료환경

• 의료서비스를 위해 정보처리 및 통신기능을 가진 매우 다양한 기기를 사용

 IT기기, 통신/사무기기, 의료기기, 보조측정장비, 의료용기구 등

•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업종으로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기기 및 통신 차단 등 적극적

정보보호 조치에 제한점 존재

조직

• 다종 직렬(의사, 간호직, 보건직, 연구직 등) 및 산하조직(병원, 연구소, 학교 등) 혼재

• 직렬별, 조직별로 업무형태가 다양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도 상이

• 산하조직별로 요구되는 정보보호정책 방향, 요구수준, 자유도가 다름



1.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 의료기관의 현안

7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예외사항 증가

• 재택근무 및 원격진료 허용 등 새로운 정보보호의 홀 발생

•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한 정보보호정책 완화 요구 증가

 IoT 의료기기 이용 확산

• 코로나 19로 인해 정보통신기술 및 IoT 의료기기 활용 지속 증가

• IoT 의료기기에 내재된 보안위험 요인 부상

 의료기기 플랫폼 비표준화 : OS 보안 업데이트, 백신설치 등 제한

 진단 및 치료목적 의료기기 외 인증의 사각지대 위치

 네트워크를 통해 생체정보 모니터링, 의료기기 직간접 제어 등 관여

코로나 대응 인력 편중 및 피로도 증가

• 출입통제 및 검역관리 장기화로 직원 피로도 증가 및 정보보호 인식 저하

• 코로나 대응 중심의 인적자원 투입에 따라 분야별 정보보호 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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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체계 현황 >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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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분리 / 메일분리 / 서비스존 분리 / 무선랜 분리 / 시스템 이중화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인적 보안

인사 연동을 통한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 입퇴사시 인사정보에 기반한 접근권한 부여, 소멸

역할기반권한관리시스템(NRS)

•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 직군, 해당 업무별 역할에 의하여 부여

• 철저한 권한부여 및 말소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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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권한관리 > < 직군별 권한관리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인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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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부여 및 말소이력 > <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서 >

개별 권한신청 및 승인절차 운영

• 개별 권한의 경우 단위기능 오너십을 가진 부서장 협조를 거쳐 권한 부여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인적 보안

퇴사시 정보보호 조치

• 전산자산 반납시 디스크 소거 작업 실시 > 보안적합성 검증 소거장비 사용

• 무단 반출시 정보보호솔루션에 의해 정상사용 불가 > 회수 및 소거처리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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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소거 모습 >< 자료소거 장비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인적 보안

정보화 사업 계약/종료시 보안 서약서 집행

• 참여인력 일탈 방지 및 위반시 민/형사 책임 부여에 대한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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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종료시) >< 서약서(시작시)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시스템 보안

서버보안시스템
• 중요 서버에 대한 접근을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통제

중요업데이트 등 서버
• 윈도우/백신업데이트/DNS 서버의 내ㆍ외부망 이원화

• 자동 업데이트 차단 : 선안정성 검증후 업데이트 반영 ☞ 전사적 오류 발생 예방

서버/DB 등 모니터링 시스템
• 서버/DB 등 이상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대시보드, 메일, 문자)

개인정보노출점검시스템
• 주요 웹서버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관리와 차단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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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체계 현황 > 시스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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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노출점검 화면 >

< 서버/DB 모니터링 화면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시스템 보안

정기점검
• 서버의 안전성 확보와 가용성을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

• 보안패치, 예방정비, OS/DB 리셋 소요 작업 수행, 부품교체, 시스템 테스팅 등

백업 및 이중화
• 시스템 중요도별 일/주/월단위 소산 백업

• 네트워크 이중화(백본, 단말) 및 근거리 DR 기반의 시스템 이중화(서버,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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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데이터베이스보안

 DB접근제어
• 불필요한 직접적 DB접근을 제한, 허가자만 접근하도록 통제

• 단순 조회외 특정 작업에 대해서 사전승인 필요

• DB 수행 작업에 대한 기록 보존으로 추적감사 기반 마련

17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데이터베이스보안

 DB암호화
• 고유식별정보가 담긴 Table 컬럼 암호화

• 암호화 키는 별도서버에 분리하여 관리

 DB모니터링
• 위험 쿼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메일 안내

18

< DB 위험쿼리 메일 안내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네트워크보안

 DDoS 방지 솔루션
• DDoS/DoS 공격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발생시 차단

웹방화벽
• 웹을 통한 비허가 접근을 차단, 통제

차세대방화벽(NGFW)
• 네트워크 IP, 포트기반 제어를 넘어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제어 가능

• 프로토콜, 암호화, 회피기법과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별 사용자 식별 및 통제

• 실시간 위협 차단 및 간편한 정책관리와 손쉬운 UI 관리도구 지원

• 멀티 기가비트급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처리 지연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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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종 식별기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제어 - 출처 : PaloAlto>

App-ID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 네트워크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대시보드,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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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S 관제 화면 > < 장애안내 문자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네트워크보안

인터넷접속관리시스템
• 유해사이트, 비업무사이트에 대한 차단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NAC)
• 인가된 사용자만 네트워크 접근 허용

• 엔드포인트 단말의 연결상태 관리

• 필수 프로그램 무결성 검사로 PC 안전성 확보

21

< 유해사이트 차단 화면 >

< 무결성 검사 화면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네트워크보안

정보보호 정책관리
• 정보보호시스템 반영전 사전 검토•승인체계 구축

• 이력관리를 통해 정책변화 관리 및 정책적용 근거 확보

• 정책적용후 문제 발생시 신속한 후속조치 및 롤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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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및 승인 > < 정책적용 이력관리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PC 보안

개인정보검출시스템
• 매주 전사적으로 PC내 개인정보 파일 검출 조사 및 암호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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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검출처리 화면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PC 보안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 내부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USB 사용, 문서 무단 출력, 파일전송 등을 통제

(사용을 위해 관리자 사전 승인 필요)

 백신프로그램

• 중앙에서 악성코드 탐지,치료,삭제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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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집중화 된 백신관리 > < USB 사용 및 문서 출력 통제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물리(시설) 보안

통제구역 관리
• 사무실 및 시스템실 출입자 통제

• 전산실 출입 관리시스템

• CCTV 녹화 및 관제

25

< 전산실 출입통제구역 지정 >

< CCTV 출입현황 관제 >

< 전산실 출입관리시스템 운용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개발 보안

소스코드 형상관리 및 직무분리
• 개발내용 반영시 개발자(개발파트)와 빌드마스터(시스템파트) 직무분리

• 사용자 요청부터 프로그램 반영까지 전과정 이력관리 및 사전 승인체계 구축

전산개발요청

26

< 소스코드 형상관리 처리 절차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정보보호교육

연간계획에 따른 분야별 교육
• 전 직원 대상 법정교육(전문가 초청) : 연 2회

• 개발자, 엔지니어 대상 보안 교육 : 연 2회

• 보안 관련 교육 자료 배포 : 월 1회

• 직군별 교육(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기술직 등) : 수시

• 보안 이슈 발생시 전 직원에 관련 교육자료 게시 : 수시

27

< 연간교육일정 수립 > < 법정교육 : 오프라인 + 화상교육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정보보호교육

28

< 사내 포털 보안교육자료 배포 >

< 온라인교육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보안감사 및 관제

외부 보안감사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운영실태 점검 : 연 1회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점검 : 연 1회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감사 : 연 1회

• 의료기관 인증평가 : 2년 주기

• 개인정보영향평가(PIA) : 신규시스템구축/변경시, 개인정보보호체계 점검 개선 필요시

• 감사원 전산보안 감사 : 연중수시, 전산보안관련 사항

• 국가정보원 감사 : 비정기, 전산보안 이슈 발생시(국가기관 대상)

29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보안감사 및 관제

외부관제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통합 관제 : 365일 24시간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오남용 관제

• 보건복지 사이버 안전센터 관제 : 365일 24시간

 사이버 침해 징후 관제

 보건복지 사이버 안전센터 연계

• 보건복지 사이버 안전센터 웹취약점 분석 : 연 2회

 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

30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보안감사 및 관제

31

< 개인정보통합관제 >

< 조치사항 메일 안내 >

< 관제에 대한 소명처리 >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보안감사 및 관제

내부 보안감사 및 관제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매월

 보안 업데이트, 패스워드 안정성, 화면보호기 및 공유폴더 설정 등

• 서버 모니터링 및 심층접근기록 감사 : 실시간 모니터링, 반기 1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결과 감사 : 매월

32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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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심층 접근기록 감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2. 정보보호체계 현황 > 보안감사 및 관제

• 보안이슈 대응 : 수시

 심각한 악성코드 발생, 사이버 침해 발생 징후 발견시

• 보안관제 보고 : 매일

 보안장비별 일 단위 특이사항 확인

34

< 일단위 보안관제 보고 >< 보안이슈사항 포털 공지 >



국립암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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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외부 해킹,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대외적 공격에 의한 정보보안 및 내부자료 유출방

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업무망 · 인터넷망 망분리 추진

•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을 강화 하기 위해 2012년 부터 단계별 사업을 수행

주요 경과

2013

2012

2015

2014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시행

논리적 망 분리
정보전산팀 구축
(100Users)

국가암관리사업본부와
사무국 추가 구축
(200Users)

사무국, 연구소, 행정
지원부서 추가
구축(400Users)

병동 5층~10층
추가 구축(500User)2016

2018
~

전 지역
인터넷가상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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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기존 변경

비고
로컬 PC 가상 영역 로컬 PC 가상 영역

**동 인터넷 업무

업무 인터넷

변경

**동 인터넷 업무 변경

**동(진료외 부서) 인터넷 업무 변경

**동(진료지역) 업무, 인터넷 - ★신규

**동(병동지역) 인터넷 업무 변경

**동(외래지역) 업무, 인터넷 - ★신규

**동(B1, 진료외 부서) 업무, 인터넷 - ★신규

**동(B1, 진료부서) 업무, 인터넷 - ★신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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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 PC 영역에서 인터넷 사용

 업무 영역의 자료 접근 불가

 이동식 저장매체 이용 불가!

(USB, 외장하드 등)

 로컬PC는 기존과 같은 업무 처리 가능

 인터넷 사용 불가

 자료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망에

자료 전달

망연계

업무 영역(로컬PC) 인터넷 영역(가상영역)

포털

의료정보

메신저

 망분리 구성

• 업무 영역과 인터넷 영역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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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A
※ 인터넷망으로 접속할 경우,

1. PC에서 인터넷망 접속 전환

2. 국립암센터 웹메일 접속
(https://mail.ncc.re.kr)

※ 모바일 접속시
1. 외부망을 통해 웹메일 접속
(https://mail.ncc.re.kr)

※ 보관기간(3개월 초과시 삭제)

※ 업무망으로 접속할 경우,

1. PC에서 업무망 접속

2. 그룹웨어 또는
국립암센터 웹메일 접속
(https://inmail.ncc.re.kr)

※ 모바일 접속시
1. NSAIN로 연결 후 웹메일

접속
(https://inmail.ncc.re.kr)

 메일분리 구성

• 업무망(내부) 메일과 인터넷망(외부) 메일을 분리하여 구축

https://mail.ncc.re.kr/
https://mail.ncc.re.kr/
https://inmail.ncc.re.kr/
http://inmail.nc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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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무

전송할파일을등록하고 를

클릭하여결재자등록후 를

클릭합니다.      ※ 결재자= 각부서장

파일

 망간연계 및 자료전송

• (업무망  인터넷망) 자료전송시 부서장을 통한 승인

• (인터넷망  업무망) 망연계 통해 즉시 전송

• 망간 전송시 바이러스 검사 및 개인정보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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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제어 정책

로컬 PC

승인 후

로컬 PC

승인 후

변경 후

가상 PC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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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홍보

• 그룹웨어 공지

 1개월 전

 2주 전

 1주 전

 개시 시점

• 퀵 가이드 제작/배포

교육 실시

• 전 부서 공문 3회

• 전체 대상 교육 2회

• 관리자 교육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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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교훈

문 제 점 내 용 교 훈

사용자 교육 부족
공문 3회, 전체교육 2회, 관리자교
육 1회, 포털 공지, 퀵가이드 배포

사용자의 생각은 우리와 다름

전사오픈 휴유증 오픈당일 타 업무 대응 불가 지역별 오픈, 단계적 오픈이 필요

PC 연결기기 문제 가상환경 프린터, 바코드 등 오동작 기기 호환성 사전 테스트는 필수

성능이슈 문제
동접 800user, 오픈초 속도이슈 발
생

서버자원 여유분 확보는 기본

인터넷 가상망에서 운용
불가한 App 문제

변화하는 인터넷 기술환경 및 App
지원에 한계

주요 App 호환성 체크하기

업무환경에서의 외부사이
트 접속허용 문제

진료, 대외 행정처리에 실시간 필요
한 외부사이트 접속허용 요청

허용/미허용의 객관적 기준설정 필요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필
요(사용편의, 보안강화)

매체사용 및 출력물보안 사전승인, 
POP3 차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기관차원의 정책선
결 필요

파워유저 불만
인터넷기반 업무수행(외부연계 연
구, 다기관 협업 등) 사용자의 사용
유형 파악 부족

공통정책을 따르기 어려운 사용자에
대한 대안 고민 필요

대체지를 찾는 사용자
무선공유기, LTE Egg, 스마트폰 테
더링 등

인간은 적응의 동물임을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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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 (구 성) 로컬PC는 업무망, VDI는 인터넷망으로 구성

• (효 과)

 한대의 PC환경에서 망분리 환경을 제공

 로컬PC 인터넷망 사용환경 대비 효율적인 인터넷 접속환경 통제

 물리적 공간문제 및 네트워크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

메일분리
• (구 성)

 내/외부 이메일을 각각 분리하여 독립된 이메일시스템 구축

 인터넷망 업무자료 보관금지 정책 시행

• (효 과)

 이메일을 통한 원내망 악성코드 감염 위협 감소

 인터넷망 업무자료 보관 최소화, 외부 이메일에 업무자료 장기보관 차단

망연계
• (구 성) 망분리솔루션 통해 이종망간 자료전송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통로역할 수행

• (효 과) 망간 파일전송시 개인정보 필터 및 바이러스 검사로 안전한 정보전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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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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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증서버 및 용도별 무선망 분리

• (인 증) 인증서버(802.1x) 기반의 무선 보안인증(개인, 기기별) 적용

• (무선망) 

 업무용 : 내부망(NSAIN)

 업무용 : 의료기기망(DEVICE)

 외부용 : 인터넷(NSAOUT) ☞ 연결회선 물리적 분리

 고객용 : GUEST   ☞ 연결회선 물리적 분리

• (효 과)

 네트워크 그룹별 효율적인 정책 적용

 무선랜 접근시 사용자 개별 인증을 통한 기기 및 사용자 통제

 망혼용 위험 차단으로 무선랜 보안 및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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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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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Deep Discovery Anal
yzer

Control Manager

Deep Discovery
Email Inspector

Mail Server

Endpoint with
OfficeScan

Servers with Deep Security

Deep Security
Manager

OfficeScan
Manager

Deep Discovery Insp
ector

Mirror

1. 사용자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다운로드

2. DDI 탐지

3. 샌드박스 분석
및 의심스러운 객체들 생성

4. 의심스러운 값들 동기화

5. 의심스러운 객체들 동기화

6. 탐지된 의심스러운 객체들 격리

3. 주요 운영사례 > 악성코드 대응 솔루션

탐지 및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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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운영사례 > 악성코드 대응 솔루션

로그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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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APT C&C 통신 내부감염 행위 랜섬웨어 악성의심파일 이메일첨부악성파일

2017-2019 유형별 탐지 현황 추이

2017

2018

2019

3. 주요 운영사례 > 악성코드 대응 솔루션

유형별 탐지현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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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300,000

350,000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17-2019 수신 메일량

2017메일

2018메일

2019메일

0

500

1,000

1,500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17-2019 격리 메일

2017차단

2018차단

2019차단

3. 주요 운영사례 > 악성코드 대응 솔루션

메일 수신량, 격리메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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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대응 솔루션 구축

• (필요성) 신변종의 악성코드 대응을 위해 PC, 네트워크, 이메일을 종합적으로 탐지•

분석•차단 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구 성)

 PC, 네트워크, 이메일에 특화된 각 분야별 대응 솔루션 구축

 PC백신, 네트워크, 이메일 보안솔루션 로그를 기반으로 상호간 상관분석 모니터

링 가능하도록 구축

• (효 과)

 PC 외 네트워크, 이메일 등을 통해 전파되는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상관분석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솔루션으로 파악이 어려운 위협요인 조기 탐지

 샌드박스를 기반으로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로 부터의 위협에도 대응 가능

 기관 전체적인 내/외부로부터의 보안위협 요인 감소



국립암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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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기반의 의료기기

• (최근환경) 의료분야에 대한 IoT 기술의 접목과 각종 스마트 의료기기의 등장 등 의

료기기와 IT기술의 융복합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문 제 점)

 의료기기 플랫폼 표준화 안됨 : OS 보안 업데이트, 백신설치 등 제한됨

 각종 인증의 사각지대 :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외에 모니터링

용 의료기기 등은 각종 인증대상에서 제외

 IoT 의료기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의 생체정보 모니터링, 의료기기의 직간접

제어등에 관여

• (개선방향)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IoT 기반 의료기기의 통신패킷, 로그정보 수집등

을 통해 각 의료기기에 잠재되어 있는 보안위협을 탐지, 분석,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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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복합기

• (최근환경) 기존의 단순 복합기 기능을 넘어 자료의 저장과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위협요인을 지닌 트러블 메이커로 부상

• (문 제 점)

 복합기 메모리내 저장기능 : 통제가 불확실한 영역에 자료를 저장

 이메일 전송기능 : 외부로의 손쉬운 자료 유출

 네트워크 기반 저장기능 : 스캔 및 복사된 파일을 원격지 PC에 실시간 저장

• (개선방향)

 자산관리와 연계를 통해 정확한 디지털 복합기 자원현황 파악

 네트워크 사용신청 접수시 보안조치 체크리스트, 보안서약서 등 의무 징구

(위협요인이 되는 기능 및 환경설정 사전 제거)

 스캐닝 도구를 활용한 네트워크 사용 자원의 주기적 진단활동 수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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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복의 리더

최초에서 최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