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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보건의료 정보화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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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dium.com/@iotap/smart-health-and-iot-68125f95c405

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헬스케어 + IoMT + Cloud + 빅데이터 + AI (1)

▪ 개인의 건강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 맞춤형 진료 제공

▪ 헬스케어 분야의 ICT 기술진화에 따른 도전과제 : 데이터 무결성과 정확성, 프라이버시, 보안,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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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9. 12)

https://www.researchgate.net/fig
ure/Conceptual-Overview-of-
Connected-Smart-E-health-
Ecosystem_fig2_343124947

헬스케어 + IoMT + Cloud + 빅데이터 + A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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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9. 12)

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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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2021.4)

* 표본수 : 상급종합 42개소(전수), 종합병원 311개소(전수), 병원 217개(표본)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9. 12) https://qualstraconsulting.com/threat-vulnerability-risk-difference/

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의료분야 보안 위협

▪ 개인의 진료 기록, 생체 신호, 처방 내역 등 극히 민감한 데이터

- 유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상당한 침해를 줄 수 있는 민감성

- 의료분야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딥웹 등 블랙마켓에서의 거래 가치가 높음

- 랜섬웨어로 암호화된 의료 데이터를 비용을 지불하고 복호화하는 사례 빈번

- 의료기관의 취약한 정보보호 환경으로 공격 관련 투자 대비 효과가 큼

▪ IoMT, 클라우드 등 연결성 증가로 위협에 대한 접촉면 확대

- 센서와 게이트웨이 간의 통신 : 취약한 통신, 데이터 양 적음

- 수집 데이터를 취합하는 로컬/클라우드 서버 : 비교적 안전, 데이터 양 많음

▪ 신규 디바이스(IoMT 등) 및 레거시 시스템(EMR 등) 취약점

- 보안의 고려 없이 새롭게 등장한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자체 취약점

- 기존 의료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OS, APP 등의 SW 취약점

-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의료기관 등) 네트워크 등 인프라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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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9. 12)

의료분야 대표적인 보안위협 및 구간별 위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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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9. 12)

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2022년 의료분야 사이버 위협 전망(KH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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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의료기관 위협 탐지 현황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9. 12)

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의료기관 정보보호 현황

< 12 >

※ 출처 :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2021.4)

* 표본수 : 상급종합 42개소(전수), 종합병원 311개소(전수), 병원 217개(표본) 

DB보안

네트워크 보안

76.2

90.5

97.6

보안관제

95.2



1. 진료정보 보호 관련 환경

영상정보 인터넷 노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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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9. 12)

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침해사고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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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교 공격하다 대학병원 마비시켜
대학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처리 못해 이송과정에서 환자 사망

(미국) 앨라배마 병원서 자연 분만하다
탯줄 목에 감겨 영아 사망, 전산망 마비로 제때 조치 못했다고 주장



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침해사고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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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으로 NHS산하 40여개

기관 컴퓨터 사용 전면 중단 및 병원 업무 마비

(아일랜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의료분야

전산 운영 중단, 응급 등을 제외하고 모든 외래 예약 취소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9. 12)

[2021년][2020년]

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업종별 침해사고 발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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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0년]

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침해사고 유형별 발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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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의료기관 침해사고 신고 현황(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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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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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2021년 의료기관 공격 주요 사건



공격자
(해외IP)

원격접속

랜섬웨어
생성

파일
암호화

내부
개발용PC

원격접속 실행

원격접속

권한상승 랜섬웨어
생성

파일
암호화

실행

원격접속

랜섬웨어
생성

파일
암호화

실행

랜섬웨어
파일 삭제

PACS WAS 서버

PACS DB서버

OCS/EMR서버

계정탈취

계정탈취

계정탈취

▪ 원격데스크톱(RDP) 이용 접근 및 계정 탈취

- 영상자료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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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1) 광주 OO병원 침해사고

Unknown

Remote 

Services :

RDP

미확인/

랜섬웨어
(attic_10_f

ast.exe)

Users Prevents

Implements

Accomplishes

Users

Multi-Factor 

Authentication

Lateral 

Movement



▪ 개인 진료정보 유출 및 암호화

- 환자 개인에게 정보 공개 협박

외부IDC

공격자
(해외IP)

VPN WAS

침투

파일 암호화
원격접속

ARS 등
해외유포지

(호주/네덜란드)

PC 3대 등

DB서버

진료정보

침투

WEB

파일 암호화

1

2

3

4

5

6

6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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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2) 서울 OO병원 침해사고

Unknown
Limit Access 

to Resource 

Over Network

External 

Remote Service:

None

RAT(Remo

te Access 

Trojan)

(추정)

Persistence

Users Prevents

Implements

Accomplishes

Users



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3) 경기 OO병원 침해사고

< 23 >

▪ 취약 포트 스캔 중 원격제어 서비스로 무차별 대입공격

- 백신 삭제, 파일 및 영상자료 암호화, 2~3차 공격

Unknown
Limit Access 

to Resource 

Over Network

External 

Remote Service:

None

Brute 

Force/

랜섬웨어
(eking)

Persistence

Users Prevents

Implements

Accomplishes

Users

인터넷 인터넷

공격자(해외)

구관

신관

…

검진서버BITPACS

직원

직원

123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2019. 12)

▪ 외부에 개방된 원격데스크탑(RDP) 포트를 이용해 내부 사용자 PC 장악

▪ Dharma 랜섬웨어 자동화 공격도구(Toolbox.ps1)을 통한 내부 확산 공격(Lateral Movement)

▪ 다수의 내부 시스템을 경유하여 의료기관 중요 서버(EMR)에 접근 및 랜섬웨어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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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침해사고 현황

(4) 대전 OO병원 침해사고

Unknown Multi-Factor 

Authentication

Remote 

Services :

RDP

Dharma

랜섬웨어
Lateral 

Movement

Users Prevents

Implements

Accomplishes

Users



3. 의료기관 정보보호 추진 경과



2. 의료기관 정보보호 추진 경과
< 26 >

Strategy 1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보보호를 위해 의료법 개정

Strategy 3

·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개소

· 의료ISAC 개소

Strategy 2
예방 및 대응 조직 마련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백신접종위탁의원 랜섬웨어 백신 설치

Strategy 4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침해대응 예방 서비스 제공



2. 의료기관 정보보호 추진 경과

법 제도 마련

< 27 >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인지한 경우 긴급조치

※ 침해사고 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의료법(20.2.28. 시행)



2. 의료기관 정보보호 추진 경과

예방 및 대응 조직

< 28 >

200920092009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의결

201220122012

의료기관 관제추진

지방의료원15개소 가입

(현33개소)

201520152015

민간ISAC 확대추진

통신, 금융, 증권, 행정(4개)

→에너지, 교육, 의료

(7개,  ’17년)

201720172017

의료ISAC 설립기반마련

의료ISAC 설립준비

구축및운영예산확보

201820182018

의료ISAC 설립

관제센터 및정보시스템구축

2020

침해대응센터 개소

의료기관침해대응전담기구

-예방및 교육

-침해사고긴급조치및조사

22/37



2. 의료기관 정보보호 추진 경과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운영

▪ (명칭)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

※ KHCERT : Korea Healthcare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 (근거)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 2019.08월 관련 개정

▪ (전담기관)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전문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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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의료ISAC)

서울시광진구보건복지행정타운

문서저장소 / 민간의료기관

국고+ 연회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명 칭

소 재 지

참여대상

예 산

운영기관

2. 의료기관 정보보호 추진 경과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센터 운영

금융ISAC금융ISAC

지자체ISAC지자체ISAC

정보통신ISAC정보통신ISAC
의료ISAC*의료ISAC*

* ISAC :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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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정보보호 추진 경과

의료기관 보안관제

정보 수집 위협 탐지 정보 분석 침해 대응

✓ 트래픽 변화
추이 파악

✓ 동시 접속
정보 확인

✓ 유해 IP/

도메인 탐지

✓ 보안장비
/웹 서버
로그 점검

보안관제
이벤트 분석

종결 종결

관심

침해

정상 결과판
단

상황전파
/공유

경보발령

통합보안관제시스템
Rule Check

상황파악/분석

➢ DDoS

➢ 악성코드

➢ 악성메일

➢ 해킹시도

➢ 비인가접근

➢ 정보수집

사이버공격 네트워크 트래픽

보안장비 로그

웹 서버 로그

웹안전도/웹쉘
점검결과

초기
대응

현장
방문

사고
조사

보고/
사후조

치

주의

경계

심각

정상 특이사항 없음

위험도 높은 악성코드/해킹기법 출현

침해사고 일부 발생, 피해 확산 우려

침해사고 다수 발생, 피해 규모 증가

침해사고 전국 확산, 대규모 피해 발생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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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정보보호 추진 경과

홈페이지 위 변조 모니터링

홈페이지 악성코드 및 위변조 탐지 서비스 제공 절차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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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정보보호 추진 경과

분기별 분석 및 대응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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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정보보호 추진 경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지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 운영

전문기관 자율규제단체 (6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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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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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 지원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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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대응
센터

정보공유정보공유

교육·훈련교육·훈련

보안관제보안관제

취약점 분석취약점 분석

➢ 현장 의견 전달·요구

➢ KISA C-TAS 활용위협정보공유

➢ ISMS 인증 컨설팅 지원

➢ CIO 정보보안 교육

➢정보보안담당자전문교육

➢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침해행위사전탐지··분석

➢ 기술조사 및 연구

➢ 침해사고 예보·경보

➢ 침해사고 긴급조치

➢ 침해사고 복구 지원

➢ 취약점 분석·평가

➢ 보호대책 수립 지원

➢ 취약점 동향 파악

침해대응침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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