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2000-03

醫藥分業 實施에 따른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構築 方案

鄭 宇 鎭

李 相 昊

李 炅 浩

韓國保健社 硏究院



머 리 말

  2000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문성을 

발휘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 약제비 감

소를 이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의약일치의 의료

행에 익숙한 우리 나라 의료이용자  의료제공자에게 상당한 불편

과 불만을 래하고 있어 의약분업의 성공  정착에 많은 문제 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이용자와 의료제공자의 불편 

완화‧해소를 해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이라는 하나의 

안을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설계‧개발하 다. 원외 자처방 달시스

템은 국을 상으로 의료기 과 약국을 고속인터넷통신망으로 연

결하여 의료기 에서 발생하는 처방 에 한 리  약국에서의 처

방조제를 한 신속한 정보교환을 행하는 지식정보사회에 입각한 고

도의 정보교류체계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의료이용자는 조제 기시

간  약국탐색시간과 련된 비용 감효과, 처방  분실에 한 손

쉬운 처, 처방내역에 따른 정확한 조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이 을 얻을 수 있다. 한 의료기 은 처방 발행과 리비

용 감, 그리고 약국은 자료입력 비용 감소  조제 기시간 감소로 

인한 조제수입 증  등의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을 개발과 함께 개인 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자처방 의 보안을 한 각종 시스템 보안 

장치  안정  서비스를 한 책들을 제안하 다. 한 자문서

의 일종인 자처방 이 지니고 있는 법률  의미를 악하고, 종이



처방 과 같은 법  효력을 갖기 해 갖추어야 할 요건인 자서명

에 해 자세히 설명하 다. 한 이 게 개발된 원외 자처방 달

시스템 구축과 확 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의약분업과 련한 미

증유의 의료 란이라는 난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 과 약국을 설득하

여 2000년 6월과 12월에 2차례에 걸쳐, 의료이용자, 의료기 , 약국을 

상으로 자처방 달시스템의 편리성, 유효성, 안정성, 보안성과 경

제성에 한 장평가를 실시하고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경제  가치를 평가하 다. 이와 함께 정보의 제약성으로 

심각한 비효율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보건의료부문의 지식정보화를 

진하기 한 정책 안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

는 의약분업의 성공  정착과 보건의료부문의 지식정보화를 진하기 

한 독창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련 분야 학자  정책담당자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는 본원의 정우진 부연구 원의 책임하에 이상호 주임연

구원과 이경호 연구원이 참여하 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

구진들은 그동안 많은 조언  조를 아끼지 않은 보건복지부 계

과 한국통신, 메드밴, 비트컴퓨터  메디다스 등 련 업계 계자

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한 원고를 읽고 귀 한 조언을 

해 주신 본원의 이견직, 류시원 책임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연구진의 의견

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 둔다.

2000年 12月

韓國保健社 硏究院

院  長  鄭  敬  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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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Ⅰ. 硏究의 背景  目的

－ 우리 나라는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기능은 의사가,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기능은 약사가 담

당하도록 하여 문성 제고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 

약제비 감소, 약물 오‧남용 방지를 한 제도로서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 

－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의약분업은 의료이용자  의료

제공자의 불편과 불만을 완화하는 제도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

을 노정  

－ 본 연구는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 으로 두되고 있는 의료이

용자와 의료제공자의 불편 해소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

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

템을 지목하고 이의 구축방안을 상세히 제안하는 것이 목 임. 

－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 나라의 지식정보화 자원 즉, 고속인터넷통신망체계

의 유용성을 활용하여 의약분업제도의 불편을 완화함으로써 보

건의료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둘째, 미국을 제외한 선진외국에도 례가 없는 국망 시스템

을 순수 자체기술에 의해 독창 으로 설계‧제안함.

   ‧ 셋째, 의료이용자와 의료제공자간 처방  조제서비스의 달과 

수취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요소를 최소화하여 의료부문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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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등 효율화의 진 을 도모함. 

   ‧ 넷째로, 규제의 합리  완화와 제도  지원을 통해 의료이용자, 

의료기 과 약국이 외 으로 모두 상호 이익(win-win)을 취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함.

   ‧ 마지막으로 나아가서는 보건의료부문 비효율성의 고질  문제인 

의료이용자와 의료제공자간 정보의 비 칭성을 일부 해결하기 

한 방안을 제공함. 

Ⅱ. 醫藥分業 實施에 따른 國民不便 現況  問題點

－ 의료기  는 약국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는 통의학  

행에 익숙했던 의료이용자는 의약분업실시로 의료기 과 약국을 

동시에 방문해야 하고 처방에서 조제에 이르는 시간 즉, 처방 발

행 기시간, 약국탐색시간  조제 기시간이 증 되어 귀 한 

시간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 한 동시에 처방약의 구비여부를 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

정 이 약국,  약국을 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당일

에 약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제를 미루다가 조제를 포기하는 

등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증 되고 있음. 

－ 의료기 의 입장에서는 처방  발행과 리에 따른 비용 그리고 

약국의 경우 처방 자료의 입력  건강보험청구심사자료 작성 작

업으로 인한 인건비  리비 부담이 가 되는 실정. 

   ‧ 더불어 의료기 과 약국의 경우는 공히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

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비하여 이에 한 

비책이 마련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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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수기처방의 경우 처방내용의 오인으로 인한 약화사고  

책임소재 분쟁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며, 처방  ‧변조의 가

능성이 큼.

   ‧ 의사의 경우 처방 후 환자에 한 사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처방 이 문 약국으로만 집 되고 있어 지속 이고 심도있는  

복약지도를 해서는 동네약국으로의 처방  확산방안이 시

히 마련되어야 함.

Ⅲ. 電子處方傳達시스템의 具備要件

－ 의료이용자(환자)의 불편경감

   ‧ 조제 기시간 감소

   ‧ 약을 찾아 약국을 수차 해야 하는 불편해결

   ‧ 조제시 약국의 지리  제약 해결

   ‧ 처방 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문제 방지

－  의료기 (의사)의 불편경감

   ‧ 종이처방  사용에 따른 ‧비  비용 감

   ‧ 처방 의 수정가능성 방지를 통해 약화사고 발생가능성 감소

   ‧ 진료비 청구를 한 입력작업과 처방  작성 업무의 일원화

   ‧ 환자에 한 사후 모니터링 가능

   ‧ 처방시 약의 부작용  상호작용 정보 참고 기능

   ‧ 의료기  S/W와의 연계사용 가능

－ 약국(약사)의 불편경감

   ‧ 동네약국에로의 원외처방  분산가능성 획기  향상

   ‧ 환자의 약조제 신청시 환자도착  필요약을 구비하고 조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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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환 을 한 조제정보 입력비용 제거

   ‧ 약사 조제시 약의 부작용  상호작용 정보 참고 가능

   ‧ 악의  환자의 처방  조작문제 발생에 한 두려움 제거

   ‧ 체조제시 의사에 한 통보기능의 수월

   ‧ 약국 S/W와의 연계 사용 가능

－ 정부측면

   ‧ 의약분업의 성공 으로 安着을 한 토  마련

   ‧ 의사, 약사의 자발  참여유도로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 

   ‧ Web-EDI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 지 효과 창출 

   ‧ 원외 자 처방  달 모형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정보의 비 칭성 해소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

   ‧ 모든 의원, 약국 등에 정보시스템 구축의 가속화를 통해 국가보

건의료망의 완성도 향상 

   ‧ 정부의 정보화 사업의 요한 한 축으로 기여 가능

Ⅳ.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槪要

－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은 의료기 과 약국을 고속 인터넷 통

신망으로 통합하여 의료기 에서 발생하는 처방 에 한 리  

약국에서의 처방조제를 한 신속한 정보교환을 행하는 정보교류

체계

   ‧ 이 시스템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고속정보통신망의 인 라

를 이용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며, 병‧의원의 복합 인 정보환

경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일된 방법으로 수집‧변

환하고, 자료 달과정의 보안을 해 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된 자서명을 이용한 인증 차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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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 방간의 업무환경이나 로그램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

로간에 원활한 메시지 달을 하기 해서 통일된 자처방  표

서식을 사용하 으며, 국제 자문서 표 인 UN/EDIFACT(UN 

EDI for Administration, Commerce & Transportation)과 국내 한국

자거래진흥원(KIEC, Korea Institute for Electronic Commerce)에서 제

정하는 국내 자문서 표 인 KEDIFACT 규칙을 바탕으로 설계

－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소 트웨어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짐.

   ‧ 가입자 시스템: 의료기   약국 리 소 트웨어인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와 처방 달 API로 구성 

   ‧ 자처방  계시스템: 자처방  달을 한 계역할을 하

며, 각 사용자들의 창구역할과 송신된 처방 의 장  리를 

한 메일박스시스템, 체 계시스템의 리  처방 의 이

력 리, 사용자 리 등을 수행하는 운용 리시스템(Management 

& Administration System), 데이터 정보보안을 한 보안시스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자처방 달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업무의 효율을 해 병렬 로

세싱과 클러스터링 구조로 구성하고, 배치업무  온라인 업무가 

동시에 운용될 경우 처리성능 확보와 상호간의 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며, 내부자원(CPU, Memory, I/O)의 독립  확장 

 자원간의 간섭 상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  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함. 한 네트워크 구성은 처방 달 서비

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2 의 LAN Switch로 이 화하

여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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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의 保安性  安定性 確保方案

－ 자처방  보안 시스템 구성

   ‧ 일차 으로 방화벽을 통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원외 자처

방 달 계시스템으로의 근을 쇄

   ‧ 계시스템에 근이 인가된 사용자 에서 자처방  달 서

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에 해서는 공개키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상의 인증시스템(CA)을 통하여 인증서(Certificate)

를 발 한 후 디 토리 시스템에 게시되어, 처방  서비스에 가

입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공개키에 근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

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안 서비스 용 업무

   ‧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처방 의 안 한 송‧수신을 해 

보안 서비스가 용되는 업무는 크게 병원/약국간의 자처방  

달, 병원/약국간의 수정 처방 달, 병원/약국간의 체조제 내

역 달 등 3가지 경우

－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해 24시간 365일 무정  시스템, 장애

사  감시  방지 시스템 운용, 신속한 복구 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스템의 이 화  데이터의 Backup 등의 책을 마련함.

Ⅵ. 電子處方箋의 法的‧制度的 檢討

－ 최근 선진 각국에서 시행 는 제정 에 있는 자서명법은 의

의 자서명인 Digital Signature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 자서명법”은 공개키 암호기술에 기반을 

두는 방식의 Digital Signature를 법 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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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명의 특성

   ‧ 조 불가(Unforgeable): 합법 인 서명자만이 자서명을 생성

   ‧ 서명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자서명의 서명자를 불특정 다

수가 검증

   ‧ 부인 방지(Non-repudiation): 서명자는 서명행  이후에 서명한 사

실을 부인불가

   ‧ 변경 불가(Unalterable):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불가 

   ‧ 재사용불가(Not reusable): 자문서의 서명을 다른 자문서의 

서명으로 재사용 불가

－ 자처방 의 법  효력

   ‧ “ 자서명법” 제3조 ①항에서는 ‘공인인증기 이 발 한 인증서

에 포함된 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서명이 당해 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자문서가 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

되지 아니하 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처방 이 

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공인인증기 이 발 한 인증

서에 포함된 자서명생성키에 의해 암호화되어 송‧수신되고 

자서명검증키로 복호화되는 과정을 따르는 경우, 자처방 은 

자서명으로써 법 인 효력을 갖게되며, 송과정에서 그 처방

내용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법 으로 보장받게 됨.

   ‧ 자서명법과 함께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 자거

래기본법” 제5조에서 ‘ 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

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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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서는 자서명의 법  

효력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함. 나아가 제7조에서는 자

문서도 재  등에 있어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힘.

   ‧ “ 산망보 확장과 이용 진에 한 법률”의 제2조 제2호, 제17

조의 2 내지 5에서 자문서의 효력, 자문서의 도달시기, 자

문서의 내용추정, 자문서 등의 공개제한에 하여 규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서는 의사 는 치과의사의 서명 

는 날인이 있는 처방 을 합법 인 것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자서명도 인정함으로써 자서명법에 의한 방법으로 자서명

된 자처방 이 법  효력을 인정받게되는 기틀을 마련함.

   ‧ 미국의 경우, 1998년 미국 스콘신주의 항소심법원은 약사회

(The Board of Pharmacy)가 처방 을 자 송 시켜주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한 월그린(Walgreens)이라는 회사를 상 로 

 시스템이 의사가 직  처방하고 서명한 처방 만을 인정하는 

스콘신 주법을 반하 다고 제소한 결(Walgreen Co. v. 

Wisconsin Pharmacy Examining Board, 1998 Wisc. App.)에서  

회의 주장을 배척하여, 자처방 의 효력에 하여 정 으

로 악하려는 미국 스콘신 주법원의 노력을 보임.

Ⅶ.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評價

－ 시스템의 편리성, 안정성  만족도를 측정한 1차 평가결과,

   ‧ ① 자처방 의 발송  수신, ② 체조제 통보  내역확인 

등 기본 기능, 그리고 ③ 진료비 심사청구 업무와의 연계성, ④ 

송‧수신된 자처방 의 보안성, ⑤ 시스템의 안정성 등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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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시스템이 약국  의료기 에서 그 동안 사용하고 있는 다양

한 운  로그램들과 문제없이 연동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됨.

   ‧ 장시험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들이 평가한 본 시스템의 장 으

로 ① 약조제를 통한 환자의 조제 기시간 단축, ② 사용상의 

편리성, ③ 처방내역 달의 정확성, ④ 처방내역 수정  분실 

방지, ⑤ 환자가 조제를 받았는지에 한 사후 모니터링 가능, 

⑥ 진료비 심사청구를 한 입력시간 단축, ⑦ 약조제시 처방

약품 사 구비 편리 등

－ 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비용‧편익 분석) 결과

   ‧ 약국의 경우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을 해 투입되는 비

용은 처방조제건당 평균 226.77원이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

되는 비용  증 되는 수익은 처방조제건당 평균 419.89원으로, 

결국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처방조제건당 평

균 193.12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며, 약국 체로는 약 577억원의 

순편익이 있는 것으로 추산됨.

   ‧ 의료기 의 경우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을 해 투입되

는 비용은 처방건당 평균 2.59원이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

될 수 있는 비용은 처방건당 평균 14.70원으로, 결국 원외 자

처방 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처방조제건당 평균 12.11원의 순

편익이 발생하며, 의료기  체로는 약 36억원의 순편익이 있

는 것으로 추산됨.

   ‧ 환자의 경우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약되

는 약국 탐색  조제 기시간을 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883

억원의 사회  순편익이 있으며, 한 약국탐색 비용 약으로 

인한 사회  순이익은 연간 74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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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이용자(환

자) 련 사회  순편익은 1조 43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

산됨.

   ‧ 결국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체 사회  편

익은 약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량 으로 

환산되지 않은 만족도의 증가, 조제포기시( 는 투약연기시) 건

강악화 방지, 정보화 진에 따른 외부경제  효과 등을 포함하

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됨.

Ⅷ. 結論  政策提

－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의 문제 으로 두되고 있는 의료이용자

와 의료제공자의 불편 해소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

를 지원하기 하여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이라는 하나의 

안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국민불편 황  문제 을 

악하고 의약분업제도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 한 심

층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설계‧개

발함.

   ‧ 한 개인 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자처

방 의 보안을 한 각종 시스템 보안 장치  안정  서비스를 

한 책들을 제안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자문서의 일종인 

자처방 이 지니고 있는 법률  의미를 악하고, 종이처방

과 같은 법  효력을 갖기 해 갖추어야 할 요건인 자서명에 

해 자세히 설명함.

－ 자서명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에 근거한 자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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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의 명확화 필요

   ‧ 의료법 제15조 1항에서는 자서명을 인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처방 을 2부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행법상에서 자서명

된 자처방  사용시 종이처방 을 1부만 교부해도 되는가에 

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

   ‧ 자처방 의 경우도 종이처방 과 동일하게 수가를 인정받도록 

건강보험법 등 련법규 개정 필요

－ 자처방  표 서식 등 필요 내역을 고시하고, 종이처방 의 경

우도 ‧변조 방지 등 자처방 에 하는 최소한의 보안방법을 

명시해야 함.

   ‧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는 거래상 방간의 로그램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원활한 메시지 달을 하기 해서는 

통일된 자처방  표 서식의 사용이 필수

   ‧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처방 서식(PRESLP)  

체조제 서식(PRERTN)의 표 화를 통해 업체간 호환성을 유

도함으로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 처방 데이터 리 칙 마련

   ‧ 공공 는 민간 리에 한 기  마련

   ‧ 의료이용자의 동의 없을 시 상용목 으로 처방데이터 사용 제한

   ‧ 의료이용자가 개인자료를 이용해 약력 리 는 건강 리를 요

구하 을 경우에 그 개인에 해서만 자료를 분석하여 제공

   ‧ 의료이용자가 자신의 신상 자료를 삭제하고, 약력자료를 활용하

도록 허용하 을 경우 그 활용처가 공공복리에 반되는 경우는 

자료활용을 지

－ 자처방 의 공인인증기  인증 취득 

   ‧ 공인인증기 이 아닌 사설 보안시스템을 사용한 자처방 의 



26

경우 법 효력을 취득할 수 없으며, FAX 는 E-Mail과 마찬가

지로 종이처방 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모든 자처방 이 법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

시 공인인증기 의 인증서를 취득한 자처방 만이 법  효력

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처방 이 법 인 효력을 갖고 종이처

방 을 체하기 해서는 공인인증기 의 인증 취득은 반드시 

필요함.

－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칭 보건의료정보화기본법을 제정

하고 보건의료부문의 지식정보화를 강력히 지원해야 함.

   ‧ 보건의료정보의 종류, 표 화  D/B구축 방안 등

   ‧ 정부부처 상호간, 공공과 민간간 정보제공의 권리와 의무범  

   ‧ 원격진료, 자진료기록, 자처방  등 인정  리 방안

   ‧ 환자 정보의 비 유지와 공개의 원칙  범

   ‧ 환자의 자기정보에 한 알 권리  통제권 인정

   ‧ 보건의료정보  산자료의 수집, 보안  리 기반 구축

   ‧ 기타 보건의료정보화 진에 한 사항



第 1 章  序 論

第 1節  硏究의 背景  目的

  우리 나라는 2000년 7월부터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기능은 의사가,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기능

은 약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문성 제고를 통해 약물 오‧남용 방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 약제비 감소를 주목 으로 하는 제도이다.1)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던 시 에 의사는 진단과 치료 외에도 약

물의 조제  투약에 신경을 써야했고, 약사는 문진 등 진단행 를 

수행하여 비처방조제(속칭 임의조제)를 행하는 등 비 문 이고 복

인 과정을 통해 의료수요자에게 의료가 제공되었었다.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는 진단과 진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념하게 됨으

로써,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에 한 연구와 학문  심을 집 하

여 문 능력을 강화시키게 되고 이로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도모되는 기  터 마련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의사가 처방 을 발행하고 약사가 

조제‧투약하기 해 검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약품이 고의 

는 과실로 필요 이상 많이 투여되거나 잘못 사용될 소지를 없앨 수 

있고, 한 환자가 약국에서 안 성이 낮은 문의약품을 마음 로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 에 

1) 의약분업에 해서는 정우진(2000, 1999)과 정우진‧윤경일‧박 택‧남은우(1999), 정

우진‧박혜경(1998), 정우진‧윤경일‧이의경‧유정식(1997)을 참고할 것.



28

따라 약사의 조제‧투약을 받아야 하므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의약분업은 의료이용자  의료제

공자의 불편과 불만을 완화하는 제도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 을 

갖고 있다. 의료기  는 약국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는 통

의학  행에 익숙했던 의료이용자는 의약분업실시로 의료기 과 약

국을 동시에 방문해야 하고 처방에서 조제에 이르는 시간 즉, 처방  

발행 기시간, 약국탐색시간  조제 기시간이 증 되어 귀 한 시

간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한 동시에 처방약의 구비여부를 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이 약국,  약국을 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이러한 실패를 겪은 환자는 약을 처방한 의료기 과 

인 한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받으려는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 약을 

찾아다니다가 당일에 약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는 종이처방 이 분

실되는 경우 조제를 미루다가 조제를 포기하는 등 오히려 건강이 악

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 의사의 수기처방 으로 인해, 그리고 훼손

된 처방 의 단착오로 약사가 오독을 하여 환자의 건강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한 의료기 의 입장에서는 종이처방  발행과 리에 따른 비용

이 발생하며, 수기로 된 종이처방 을 발행하 을 경우 처방 발행, 

진료기록, 진료비청구자료 작성이라는 작업이 분리되므로 인건비 부

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약국의 경우 처방 자료의 재입력과 건강보험청구심사자료 

작성의 이 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리비 부담이 심각해 지게되

며, 환자가 오기 에 약을 미리 비할 수 없어 처방빈도가 낮은 약

에 한 처방 을 환자가 갖고 오면 그제야 약을 주문해야 하는 등 

고객 서비스  경 환경에 악 향을 주게 된다. 한 의료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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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은 동네약국의 경우 처방약 구비가 잘된 문 약국에 환자

를 빼앗겨 고객확보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불어 의료기 과 약국의 경우는 공히 종이처방 이 수정되었을 

경우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즉,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에 따른 불편  비용증가로 의료이용자, 의료기 , 약

국이 모두 분업의 원칙에 배되는 편법을 행할 가능성이 높고 의약

분업의 성공  안착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의약분업 실시와 

진 에 따라 의료이용자, 의료기 , 약국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제도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 으로 두되고 있는 의료이용

자와 의료제공자의 불편 해소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지목

하고 이의 구축방안을 상세히 제안하고자 한다. 원외 자처방 달시

스템은 의료기 과 약국을 고속 인터넷 통신망으로 통합하여 의료

기 에서 발생하는 처방 에 한 리  약국에서의 처방조제를 

한 신속한 정보교환을 행하는 정보교류체계이다. 원외 자처방 달

시스템 이용 시 의료이용자는 조제 기시간  약국탐색시간과 련

된 비용 감효과, 처방  분실에 한 손쉬운 처, 처방내역에 따른 

정확한 조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이 을 얻을 수 있

다. 의료기 은 처방 발행과 리, 그리고 약국은 자료입력 비용 감

소  조제 기시간 감소로 인한 조제수입 증  등의 혜택이 있어 의

약분업의 성공 인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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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본 연구는 우리 나라도 머지 않아 인구 고령화,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수요의 다양화, 의료보장범 의 확  등으로 막 한 의료비

의 증가  보건의료부문의 확 가 상되므로 거 하게 성장할 보건

의료부문의 낭비  요소를 이기 해 효율화노력에 역 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기 한다. 보건의료부문은 기본속성인 정보의 비 칭

성, 불완 성  비공유성으로 인해 국가경제의 타부문에 비해 비효

율 문제가 심각한 바, 개인정보의 보안성  공익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지식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21세기를 맞아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 등 보건의료부문의 

지식정보화 주요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가장 비용효과 인 보

건의료서비스를 공 하는 선도 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

여해야 할 것이다.2)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이라

는 역은 인터넷 기반이 폭넓게 확충된 미국에서만이 일부 도입 

기에 있으며, 기타 선진외국에서는 례가 없는, 순수 자체기술에 의

해 국내에서 독창 으로 설계‧제안한 시스템으로써 국민복리를 증

시키기 한 것이다. 본 시스템은 국 으로 표 화된 단일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발상은 원외 처방  발행을 강제화 하는 

의약분업안의 국 ‧동시다발  시행 그리고 고속인터넷통신망의 

범 한 보 이라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보건의료  정보인 라 환

경의 향이 크다.

  둘째, 우리 나라의 지식정보화 자원 즉, 고속인터넷통신망체계와 

의료기   약국의 경 리 로그램, 정보 달 로그램의 유용성을 

십분 활용하여 결합함으로써 의료이용자와 의료제공자간 처방  조

2) 보건의료부문 지식정보화를 한 규제개 에 해서는 정우진(200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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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서비스의 달과 수취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요소

(frictional factor)를 제거 는 최소화하여 보건의료부문의 낭비요소제

거 등 효율화를 진 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셋째로, 본 연구는 의료이용자, 의료기 과 약국이 외 으로 모두 

상호 이익(win-win)을 취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이다. 보건의료부문은 그 동안 경제주체간 립이 매우 팽배하게 

치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본 시스템은 의료이용자, 의료기 , 약국

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이용자와 의료제공자간, 그리고 의료제공자 상호간 

정보의 비 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문제를 완화하여 확 일로

에 있는 우리 나라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낭비  국

민지출을 감하기 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다는 이다. 

第 2節  硏究方法  內容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한 안으

로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먼  본장

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처방  련 우리 나라 산업 황  외국

의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국민불편 황  문제 을 악

하고 의약분업제도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 한 심층  검토

를 통해 바람직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 해 설계할 것이다. 

이를 해 요구도 조사  문가 회의를 통해 원외 자처방 달시

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 인 요건들을 환자측면, 의사측면, 약사측면 

 정부측면에서 악할 것이다. 그리고 자처방 의 메시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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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식, 자처방 달시스템과 의료기 과 약국의 시스템 연계 등 

바람직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모형을 개발하고 소 트웨어  

네트워크 구성에 한 기술  구 에 해 설명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설계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바탕으로 

개인 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자처방 의 보

안을 한 각종 시스템 보안 장치  안정  서비스를 한 책들을 

제안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각종 법률 검토를 통해 자문서의 일종인 자처방

이 지니고 있는 법률  의미를 악하고, 종이처방 과 같은 법  효

력을 갖기 해 갖추어야 할 요건인 자서명에 해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 게 개발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올바른 구

을 한 장평가 실시 결과를 제시하고 경제성평가를 시행하여 개

별 의료기 과 약국의 순편익과 사회  순편익 도출결과를 제시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과 련한 미증유의 의료 란의 난국에

도 불구하고 의료기 과 약국을 설득하여 2000년 6월과 12월에 2차례

의 걸친 장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1차 평가의 경우 의원  의료기

  약국을 상으로 한 자처방 달 시스템 모의 테스트를 통해 

당 시스템을 직  사용하는 의사  약사를 상으로 자처방 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처방  달 등의 기본서비스와 각종 부가서

비스에 한 평가와 향후 참여의사  선결요건 등에 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 2차 평가에는 병원  의료기 과 약국을 상으로 약 

520여명의 실제 환자를 참여시켜 자처방 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경

제성  편의성 등을 평가하 다.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최종 으

로 당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이 제공

하는 경제  가치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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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제6장에서는 술한 연구를 통해 결론과 정책제언을 도출하

다.

〔그림 1-1〕 硏究의 基本틀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모형 

개발

의약분업 제도 검토

외국의 사례검토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악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 자서명법  각종 련법

 －공인인증기  인증에 따른 법

 효력
 － 보안성 방안

 － 안 성 방안

 － 소 트웨어 구성

 －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1차 평가

   ‧의사  약사를 상으로 시스템의 

기본  부가 서비스 평가 

 －2차 평가

   ‧의사, 약사  환자를 상으로 시

스템의 편의성  효율성 평가

시스템에 한 요구도 조사

자처방 의 법 ‧제도  검토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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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節  電子處方箋 關聯 産業現況  外國의 事例 檢討

  1. 電子處方箋 關聯 産業 現況

가. 의료기   약국의 리‧운  로그램 보  황

  재 우리 나라의 경우 의료기   약국의 운 ‧ 리 시스템 보

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

나 의료기   약국 등 요양기 의 건강보험 청구 EDI 가입자 황

을 통해 보 정도의 유추는 가능하다.

  건강보험 청구 EDI 서비스는, 연간 3억 건이 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로 인해 요양기 과 심사기 의 진료비 청구  심사 지

업무가 날로 증함으로써 인력, 물자, 공간, 기회비용 등 연간 수

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의 감과 진료비 지 지연 방지, 심사 결과에 

한 투명성 확보 등을 해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던 진료비의 청구‧

심사‧지  업무를 산화 한 것이다. 의료기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 EDI 서비스를 받기 해서는 EDI 청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   약국에 운 ‧ 리 로그램을 매‧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부분 청구 로그램을 기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청구 EDI에 가입해 있는 의료기   약국에는 최소한 청구 

로그램이 제공되는 운 ‧ 리 로그램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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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의 요양기  수는 2000년 9월말 기 으로 약 60,442개소

에 이르고 있으며, 이  EDI 가입자수는 2000년 11월말 재 39,586

개소로 체의 65.5%에 이르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따라서 체 

요양기   65.5%의 기 에는 운 ‧ 리 로그램이 보 되어 있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약국의 경우 EDI 가입률이 80%가 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의약분업 이후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약

국 리 로그램의 보 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表 1-1〉 健康保險 請求 EDI 加入  現況

(단 : 개소, %)

종별 기  수1) 가입자 수2) 가입률 비고

종합병원 289 133 46.0 (3차기  포함)

병    원 669 141 21.1

의    원 19,340 10,540 54.5

치과의원 10,519 6,288 59.8

한 의 원 7,089 4,758 67.1

약    국 19,109 16,038 83.9

보건(지)소 3,427 1,688 49.3

합    계 60,442 39,586 65.5

註ː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2000. 9월말 재

    2) 한국통신 내부자료, 2000. 11월말 재 

  의원  치과의원의 경우 EDI 가입률이 각각 54.5%, 59.8%에 이르

고 있으나, 두 기 의 경우 2000년 8월말 재 건강보험 진료비를 

EDI 는 디스켓이 아닌 서면으로 청구하는 비율이 의원의 경우 

20%, 치과의원의 경우 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의원용 리 

로그램 보 률은 EDI 가입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측된다.

  소병원의 경우 상 으로 산화가 크게 뒤쳐지고 있어 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등 병원 리 산 로그램의 보 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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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종합병원 은 그보다는 조  나은 상황이다.

  따라서 반 으로 의료기   약국에 PC  리‧운  로그램 

보  등  산화율은 높은 수 으로 악되고 있어, 이러한 산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은 큰 문

제가 없는 것으로 악된다. 

나. 자처방 달 방식 황

  재 악되고 있는 자처방 달 방식은 웹방식, 스마트카드 방식, 

2차원 바코드 시스템 방식, 자문서 방식, 키오스크 시스템 방식 등 

크게 5가지 정도로 악되고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웹방식

  웹방식은 웹 라우 를 통해 의원과 약국이 처방 을 주고받는 형

식으로 자체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방식이다. 웹방식의 처방 달 시스템은 약국과 병원을 

웹상으로 연결한다. 따라서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별도의 S/W는 필

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해당 처방 의 약조제가 가능한 약국리스트를 보

여주고, 환자는 그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약국을 선택, 약도 등 지

리정보를 건네 받는다. 병원은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해당 처방 을 

인터넷으로 즉시 송, 환자가 약국에 도착하면 자신의 약을 바로 찾

아갈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자체 으로 의약품 물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어, 약국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래될 약품의 다량 다품종 보유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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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의료기   약국에서 기존에 의료기   약국 리‧운  

S/W를 갖고 있는 경우 웹방식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낸다. 우선, 웹방식의 자처방 달시스템을 이용하기 

해서는 기존 S/W와는 별도로 이 시스템을 이 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 이 있다. 의사의 경우도 처방정보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S/W

와 이 시스템에 이 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것은 건강보

험 EDI 청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 웹방식의 경우 정부공인인

증기 의 인증키를 이용한 자서명이 도입되고 있지 않아, 법 인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종이처방 의 보조 수단으로서만 활

용 가능하다.

  2) 스마트 카드 방식

  스마트카드 방식은 카드 속에 엄지손톱 크기의 IC칩이 내장되어 

8K bite에서 16K bite 용량의 사용자 정보(처방정보 등)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병원에서 처방  자료를 입력하면 약국에서 카드

를 읽어내는 것만으로 처방 데이터가 약국 로그램에 등록되도록 하

여 조제 시간을 이도록 개발된 처방 달시스템이다.

  스마트 카드는 동유럽 국가인 터키에서 스마트 카드에 한 특허를 

보유하고 이미 처방 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카드에는 처방정

보 외에 병력 리, 응 진료 정보 등 건강정보와 신용카드 결제 시스

템, 직불카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내장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 카드는 종이처방 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가지고 다니기 때

문에 처방 의 ‧변조  담합 가능성에 한 험이 없으나, 스마

트카드 련 특허권 문제, 환자에게 가장 큰 혜택인 조제 기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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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 있는 사  약조제가 불가능하다는 , 병‧의원  약국

의 신용카드 기피 행, 처방 입력  등록의 표  등 호환성 문제 

등으로 인해 확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 이 시스템도 마찬가

지로 정부공인인증기 의 인증키를 이용한 자서명이 도입되고 있지 

않아, 법 인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종이처방 의 보조 수

단으로서만 활용 가능하다.

  3) 2차원 바코드시스템 방식

  2차원 바코드는 기존의 선과 스페이스로 이루어진 단순 바코드와 

달리 문서상의 모든 내용을 기호화하여 표 할 수 있는 차세  바코

드로서 스페인에서 처방  발  시스템에 용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의료보험증에 기록된 개인의 신상  액형, 특이

한 병명 등 개인의 의료와 련된 내용을 이차원 바코드로 기록하여 

병원에서는 단지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개인의 신상기록  특이체

질에 한 기록이 의사의 진료시스템으로 이식되고 진료 후 처방내용

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 의 내용이 이차원 바코드로 자동으로 발

되며 발 되어진 처방 을 수령하여 임의의 약국에 제출하면 이차

원바코드를 스캔하여 처방 의 내용자동입력  수가계산을 실시한

다. 약국의 조제내용은 EDI에 의하여 국가의료보험공단으로 송되어 

자동 정산되며 추후 증빙자료는 이차원 바코드 처방 을 제출하면 된다. 

  2차원 바코드시스템을 활용한 자처방 달 방식은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방식과 매우 유사하며 단지 장 수단으로 IC칩을 이용하는가 

2차원 바코드를 이용하는가만 틀리다. 이 시스템이 처방 의 내용과 

련된 모든 사항이 환자자신도 알 수 없도록 바코드화 하여 발행되

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처방내용의 ‧변조도 간단히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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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등의 장 이 있지만 스마트 카드 방식과 마찬가지로 약조

제가 불가능하고, 모든 의료기   약국이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등 호환성 확보를 한 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정부공인인증기 의 인

증키를 이용한 자서명이 도입되고 있지 않아, 법 인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종이처방 의 보조 수단으로서만 활용 가능하다.

  4) 자문서 방식

  재 의료기   약국용 S/W를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여 상용 제

품을 매하는 업체만도 국에 1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자체 

산 을 운용하는 병원의 경우도 별도로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처방의 생성이 다

양한 어 리 이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 송된 처방 을 받아

서 처리해야하는 약국 어 리 이션도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

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S/W가 매우 다양한 만큼 처방 은 불특정 

다수(의사  약사)가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달되어야 한다.

  자문서 방식에서 자처방 은 국 병‧의원, 약국이 모두 인식

할 수 있도록 국가 표 자문서로 제정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었

으며, 동시에 수많은 어 리 이션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

록 하 다. 

  각 병‧의원의 어 리 이션은 각자 고유하게 리되는 데이터베이

스에서 처방 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표 서식을 생성하여 

계센터로 송하고, 약국 어 리 이션은 계센터를 통해 이를 받아 

자체 로그램에 맞게 자료를 처리하여 조제  EDI 청구용 D/B에 

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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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서 방식의 장 은 기존에 의료기   약국에서 의사  약

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던 로그램의 교체 없이 자처방 달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환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가 원

하는 약국을 지정하여 처방 을 송함으로써 약조제를 할 수 있는 

지정방식과 환자가 약국 방문 후 계센터로부터 처방 을 수신받는 

미지정방식이 모두 가능하다는 이 이 있다. 

  자문서 방식의 가장 큰 장 은 정부공인인증기 의 인증키를 이

용한 자서명을 도입함으로써, 법 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종

이처방 을 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키오스크 시스템 방식

  키오스크 방식은 병원  이상 의료기 의 처방 을 조제 문약국으

로 직  달해 주는 개념의 시스템으로서 자처방 달 무인시스템

이라 칭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라는 장치를 활용한 시스템이다.

  키오스크는 병원의 시스템과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과의 연계를 

실질 으로 구 할 수 있는 매체의 하나로서 이를 처방 달기능으로 

국한한다면 원무나 약제 로세스 이후에 사람을 신해 자처방  

달  종이처방  발  기능을 수행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키오스크는 단순한 처방  달 업무뿐만 아니라 진료 약, 수납, 진

단서 발 , 병원 안내, 기타 원무 행정 보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원무 행정효율화  경비 감에 기여할 수 있으며, 키오

스크 설치에 따른 병원 이미지 쇄신(정보화를 지향하는 병원)  환

자 서비스 마인드 제고로 경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수 있다.

  키오스크 방식의 경우도 일종의 자문서 방식으로서 키오스크를 

통해 병원의 시스템과 연결되는 자처방 달시스템은 체로 자문



序論 41

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키오스크 방식의 자처방

달 시스템의 경우 정부공인인증기 의 인증키를 이용한 자서명이 

도입되고 있지 않아, 법 인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종이처

방 의 보조 수단으로서만 활용 가능하다. 

  지 까지 재 논의되고 있는 자처방 달시스템 방식에 해 살

펴보았다. 각각의 방식들이 나름 로의 장단 을 갖고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의사  약사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지 않고, 시스템의 빠른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단한 자문서 방

식을 기본으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설계하 다.

  2. 外國의 事例

가.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최근 의사  약사의 과오에 의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

으며, 텍사스주의 경우 독이 어려운 수기(handwriting)로 인한 잘못

된 처방 에 해 의사, 약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고 결한 바 

있다. 재 부에서는 독이 어려운 처방 에 해 의사에게 $225,000

을 한 약사에게도 $225,000을 배상하도록 하 다. 

  이와 련하여 미국의사 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서는 알아보기 힘든 수기처방을 하는 의사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처방

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British Medical Journal, 1999. 12).

  미국에서는 매년 의료 과실로 인해 약 98,000여 명이 사망하는 것

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방 오류가 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밝 지고 있다. Medical Science Bulletin의 1997년 5‧6월호에서는, 

500건의 처방 에 의한 과실을 분석한 결과, 86.5%는 처방  독이 

가능했을 경우 피할 수 있었을 사고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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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자처방 이 종이, 화 는 팩스에 의한 처방  달에 비

해 안 하고, 쉽고, 효율 이며, 비용 효과 인 안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으며, 자처방 달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사  약국의 수가 증

가하고 있다. 

  일례로 Scriptfast社의 경우 의사  약사 멤버제로 운 하고 있으며, 

1999년 2월 Pennsylvania주 약사회(Board of Pharmacy)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해 128bit 암호체계하에서 처방 달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의사가 간단히 처방 정보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

면, 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약국에 실시간으로 달되기 때문에, 

읽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독이 어려운 수기 처방 에 의한 오

독의 험을 원천 으로 없앴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ProxyMed社의 경우 2000년 상반기에 온라인 처방 달 시스템을 사

용하는 의사의 수가 123% 증가하여 약 2,700명이 넘어섰으며, 참여 

약국수는 Walgreens, Eckerd와 같은 선도  약국체인을 포함하여 국

으로 확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보안에 한 규정

을 1998년 8월 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서 정한 보안과 자서명 기 (security and electronic signature 

standards)을 따르고 있어, 시스템의 안 성을 높 다. 

  1998년 미국 스콘신주`의 법원에서  시스템이 의사가 직  처

방하고 서명한 처방 만을 인정하는 스콘신 주법을 반하 다는 

제소에 해 기각한 바 있어(Walgreen Co. v. Wisconsin Pharmacy 

Examining Board, 1998 Wisc. App.)  시스템의 효력에 해 정 으

로 평가한 바 있다.

나. 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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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경우 본격 인 원외 처방 달시스템이 서비스되지 않고 있

으나, 병원내의 처방  조제에 자처방시스템(Electronic Prescribing 

System)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의 경우 무선시스템으로 운 되

고 있다.

  British Medical Journal(1999)에 의하면 의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상해율은 입원환자의 3.7%이고 이  13.6%는 치명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병원환자  3.7%가 심각한 약물 치료 과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처방시스템(Electronic Prescribing System)은 입원  외래 환자

에 한 처방, 입원환자 리기록, 임상  의사결정 지원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물처리 로세스 타임을 약 68% 감소시키는 

등 리비용 감  로세스의 신을 가져왔고, 환자에 한 서비

스 향상 등의 기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처방의 정확

성을 높여 으로서 의사의 처방오류를 여주는 장 을 가져왔는데, 

약 55%의 심각한 약물 오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JAMA 

1998).

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법 으로 종이처방 만을 인

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편의를 해 FAX를 이용하여 의료기 에서 

약국으로 처방 을 모사 송하는 형태로 FAX를 처방 의 보조  수

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처방 달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

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는 달리 원격의료의 법제화  

자진료기록부에 한 법성을 인정하고 있어 자기록  자문서

에 한 법 ‧제도  차원의 뒷받침은 앞서가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1998년 5월에, 작성한 의사 등의 책임이 명백하면, 

워드 로세서 등 소  OA기기에 의하여 진료록 등을 작성할 수 있다

고 결정한 바 있으며, 1999년 4월 11일자로 진료기록카드 등을 일정 

기 을 만족할 경우 자 으로 보존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자매체에 보존하는 경우에 다음의 3가지 기 을 확보하여

야 한다고 했는데, 

첫째, 고의 는 과실에 의한 허  입력, 수정 입력, 소거  혼동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둘째, 정보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 육안으로 독 가능하며, 서면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

셋째, 법령에서 정하는 보존기간 내에, 복원 가능한 상태로 보존할 것 

등의 기 을 만족하는 경우 자진료기록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의료기 에서는 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차트시스템의 도입이 확 되고 있으며, 종합병원 의 경우 거의 모든 

의료기 에 보 되고 있는 실정이다.



第 2 章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設計

第 1節  醫藥分業 實施에 따른 國民不便 現況  問題點

  1. 患  不便 現況

  의료개 시민연합에서는 지난 8월 21～23일(3일간)에 이어 10월 4～

6일(3일간)에 국의 약국 이용 조제환자 1,227명을 상으로 의약분

업 련 의료이용 실태  국민불편 사항에 해 조사를 하 다. 

  조사결과 분업 이후 의료서비스 반에 걸쳐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

게 여기는 사항은 ‘의료기 에서 약국까지의 이동’(29.9%)을 가장 불

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처방  발 이 복잡하고 기시간

이 무 길다’(27.3%),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25.8%)의 순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시, 분업 이 에 비해 추가  시간이 소요

된다고 답한 환자비율은 85.5%나 으며, 평균 추가소요시간은 42.4분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시간이 소요될 경우 ‘불편하며 참기 

어렵다’고 답한 환자비율은 44.7% 으며, 30～49세 이하의 활동연령층

일수록 불편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처방약이 없어서 조제시 두 군데 이상

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비율은 약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지난 8월 조사시의 24%에 비해 약간 어든 수치이다. 처방

약이 없어 약사가 체조제를 권유한 경우 이에 동의한 비율은 69.2%

이었고, 이  체조제 과정이 ‘불편하며 참기 어렵다’고 답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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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32.6%로 나타나 체조제 과정의 불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배송센터로부터 의약품을 기다린 경험이 있는 환자는 5.5%

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약 857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다. 약국에

서의 평균 조제 기시간은 약 22.8분으로 환자들은 약국 이용시 가장 

불편한 으로 장시간의 조제 기시간(27.9%)을 꼽았다. 

  환자들의 경제  부담도 증가하 는데, 체 환자  약 33.4%의 

환자가 분업후 의료서비스 이용시 추가  교통비가 소요된다고 답하

으며 이때 평균 소요비용은 약 2,90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

담  변화에 한 주  인식도에 있어서는 약 77.7%가 의약분업 후 

본인부담이 증가하 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8월 

조사시 61.4%에 비해 본인부담 이 증가하 다고 답한 경우가 16.3% 

증가하 다. 

  2. 醫師  藥師 不便 現況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사는 진단과 진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문 능력을 강화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  터 을 마련하는 정 인 계기가 되었

다. 그러나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으로써 의사  약사 입장에서는 기

존에는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선 처방내용이 외부에 유출됨으로 인해 처방변경에 따른 약화사

고, 책임소재의 논란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특히 수기처

방의 경우 처방내용의 오인으로 인한 약화사고  책임소재 규명을 

한 분쟁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악의 인 환자의 

처방  ‧변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 1982～1986년 스웨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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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3년 랑스에서 처방 의 ‧변조에 한 시험  연구(pilot 

study)가 수행된 바 있다.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연간 처방 의 ‧변

조 건수가 5년의 기간동안에 2배가 증가 으며, 체 처방  ‧변조 

 신경안정제나 환각제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62%, 진통제 는 

마취성분의 약이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조디아제

핀(Benzodiazepine; 정신안정제용 약물)계 약물이 체 ‧변조의 52%

를 차지해 단독 약물 그룹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랑스의 연구에서는 처방  ‧변조의 유형을 나 어 총 165건의 

‧변조된 처방 을 수집하여 분석하 다. 이러한 ‧변조된 처방

에 포함된 305개의 약물은 아편이 든 마취제, 벤조디아제핀, 암페타민

(amphetamine; 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 등이었다.  연구에서는 

‧변조된 처방 은 시 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잠재  오‧남용의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  고가의약품 등의 구매

를 한 처방  ‧변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의사  약사도 선

의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한 시 한 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의사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처방 후 환자가 처방한 

로 약물 치료 등을 받았는지에 해 사후 확인할 수 있는 기 이 없

어 불안할 수 있다. 즉, 환자에 한 사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약사의 경우도 처방 이 문 약국으로만 집 되고 있어 지속 이고 

심도있는 복약지도와 동네약국의 경 개선을 해서 동네약국으로의 

처방  확산방안이 시 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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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電子處方傳達시스템의 具備要件

  1. 醫療利用 의 不便輕減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수되는 민원의 상당부분은 

환자의 불편에 따른 불만 사항들인 것으로 악되고 있다. 

  의약분업의 성공  안착을 한 열쇠는 의료이용자인 국민(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으며, 바람직한 처방 달시스템은 이러한 불

편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가. 조제 기시간 감소

  의약분업의 시행과 더불어 의료이용자인 환자의 불편이 실화되고 

있으며, 그 에서도 장시간의 조제 기시간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고 있다. 분업시행 기임을 감안해도 평균 20～30분, 길게는 1시간이 

넘는 조제 기시간은 의약분업의 성공  안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은 의사가 진료를 보고 처방내역을 입력한 

후, 환자가 이용하는 단골약국 는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  송을 

요청하면, 처방내역이 요청한 약국에 실시간으로 달되어 약사가 즉

시 처방에 따라 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하는 시간동안 조제를 완료하여, 환자 도착시 조제약을 제

공함으로써 환자의 조제 기시간을 획기 으로 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약을 찾아 약국을 수차 해야 하는 불편해결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라 환자의 불편을 래하는 가  근본  이유 

에 하나는 지 까지는 의료기 이든 약국이든 한 번의 방문이면 되는

데, 분업을 하면 '병원 갔다 약국 갔다' 두 번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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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 에서 종이처방 을 받고 필요한 약을 조제받기 해 약국

을 방문하 으나 필요한 약이 없을 경우, 병환으로 불편한 심신을 이

끌고 다른 약국을 찾아 2차, 3차 해야 하는 극심한 불편을 래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처방 달시스템을 이용시 환자의 단골약국 

는 약조제를 요청한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내역을 통보 받고 필

요한 약을 미리 구해 환자 도착  조제완료하여 환자의 불편 경감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다. 조제시 약국의 지리  제약 해결

  환자가 의료기 에서 진료를 받고 원하는 약국으로의 약조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즉, 행선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제받을 약국을 

미리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시스템에 해당 처방 을 송

한 후, 환자가 지리 인 제약없이 자유로운 선택과정을 거쳐 원하

는 약국을 방문하여 자처방 을 수신받아 편리하게 조제를 받을 

수 있다.

라. 처방 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문제 방지

  질병으로 인해 심신이 불편한 환자, 특히 노인이나 유아를 동반한 

경우에 원거리의 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처방 을 분실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처방 이 손상되어 독이 불가능하거나 훼손된 처방

의 독 착오로 조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

되어 있다. 자처방 은 안 한 보안시스템을 용하여 통신회선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물론 인터넷상의 어떤 공격으로도 변조될 

수 없다. 변조된 경우 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며 변조 사실을 수

신자가 확인할 수 있어 송신자에게 재송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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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기록된 문자는 인쇄의 질에 따라 독에 어려움을  가능성

이 있으나 자처방 은 컴퓨터간 정확한 코드체계로 정보를 달하

므로 조제 시 처방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자처방 은 종

이처방 에 비해 휴 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2. 醫療機關의 不便輕減

  처방과 조제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던 과거 제도하에서는 처방내용

의 외부유출이나 처방내용 변경에 따른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었고 

책임소재 역시 명확했다. 처방 을 발행하는 의사입장에서는, 의약분

업의 시행으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처방내용의 외부유출, 

처방변경에 따른 약화사고, 책임소재의 논란 가능성 증가 등의 여러 

문제 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처방 달시스템은 이러

한 문제 의 해소를 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이 구 되는 인터넷

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은 개인의 라이버시에 해

당하는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처방 의 송‧수신이라는 행 에 해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즉, 단순히 종이문서에 비해 자문서가 가지

고 있는 문제 은 ‧변조가 용이하다는 것과 문서작성 사실 입증이 

곤란하다는 것, 그리고, 거래 상 방의 신원확인이 곤란하다는 것, 

송내용의 비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 등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

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안  인증 등의 안이 

사 으로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가. 종이처방  사용에 따른 ‧비  비용 감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자서명법 제3조에 의해 자처방 이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設計 51

종이처방 과 같은 법  효력을 갖게되어 이를 체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  용지를 구입하고 처방내용을 인쇄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는 데에

서 오는 용지구입비3), 는 린터 구입  유지보수비 등 각종  

비용과 인쇄소음 등 비  비용을 완 히 제거할 수 있어 의료기

의 경 수지와 의료환경에 정  효과를  수 있을 것이다. 

나. 처방 의 수정가능성 방지를 통해 약화사고 발생가능성 감소

  행과 같이 약사가 환자가 지참하고 있는 종이처방 에만 의존하

여 투약하는 경우, 처방 을 ‧변조하여 마약 등과 같은 약을 추가

하는 등의 행 를 방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

에서 종이처방 을 조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인 할시온정을 구입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의사가 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자 

인증(user authentication)을 통해, 자처방 의 발행자가 해당 의사임

을 불특정 다수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

하고, 약사도 마찬가지로 인증과정을 통해 확인된 의료기 의 의사가 

발 한 처방내용에 따라 조제를 행함으로써 의사가 처방한 약이 정확

하게 환자에게 투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 해쉬함수(hash function)와 공개키 암호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

해 처방 의 ‧변조  해킹의 험에서 완 히 벗어나도록 함으로

써 악의 인 환자가 처방 을 조작함으로써 래되는 문제에 한 의

사의 두려움을 원천 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3) 처방  2매 1부당 약 20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1일 평균 100명 정도의 환자를 진

료하는 의원의 경우, 한 달에 약 5만원(20원×100명×25일=50,000원), 1일 평균 약 

2,00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한 달에 약 100만원(20원×

1,500명×25일=1.0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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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료비청구를 한 입력작업과 처방  작성업무의 일원화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가 EDI로 진료비청구를 래 자료를 산 입

력해야 할 뿐 아니라 환자에게 원외처방 을 작성해주어야 하는 이

작업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그러나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이 구축되는 경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개인 PC의 의료기 용 로그램에 진료내용을 입력하기만 

하면, 진료비청구 련 자료는 의사 개인 PC의 진료비청구용 D/B에 축

‧보 되어 주기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송신되고, 약 처방내용

은 실시간으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즉각 송신되며, 환자용의 종

이처방 을 린터를 통해 출력되게 함으로써 이  작업에 따른 시간 

 인건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라. 환자에 한 사후 모니터링 가능

  의사의 경우 처방한 로 투약이 이루어지는지에 한 확인이 단

히 요한데,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이를 자동 으로 확인할 장치

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처방을 받은 환자가 투약을 받

았는지,  처방 로 투약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기 이 마

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약화사고에 한 책임소재 분쟁, 환자의 

투약 반응에 한 추 찰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서 임상  단의 

어려움 발생할 수 있다.

  환자입장에서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처방 을 지참하여 처방약

을 구비한 약국을 찾아 하거나, 오랜 시간 조제를 해 기해야 

하고, 처방 을 분실하거나 귀찮아서 조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곧 치료의 기를 놓쳐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거나 이에 한 

부수  치료비의 증가를 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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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약국에서 처방 에 따라 조제를 행한 경우  체조제시 

조제내역을 의사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

로써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분쟁에 따른 의사, 약사  환자의 불편을 

일 수 있고, 조제를 받지 않은(조제포기) 환자를 식별하여 환자치료

에 활용하거나 개별통지를 함으로써 환자가 기에 투약을 받도록 조

처함으로써 환자의 조제포기를 방지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처방시 약의 부작용  상호작용 정보 참고 기능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할 때 화면에서 처방하고자 하

는 약의 부작용  상호작용 정보를 참고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오류

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의료기  S/W와의 연계사용 가능

  자처방  달 기능의 추가를 해 의사가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

해오던 의료기  소 트웨어를 교체할 필요 없이, 기존 로그램에 

단지 통신모듈 소 트웨어의 추가만을 통해 자처방 달 기능을 추

가 으로 수행할 수 있어 기능추가에 따른 의사의 불편함이  없

도록 해야 한다. 

  3. 藥局의 不便輕減

가. 동네약국에로의 원외처방  분산가능성 획기  향상

  의약분업의 시행 이후 환자의 상당수가 문 약국에 몰리는 바람에 

문 약국은 조제 기시간이 길어지고 반 로 동네약국은 환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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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타격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외 자처방 달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을 여  수 있는데, 환자가 문 약국에 비

해 동네약국에게 조제 받을 가능성이 증가하여 조제가 분산됨으로써 

동네약국의 경 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나. 환자의 약조제 신청시 환자도착  필요약을 구비하고 조제 완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내역을 입력한 후, 환자가 단골약국 

등 원하는 약국에 약조제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지정한 약국

에 조제요청신호가 달되어 약사가 필요 의약품을 확인하고 자체 보

유하지 않은 의약품을 속히 주문하여 조제함으로써 환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보험환 을 한 조제정보 입력비용 제거

  행과 같이 환자가 가져온 종이처방 을 이용하여 조제하는 경우 

건강보험청구를 해서는 처방과 조제내용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

여야 하나, 자처방 의 경우는 의사가 입력한 내용이 약국 로그

램에 수신되어 그 로 는 다소 수정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의료보

험 청구를 해 불필요한 시간과 인건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라. 약사 조제시 약의 부작용  상호작용 정보 참고 가능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 조제약의 부작용  상호작용 정보를 참고

할 수 있어 처방  조제 오류 방지할 수 있다.

마. 악의  환자의 처방  조작문제 발생에 한 두려움 제거

  의사의 서명자 인증(User authentication)을 통해, 자처방 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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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해당 의사임을 불특정 다수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하에서 처

방 이 송신되고, 약사도 마찬가지로 인증과정을 통해 확인된 의료기

의 의사가 발 한 처방내역을 받아 조제를 행함으로써 의‧약사 이

외에는 처방 의 송‧수신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해쉬함수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악의  의도를 가진 환자의 처방  ‧변

조를 원천 으로 쇄하여 조작된 처방 에 따른 조제에서 오는 약화

사고  의료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바. 체조제시 의사에 한 통보기능의 수월

  행 약사법에서는 상용처방약 범 내에서 처방된 약을 약사가 

체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에게 동의를 득해야 하며, 상용처방약 

범  밖의 약을 체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제후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모사 송, PC통신 등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는 체조제의 경우뿐만 아니라 처방 로 조

제를 행하는 경우에도 조제내역이 의사에게 자동 으로 통보되고, 상

 의사의 통보사실 확인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화 하여 통보

에 따른 부담을 폭 경감할 수 있다.

사. 약국 S/W와의 연계 사용 가능

  자처방  달 기능의 추가를 해 약사가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

해오던 약국용 소 트웨어를 교체할 필요 없이, 기존 로그램에 단

지 통신모듈 소 트웨어의 추가만을 통해 자처방 달 기능을 추가

으로 수행할 수 있어 기능추가에 따른 약사의 불편함이  없도

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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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政府側面

가. 의약분업의 성공 으로 安着을 한 토  마련

  약물의 오남용 방지  의료서비스 향상 등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좋

은 취지에서 시행된 의약분업이 성공 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불

편을 최소화해 사회  혼란을 일 수 있는 토 를 제공한다. 

나. 의사, 약사의 자발  참여유도로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 

  의약분업의 참여주체인 의사, 약사의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  불

만을 최소화하여, 그들로 하여  의약분업에 자발 으로 극 통참을 

유도하여 분업의 조기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 국 인 시스

템 구축으로 동네약국까지 처방 의 분산을 유도하여 의료기 과 문

약국간의 담합행 와 같은 불법, 편법의도를 쇄해 분업의 안정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다. Web-EDI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 지 효과 창출 

  의료기   약국으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의료보험 청구‧

심사자료 송을 해 사용될 Web 망은 월 1～2회 사용에 그치고 있

으나, 처방  달시스템과 연계시, 구축된 인터넷망의 사용빈도가 하

루에도 수백회를 상회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에 따라 의료기

의 의료보험 청구 EDI의 가입동기 유발로 가입률을 히 끌어올

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 기타

  그밖에 원외 자처방 달 모형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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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통해 의료정보의 비 칭성 해소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모든 의원  약국 등에 정보시스템 구축을 가속

화 시켜 국가 보건의료망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 정부의 정보화 사

업의 요한 한 축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第 3節  電子處方傳達시스템 槪要

  1. 開發 槪要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의 역할이 처방/조제로 분리됨에 따라, 환자의 기시간 증가  이동

에 따른 비용 발생, 병‧의원의 환자 조제포기(처방을 받고 실제 조제

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 정보취득의 어려움  처방정보의 ‧변

조 가능성에 한 험을 방지하기 한 정보의 달체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제2 에서 기술한 구비요건을 만족할 수 있고,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하는 일반 업무시스템과 히 융화되어 사용자의 

편의를 극 화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고속정보통신망의 인 라를 

이용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며, 병‧의원의 복합 인 정보환경을 지

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통일된 방법으로 수집‧변환하고, 자료 

달과정의 보안을 해 자서명법에 의한 공인된 자서명을 이용

한 인증 차를 포함하고 있다.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개발을 하여 기, 기, 말기 포로토타

이핑의 단계에 맞추어 개발을 진행하는 단계별 로토타이핑 방법을 

도입하 다. 우선 기의 개념  포로토타이핑(conceptual prototyping)

에서는 시스템의 운   특성에 한 이해를 해 처방 이 달되

는 차에 한 분석을 수행하 으며, 요구분석 로토타이핑



58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1차
평가사업

시스템
보완

2차
평가사업

(requirement prototyoing)에서는 의사, 약사  환자의 요구도 분석을 

통해 요구사항을 상세화하 다. 기 과정으로 운  로토타이핑

(operation prototyping)에서는 악된 기능을 정보시스템으로 구체화하

는 설계작업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한 후, 1차 평가사업을 수행하 다. 

1차 평가(시스템 편의성, 안정성, 만족도 평가)의 결과를 토 로 자

처방 달 계시스템, 가입자시스템 API, 일반 응용시스템의 기능 보

완사항을 도출하고 시스템 설계 반에 한 재검토와 문제  해결을 

한 보완 작업을 거쳤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말기 과정으로 구  

로토타이핑(deployment prototyping)을 통해 서비스의 확 에도 문제

가 없는 안정된 시스템으로 개발하 다. 이 게 보완되어 실제 서비

스되고 있는 시스템에 하여 2차 평가(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시스

템의 사회  편익 등을 분석하고, 최종 완성된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림 2-1〕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開發 槪要

가. 처방 달시스템 개발 시 고려사항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계부분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

은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보안에 있는데, 이는 계에 따른 처리자료

가 처방 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 인 구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발하 다.

  첫째,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이식성, 운 성이 뛰어난 개방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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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으로 설계하 으며, 

  둘째, 의사  약사 등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에 따른 불편이 없

도록 최 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설계가 되도록 하 으며,

  셋째, 국내 최고의 자문서교환(EDI) 기술을 활용하 으며, 

  넷째, 개발 생산성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고려한 개발 툴을 활용

하 으며,

  다섯째, 분야별로 문인력을 투입하 고,

  여섯째, 방화벽(Firewall)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근을 제한하 으며,

  일곱째, 완벽한 보안을 해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보안  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

  여덟째, 의료정보망, 국민연  EDI 시스템 등의 구축 노하우를 극 

활용하여 구축하 다.

나.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기존 의료기  

 약국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을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

하여 사용하 다.

  첫째, 기존환경과 같은 개방형 OS인 UNIX를 사용하 으며, 

  둘째, 기존 환경에서 사용하던 서버와 같은 계열의 Sun 서버를 사

용하 고,

  셋째, 인터넷 표  로토콜인 TCP/IP를 사용한 통신을 활용하 다.

  가장 요한 안정 인 서비스 지원을 하여 서버 시스템  네트

워크 시스템을 이 화하여 하드웨어 인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서

비스가 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 처방  메시지의 안 한 

리  계시스템 운 과 데이터 리를 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한 이 시스템을 지원하는 체제로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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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내부 LAN  외부 LAN 환경과 통합하

기 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 다.

  첫째, 보안을 고려하여 별도의 서 넷을 구성하고 이를 방화벽

(fire-wall)을 통해 기존의 내부 LAN과 연계하도록 하 으며,

  둘째, 내부 사용자는 이  방식 로(투명하게) 새로 구성된 LAN을 

사용 가능토록 하 다.

  의원 는 약국과 같이 온라인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비 효율이 좋은 xDSL회선을 이용하여 온라인을 구성하 으며,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서버의 연결은 처리속도와 데이터용량을 

감안하여 ISP 백본에 속토록 하 다. 한 xDSL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의 속을 하여 모뎀을 통한 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확장

성을 도모하 다.

  네트워크 부하  시스템내부에서의 부하에 따라 한 밸런싱을 

해 네트워크 이어스 치  어 리 이션 서버를 채택하 고, 데

이터베이스는 공유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링으로 구성하며, 사고를 

비하여 상호간의 작업이양 계를 지정하여 안정성을 높 다.

  한 외부로부터의 불순한 근을 차단하기 한 방화벽을 채택하

여 보안성을 높 다.

  2. 處方箋傳達 節次

  의약분업으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처방 이 

작성되어 약국에서 조제되기까지 일반 인 흐름과 행 약사법에서 

명시한 처방  처리 차를 기 으로 처방  달 차를 정리한다. 

먼  일반 인 처방  달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 환자의 의료기  방문  진료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設計 61

2) 처방 의 생성: 처방 의 생성은 재 수작업 혹은 기존 사용 

인 병원업무용 어 리 이션이나 의원 리 어 리 이션을 이

용한다.

〔그림 2-2〕 標準 電子文書에 依한 處方箋의 傳達

병 의 원

A  병 원

B  병 원

C  의 원

표 준
전 자 문 서

표 준
전 자 문 서

A  약 국

B  약 국

C  약 국

약  국

상 호  이 해 할  수  있 는  표 준  형 식 으 로  전 달

3) 처방 의 송: 처방의 생성은 다양한 어 리 이션에서 이루어진

다.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여 상용 제품을 매하는 업체만도 국

에 100여 개 이며 자체 산 을 운용하는 병원의 경우 별도로 개

발하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송된 처방 을 받아서 처

리해야하는 약국 어 리 이션도 같은 상황이다. 처방 은 불특정 

다수가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달되어야 한다. 특히 국 병‧의

원, 약국이 모두 인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국가 표 자문서로 

제정도 가능한 형태이어야 하며, 수많은 어 리 이션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고려하고 표  서식을 정의하 다. 

각 병‧의원의 어 리 이션은 각자 고유하게 리되는 데이터베이

스에서 처방 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표 서식을 생성하여 

계센터로 송한다(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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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방 의 서버 장: 송된 처방 은 보안  인증 차를 거치며, 

계센터의 메일 박스에 장된다. 메일 박스에도 암호화된 상태

로 처방 이 장되므로 최악의 경우 처방 달 시스템의 해킹으로 

인해 처방 이 유출이 되었다 해도 처방  자료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도록 이  보안이 되도록 하 다. 처방 은 일반 인 E-Mail 

시스템과 다르게 송신시 수신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의

사의 처방 시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 할 수 없으므로 병‧의원

에서 특정 약국을 지정하여 송신할 수 없다. 환자가 자신의 단골

약국 는 동네약국으로 송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특정 약국으로 

송신할 수 있으므로 많은 처방 이 수신자의 지정 없이 송신될 수 

있다. 수신자가 지정된 처방 은 수신자의 메일박스에 장되고 

수신자가 없는 처방 은 공동의 메일박스에 장되는 개념이다. 

5) 처방 의 달: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여 미리 송한 경우(지정방

식 시스템, 그림 2-3 참조)에는 수신자의 메일박스에 장된 처방

을 자동 수신할 수 있으며, 환자 도착 에 수신하여 조제 비 

는 사  조제하고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조제약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지 않은 경우(미지정방식 시스템, 그림 2-4 참조)에는 공동의 

메일박스에 장되어 있고, 환자가 어느 약국으로 갈지 알 수 없으

므로 자동 수신은 할 수 없다.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 을 때 소지

한 처방 에 기록된 정보(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방  교부번호 

등)를 활용하여 해당 처방 을 계서버로부터 수신한다. 이 게 

수신된 처방 은 약국의 어 리 이션으로 자료를 달해 주게 된

다. 지정 방식은 약사가 수신하기 편리하며, 사 에 약 조제를 

가능하게 하여 환자의 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

나 환자의 요청이 반드시 필요하고, 병‧의원에서는 환자에게 문의

하고 약국을 지정하야 하는 추가 인 업무부담이 있다. 병‧의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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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고려하면 지정방식의 송신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미지정 방식은 병‧의원에서 처방  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계

센터로 송할 수 있고,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 은 있으나, 약국에서 환자가 방문한 시 에 처방 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 처방  교부번호를 입력해서 수신해야 하므

로 환자의 조제 기시간이 지정방식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 

〔그림 2-3〕 處方傳達 業務 흐름圖(指定方式) 

(약 국 지 정  송 신 )

환 자

1) 진 찰 2) 처 방 전  작 성

4) 인 증  및  송 신

6) 처 방 확 인 /조 제
   (사 전  조 제  가 능 )

7) 처 방 전  처 리 결 과

8) 조 제 약  제 공

3) 약 국 지 정

약 국 목 록  정 보  제 공

지 도  정 보  제 공

5) 처 방 전  수 신  및
     인 증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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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處方傳達 業務 흐름圖(未指定方式) 

환 자

1) 진 찰 2) 처 방 전  작 성

3) 인 증  및  송 신

6) 처 방 전  수 신  및
     인 증 확 인

7) 처 방 확 인 /조 제
   (사 전  조 제  가 능 )

8) 처 방 전  처 리 결 과

(약 국  미 지 정  송 신 )

9) 조 제 약  제 공

4) 환 자  방 문
  - 신 분 확 인

5) 환 자  처 방 전  검 색
  - 환 자  정 보  입 력

6) 약품조제: 달된 처방 이 약국 어 리 이션에 의해 화면에 표시

되고 이를 확인한 약사에 의해 조제가 이루어진다. 일반 으로 약

사는 처방  원안 로 조제하고 조제완료 처리를 하게된다. 약사가 

조제완료 처리를 하면 완료 정보가 계센터로 통보되고 처방  

정보에 기록된다. 처방한 의사는 약사의 조제완료를 확인할 수 있

어 의약분업 후 증가할 수 있는 환자의 투약포기를 검하고, 향후 

진료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효과 인 치료가 가능하다. 처방약의 

미비 등으로 조제가 불가능하여 환자가 다른 약국으로 갈 경우 약

사는 환자가 새로 방문하는 약국에서 그 처방 을 처리할 수 있도

록 조제포기 처리해 주어야 한다. 한 약국에서 수신한 처방 은 다

른 약국에서 동시에 수신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처방 은 기

본 으로 환자가 방문한 한 약국에서만 수신하고 확인할 수 있도

록 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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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조제: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에 의하면 상용처방약 범

내에서는 처방된 약을 약사가 체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에게 

동의를 득해야 하며, 상용처방약 외의 약을 체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제 후 의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그림 2-5 

참조). 재 체조제에 한 논란이 많으나 원외 자처방 달시

스템에서는 행 제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다. 체조제에 

한 통보를 정의하기 해서 통보에 필요한 표  서식을 정의하

다. 기본 으로 의사가 처방한 원처방 과 연계 할 수 있도록 하

고, 원처방 에서 변경한 내역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처방  표  서식은 법에서 고시한 처방  양식을 근간으

로 산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 을 극 화하기 한 데이터 항

목을 추가하 으나, 체조제내역서는 행 제도에서 특별히 정의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처방 과 연계, 변경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도

록 별도로 설계되었다. 화 는 FAX를 통한 통보는 별도의 리 

차를 거쳐야 하나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특별

한 작업 없이 어 리 이션으로 데이터의 입력이 가능하다. 

   체조제 이외에 약사가 처방내용에 한 문의가 있는 경우 는 

의사와 의사 달이 필요한 경우 반 로 처방의사가 처방 에 기록

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조제 약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를 

하여 일반응답서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일반 인 인터넷 서비

스의 채 과 유사한 기능이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용자간에 의사

달을 지원할 수 있다. 일반응답서도 처방  리 차와 동일하

게 Backup 보 되므로 상호간 증빙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보

통의 채 은 장 리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응답서도 동

일한 보안체계를 따르므로 정보의 유출 우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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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代替調劑(通報) 業務 흐름圖

병원

처방전 중계시스템

1) 처방전 송신

약국

2) 처방전 수신

5) 처방전 처리결과

6) 대체조제
    내역 확인

4) 대체조제
    내역송신

대체조제 (통보)

3) 처방확인 및
    대체조제 작성

  3. 시스템 機能 定義

  시스템을 크게 사용자 인증, 처방  송신, 처방  수신, 처방  상

태조회, 부가기능의 5가지 부문으로 구분하 다. 각 부문은 다시 세부

기능으로 나뉘고( 를 들어 사용자 인증부문의 경우 로그인, 버 검

사, 자동다운로드, 보증서 인증, 보증서 재발  신청, 알림기능 등의 

세부기능으로 나뉨), 그 기능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한 설명은 아

래의 <表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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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 시스템의 機能 定義

구분 세부기능 기능설명 비고

사용자

인증

LOGIN

‧ 계시스템 속이 빈번하므로 시스템 

 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기 하여 

송/수신, 각종 조회 작업시 최  1회만 

실시

‧ 사용자 ID/PASSWORD 송신하여 

사용자 인증키를 발  받음.

‧ 인증 성공 후 사용자 인증키로 

계시스템에 속

송신, 수신 상태

조회 시 각각의 

API 내부에서 자

동 으로 수행됨

버 검사

‧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버 을 검사하여 Upgrade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단  기능으로 달함.

‧ 로그램, 약국정보, 약품정보, 

체약품정보, 기타 부가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정보(택배정보, 지불보장 

정보 등)

자동다운로드

‧ 사용자시스템에 설치된 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환경, 데이터의 일  

변경 는 Upgrade를 자동으로 수행 

하는 기능

‧ 환경설정 일 수정

‧ 약국정보, 약품정보, 체약품정보, 

기타 부가정보 자동다운로드

‧ 통신속도를 감안하여 자동다운로드 

일에 한 자동 압축/해제

보증서 인증

‧ 메시지 보안 련 사용자 인증

‧ 송신, 수신 시 보증서 암호 입력

‧ 로그램 시작 후 최 로 수행하는 

송신, 수신 작업시 1회 입력

‧ 로그램 종료시까지는 보증서 암호 

입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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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 계속

구분 세부기능 기능설명 비고

사용자
인증

보증서 
재발 신청

‧ 보증서 분실시 보증서 재발  신청 재발  신청  
API 이용

알림기능

‧ 장애  서비스 일시 단 등의 알림 

  기능

‧ 송수신, 상태조회 API에서 자동 수행

처방

송신

미지정 송신

‧ 송신정보 일과 데이터 일 생성

‧ 송신정보 일내에 수신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신

‧ 송신결과 일(송신결과, 송신시간, 메시 

지 ID 등)을 참조

‧ 송신 API이용

‧ 같은 처방  

발행번호로 

송신시 계 

시스템에 등록 

불가

‧ 단, 취소후  

동일한 처방   

발행번호에 

해서는 

재송신 가능

‧ 여러 개의 

처방  동시 

송신 가능

‧ 송신성공시 

계시스템에 

메시지 ID 

정보 제공함.

지정 송신

‧ 약국정보리스트를 참조하여 약국지정

‧ 송신정보 일과 데이터 일 생성

‧ 송신정보 일내에 수신자를 명시하여  

송신

‧ 송신결과 일(송신결과, 송신시간, 메시 

지 ID 등)을 참조.

체조제 

송신

‧ 송신정보 일과 데이터 일 생성

‧ 약국에서 체조제시 체조제 내역 

송신

‧ 송신정보 일내에 수신자 ID(원처방  

송신 병‧의원)를 명시하여 송신

‧ 송신결과 일(송신결과, 송신시간, 메시 

지 ID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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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 계속

구분 세부기능 기능설명 비고

처방
수신

지정 수신

‧자신에게 배달된 신규처방  수신

‧수신과 동시에 계 처방  상태는 “조

제 ”으로 변경

‧재수신 필요시 “환자명, 주민번호, 처방

 발행번호” 등을 이용하여 재수신 가

능

‧재수신 여부는 

필수정보 입력

시 재수신가능

(조제 )

‧지정처방 인데 

타약국에서 수

신할 경우

 -“조제 ”:수신

한 약국의 정보

를 제공

 -“처방 발행”:

수신가능

‧유효기간이 지

난 처방 은 수

신 불가

미지정 수신

‧필수정보(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처방

발행번호)를 이용하여 수신

 필수정보는 약국의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조정 가능 

‧미지정 수신시 이미 다른곳에서 수신하

여 “조제 ”인 처방 에 해서는 처방

 데이터 신 조제 인 약국명, 화

번호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치토록함

(이때 문서서식은 일반응답서(GENRES) 

형식사용).

체조제 수
신

‧자신에게 배달된 신규 체조제 수신

‧지정 수신과 같은 형식으로 수신

‧수신과 동시에 체조제의 상태는 “ 체

조제확인”으로 변경

처방
상태조회

조제완료
‧수신하여 조제가 완료되면 해당 처방

의 상태를 조제완료로 변경 ‧처방 을 수신

한 경우 모든 

처방 에 개해 

조제완료/포기

의 상태변경을 

해야 함.

‧상태변경을 

한 값으로는 메

시지 ID를 이용

한 상태변경API 

이용

조제포기

‧수신하여 조제가 불가능할 경우 처방

의 상태를 조제포기로 변경

‧조제포기된 모든 처방 은 미지정 신규 

처방 으로 변경

처방  취소

‧송신한 처방 에 한 상태를 취소로 변

경

‧수신자가 수신한 처방 에 해서는 취

소 불가

‧취소불가의 경우 해당 사유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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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 계속

구분 세부기능 기능설명 비고

처방
상태조회

처방 의 
재 상태 

조회

‧ 송신한 처방 의 재 상태를 조회

 - 처방 상태, 수신자, 상태변경시간 

등의 정보제공

‧ 여러 개의 처방  재 상태조회 가능
 

처방 의 
History 정보 
조회

‧ 송신한 처방 의 History 정보를 조회

 - 상태별 변경시간  행 자 등의 정보 

제공

부가기능

단문메세지 
송/수신

‧ 자문서 GENRES를 사용하여 메시지 

교환

‧ 처방  송/수신 API를 이용하여 

송/수신

‧ 수신시 문서타입에 따라서 처리

‧ 사용자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처방 / 
일반메시지 
구분

‧ 지불보장, 
택배서비스 등 
은 향후 
서비스를 비 
하여 필요 자료 
항목 생성

 

지불보장 
서비스

‧ 향후 서비스를 비하여 항목 입력화면 

필요

‧ 처방  달시 정보 일내의 지불보장 

서비스 이용 여부, 지불 액 명시하여 

처방  달

택배 서비스

‧ 향후 서비스를 비하여 항목 입력화면 

필요

‧ 처방  달시 정보 일내에 

택배서비스 이용 여부 표시, 서비스 

이용시 택배 주소지  화번호 명시

약국 정보 

제공

‧ 약국정보 제공시 약국명, 화번호, 

주소 등 기본정보 외에 부가정보 제공

 - 약국정보는 매일 최  1회 변경을 

원칙으로 함.

 - 사용자의 경우 최  속시 변경된 

약국정보 자동 다운로드

 - 주소, 화번호 정보를 이용한 

지도정보 서비스 API 제공(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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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 계속

구분 세부기능 기능설명 비고

부가기능
약국의 

업개시 
여부서비스

‧ 약국의 업개시 여부 확인 기능

‧ 약국은 로그램 실행시 계시스템에 

업개시 여부를 알려 으로써 병원 

에서 지정 송신시 수신 약국의 업 

개시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을 송신 

한다.

‧ 약국이 업을 하지 않는 경우 비 업 

API를 이용하여 비 업 상태를 설정 

하여 다.

第 4節  電子處方箋 管理

  1. 電子處方箋의 生命週期

  자처방 의 생명주기란 자처방 의 송신, 수신, 소멸 등 체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의 소멸이란 일반사용자가 계시스템을 통하

여 처방 에 근할 수 없게되는 상태를 말하며, 장기간 는 유

효기간의 경과, 의사의 처방취소, 약사의 조제완료 등의 경우가 해당

된다.

  처방  정보의 생명주기는,  

1) 의사(병‧의원)의 환자 진료에 따른 처방의 생성으로부터 시작, 

2) 처방  송신  서버 장, 

3) 약사의 처방  수신 이 에 처방 내용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처방

의 취소 가능, 

4) 약사의 처방수신(환자의 방문 혹은 지정방식 수신), 

5) 수정/ 체 요청  이에 한 의사의 수용이 있을 경우 처방의 삭

제와 이에 따른 신규처방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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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조제 결과 의사 수, 

7) 약사의 조제완료 처리로 이루어진다.

  정상 인 업무처리 흐름이외에 시스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으로

1) 조제 완료된 처방 은 일정 보 기간이 경과되면 Backup 시스템으

로 옮겨지고 계시스템의 서비스 상태에서 삭제,

2) 수신하지 않은 처방 의 유효기간 만료,

3) 송신자의 요청에 따른 시스템 운용자의 종료처리(수신되지 않은 처

방 에 한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6]은 처방의 생명주기를 나타내며 처방이 재작성  삭제될 

수 있는 시 을 나타낸다. 의사에게서 발생된 처방내역은 약사의 

수 후 환자에게 조제되기 이 에는 수정을 할 수는 없으며, 약사가 

수신이 에 처방 을 작성한 의사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재송신 

할 수 있다. 일정기간이 지난 처방은 자동으로 삭제 처리된다. 이 듯 

간에 취소되거나 재발송되는 경우나 정상 처리된 경우 처방의 생명

주기는 완료된다.

  본 에서는 업무처리 흐름에 따른 처방  메시지의 흐름을 정의하

고 각 사용자 기능에 따른 처방  메시지의 상태 변화를 처방 을 

리하는 계시스템 부문, 처방 을 송신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병의원 부문, 처방 을 수신하여 조제  조제포기 

처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체조제 업무를 수행하는 약국부문으로 

구분하여 처방 의 변화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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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處方의 生命週期

의사/의원 처방전 작성

환자 진료

Local Server

처방전 저장

삭제요청(의사)

재작성

약사처방전 접수

처방전 조제

처방전 삭제

삭제요청(의사)

1.수정처방 요청(약사)2.인증(의사)후 재발행

1.대체처방 통보(약사)

환자

2.대체처방(약사)

4.수정처방(의사)

3.수정처방처리

약 인수

처방전 완료

처방전 미처리

(일정기간 후 삭제)

  

  2. 電子處方箋의 狀態

가. 처방  상태

  의료기 에서 자처방 이 생성되고 약국으로 달된 후 의료기

으로 다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까지 자처방 의 상태는 아래 <表 

2-2>와 같다. 의료기 에서는 의사가 자처방 을 송하면 처방 이 

신규 등록된 상태(처방 발행)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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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2〉 處方箋 狀態

구분 상 태 설 명

의료

기

 처방  발행 처방 을 계서버에 송신한 상태

 처방  취소 등록한 처방 을 약국에서 수신하기 에 취소한 상태

약국

 조제 자동 는 수동으로 처방 을 수신한 상태

 조제 포기 수신한 처방 의 조제를 포기한 상태

 조제 완료 수신한 처방 의 조제를 완료한 상태

 체조제 발행 수신한 처방 의 조제를 체조제한 상태

 원처방 종료 약국에서 체조제를 송신한 경우 원처방 은 원처방 

종료 상태로 변경된다.

 체조제 확인 처방 을 계서버에 송신한 상태

  신규 등록된 처방 은 약국에서 수신하기 이 까지는 송신한 의료

기 에서 취소할 수 있게된다. 약국에서 수신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의료기  측면에서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약국에

서 수신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조제가 되었거나, 되고있는 상태이므로 

의료기  일방 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처방의 잘못이 발견되

거나 반드시 취소해야 할 경우를 지원하기 하여 이미 수신된 처방

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신한 약국명, 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하여 오 라인으로 약사의 조를 요청해야 한다. 신규 등록된 상태

이외에 약국에서 수신 후 조제를 포기한 경우에는 의료기 에서 처방

취소가 가능하다.

  처방  발생 상태의 처방 을 약국에서 수신하면 처방 은 조제  

상태로 변경된다. 이 상태는 약국에서 수신하고 조제가 진행 인 상

태이다. 일반 인 메시징 시스템에서는 수신자가 수신한 경우 메시지

의 달 차가 종료되는 것이나 처방 달시스템의 경우 약국에서 처

방 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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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에 따라 조제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처방 의 

수신이 처방  생명주기의 종료로 처리될 수 없다.

  약사가 수신한 처방 은 조제완료 상태나 조제포기 상태로 변경되

어야 한다. 조제완료는 약사가 조제 후 환자에게 조제약을 제공하

다는 최종 처리상태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처방 의 생명

주기가 완료되는 것이다. 약사가 조제완료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의

사는 환자가 조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약국 시스템 구  시

에는 반듯이 조제완료 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방  수신 후 약사는 두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한가지가 앞

에서 기술한 조제완료이며 다른 한가지가 조제포기이다. 조제약이 

비되지 않았거나 약국 는 환자의 사정에 의해 조제가 불가능할 경

우 환자는 처방약을 복용해야하므로 다른 약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

다. 조제  상태인 처방 은 다른 약국에서 수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약국은 조제포기 처리를 해야한다. 조제포기된 처방 은 처방  등록 

상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지 처방  등록 시 지정방식으로 

송된 처방 은 지정한 약국에서 조제포기를 한 상태이므로 미지정 처

방 으로 처리된다. 즉, 환자는 조제가 가능한 어떤 약국으로도 이동

이 가능하다.

  기본 으로 한 처방 으로 처리되는 상태변화는 설명되었으며, 처

방  이외에 연 된 문서가 발생하는 상태는 다음과 같다.

  체조제에 한 논란이 많으나, 행 제도의 기 하에 체조제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 에서 송신된 처방 과 약국에서 송되는 체

조제 내역이 상호 연 되어 변경된다. 약국에서 체조제내역을 작성

하여 처방  송신 의료기 으로 송신하면 체조제내역 메시지는 

체조제발행 상태이며, 이와 연 된 처방 은 원처방 종료 상태가 된

다. 의료기 에서 처방 의 상태를 확인하여 원처방종료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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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제 내역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체조제내역은 처방 을 

송신한 의료기 으로 지정되어 송신되므로 의료기 에서는 자동수신 

기능이 구 된 경우 자동 으로 수신하여 내부 리 응용시스템에 

용할 수 있다. 이 게 체조제내역을 의료기 에서 수신한 경우 

체조제내역 메시지는 체조제확인으로 변경되고 체조제내역서의 

생명주기도 종료하게 된다.

나. 처방  상태 이

  처방 의 상태 이는 아래와 같은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그림 2-7 

참조).

 ○ 처방  는 체조제의 발행자가 송신자가 된다. 

 ○ 처방 의 경우 약국을 지정했다면 지정된 약국이 수신자가 된다.

 ○ 약국 미지정의 경우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후, 계서버로부터 

해당 처방 을 검색한 약국이 수신자가 된다.

 ○ 체조제의 경우 원처방 을 발행한 의원이 수신자가 된다.

 ○ 처방  는 체조제의 조회 권한은 송‧수신자로 제한한다.

 ○ 처방 의 조제 과 조제포기는 처방  유효기간 내에서 반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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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處方箋 狀態 轉移圖

1. 처방전  발행

2. 처방전  수신

(조제중 )

8. 조제완료

3. 조제포기

7. 원처방종료

4. 대체조제

발행

6. 처방취소

5. 대체조제   수신

(대체조제  확인 )

처방전  수신

의사의  처방전

취소요청

약사  조제

불가처리

타  약국  수신

정상  조제

대체조제에  따른

원처방전의  종료

대체조제  수신

약사의

대체조제  송신

처방전  흐름

대체조제  흐름

  3. 病‧醫院 部門에서의 處方箋 흐름

가. 처방  발행

  처방 의 발행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내용을 입력한 후, 

“처방 ” 버튼 클릭을 통해 처방내용을 송함으로써, 처방 을 발행

하게 된다. 처방  발행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용된다.

 ○ 처방 은 암호화된 원본을 장한다(DB에 1부, 백업용 FILE로 1부). 

 ○ 동일 가입자가 복 처방 발행번호를 등록할 수 없다.

 ○ 처방 발행번호는 일련번호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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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래와 같은 차를 거쳐 처방  등록이 이루어지게 된다.

 ① 복 처방 발행번호 검사(가입자 ID + 처방 발행번호)

 ② 처방  마스터테이블(Pre_Message)에 처방  장

 ③ 처방선 송신 LOG 생성 → 운용 리시스템 DB로 환 

 ④ 처방 백업용 일 생성

 ⑤ 송신결과 송

나. 처방  취소

  의사가 처방  발행 후, 처방에 오류를 발견하여 처방 을 취소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약국에서 처방 을 수신하기 이 에 

만 취소가 가능하며, 약국에서 이미 처방 을 수신하여 조제를 하는 

경우에는 처방 을 취소할 수 없다.

 ○ 약국에서 처방 을 수신하기 이 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처방 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① 취소 가능여부 검사

 ② 처방  마스터테이블 상태변경(처방 취소)

 ③ 처방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처방  수신 약국정보 확인  일

반응답서 통보 메시지 작성

 ④ 작업결과 송

다. 원처방 종료

  약사가 체조제를 하는 경우 체조제의 상이 되는 처방 은 생

명주기를 종료하게 된다. 이때 이 처방 에 한 상태를 원처방 종료

로 자동 변경된다. 원처방 종료는 의사가 송신한 처방 의 상태를 조회

하는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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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변경은 약사에 의한 체조제 발행에 의하여 자동으로 변경되

나 상태의 확인 주체는 송신한 병의원이 되므로 병의원 부문에서의 

처방  흐름에서 논의한다. 기타 처방 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도 자동으로 원처방종료 상태로 변경된다.

라. 체조제 확인

  약사가 체조제를 하는 경우, 체조제 사실을 처방 의사에게 반

드시 통보해야 하므로, 체조제가 발생하는 경우 약사는 체조제 

내역을 암호화하여 처방 을 송한 해당 의료기 에 송을 한다.

 ○ 체조제의 경우 원처방자인 의사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체조제 검색은 상태가 “4”인 체조제내역이 검색 상이다.

 ○ 체조제의 수신자ID와 검색자ID가 동일한 경우에만 조회 권한이 

부여된다.

  체조제가 발생하는 경우 체조제 내역 송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야 한다.

 ① 체조제발행번호의 존재 여부를 검사

 ② 체조제의 조회 권한 여부를 검사

 ③ 원본 체조제를 해독

 ④ 해독한 체조제를 수신자만 풀어볼 수 있도록 수신자 암호키로 

암호화

 ⑤ 마스터 테이블에 원처방종료 상태 장

 ⑥ 체조제 내용을 송

  의료기 에서는 약사로부터 체조제 통보를 수신한 후, 이를 확인

하게 되면 체조제 확인 여부가 계시스템에 자동 으로 송된다.

 ○ 의료기 으로부터 체조제 확인을 수신하여 처리

  따라서 체조제에 한 확인은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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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에 따른 일련의 작업이 완료되게 된다.

 ① 마스터테이블에 체조제 확인 상태 장

 ② 작업결과 송

  4. 藥局 部門에서의 處方箋 흐름

가. 조제

  약국에서 의료기 으로부터 자처방 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경우

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의료기 에서 발행한 처방 을 수신하여 조제완료 처리하는 

것인데, 의료기 에서 처방 을 발행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진다. 즉, 의료기 에서 조제할 약국을 지정하여 송신하는 경우 

해당 처방 은 자동 으로 약국으로 송이 되고 약국에서는 이를 수

신 받아 조제를 행하게 되고, 의료기 에서 약국 지정 없이 계시스

템에 송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서 해당 환자의 처방

을 수신 받아 조제를 행하게 된다. 이 게 처방 을 수신하 을 당시

의 상태가 조제 이다. 

  둘째는 약국에서 처방 을 수신 받은 후 조제를 포기하는 경우인

데, 이 경우 처방 은 계시스템으로 되돌아 가게되고 환자가 최종

으로 방문한 약국에서 해당 환자의 처방 을 수신 받아 조제를 행

하게 된다. 이것은 이 상태는 처방  발행 상태와 유사하며 미지정 

처방 의 수신 차에 따라 처리되게 된다.

  약국에서 자처방 에 따라 조제를 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용되게 된다. 

 ○ 처방  상태가 “처방 발행” 는 “조제포기”인 처방 이 검색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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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인 경우에는 해당 약국에 우선권이 있으나 처방 의 소유권

이 환자에게 우선한다는 가정하에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를 희망할 경우 미지  수신방식으로 다른 약국으로 지정송

신된 처방 도 수신은 가능하나, 일반 으로 지정 처방 은 해당 

약국에 의해 자동 수신되고 있으므로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한 

경우 지정한 약국에서 조제포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 미지정인 경우에는 환자가 찾아간 약국에서 검색 조회가 가능

하다.

 ○ 처방 의 수신자ID와 검색자ID가 동일한 경우에만 상태조회 권한

이 부여된다.

 ○ 암호화된 처방  원본을 해독한 후 수신자 암호키로 암호화하여 

송한다.

  약국에서 자처방 을 수신하여 조제를 행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야 한다.

① 처방 번호의 존재 여부를 검사(가입자 ID + 처방 발행번호)

② 처방 의 조회 권한 여부를 검사

③ 원본처방 을 해독

④ 해독한 처방 을 수신자만 풀어볼 수 있도록 수신자 암호키로 암

호화

⑤ 마스터테이블에 조제  상태 장

⑥ 처방  내용을 송한다.

나. 조제 포기

  이는 약국에서 처방 을 수신한 후, 처방약 미비 등의 이유로 조제

를 할 수 없는 경우, 타 약국에서 해당 처방 에 따라 조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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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기 해서 필요하다. 즉, 약국에서 조제포기하는 경우 처방

이 계시스템으로 되돌아가고 환가가 찾아간 다른 약국에서 처방

을 재수신하여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조제를 포기하면 환자가 찾아간 다른 약국에서 검색 수신이 가능

하다.

  약국에서 조제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를 거치게 된다.

① 조제포기 가능 여부 검사

② 마스터테이블에 조제포기 상태 장

③ 작업결과 송

다. 조제 완료

  약국에서 처방 에 따라 조제를 완료하게 되면 이에 한 사항이 

계시스템에 송되며, 처방과 조제에 따른 일련의 작업이 마무리되

게 된다. 조제완료는 다음과 같은 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① 조제완료 가능 여부 검사

② 마스터테이블에 조제완료 상태 장

③ 작업결과 송

라. 체조제 발행

  약국에서 체조제를 행하는 경우, 이에 한 사실을 의료기 에 

통보하기 하여 체조제에 따른 변동내역을 의사에게 송하게 된

다. 이는 의사가 처방 을 작성하여 약국에 지정 송신하는 것과 동일

한 작업이 되는데, 이러한 작업이 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약국에

서 체조제를 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용되게 된다.

 ○ 체조제는 암호화된 원본을 장한다(DB에 1부, 백업용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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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부).

 ○ 동일 가입자가 복 체조제 발행번호를 등록할 수 없다.

 ○ 체조제 발행번호는 일련번호로 생성된다.

  한 체조제내역의 송은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하여 이루어지

게 된다.

① 복 발행번호 검사

② 마스터테이블에 체조제내역 장

③ 처방 백업용 일 생성

④ 마스터테이블에 원처방종료 상태 장

⑤ 작업결과 송

  5. 電子處方箋 메시지 管理

가. 메시징 시스템과 운용 리시스템 데이터 독립

  자처방  시스템이 활성화될 경우 각 의료기 에서 발생되는 처

방 의 처리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상된다. 한 처방  발행 후 환

자가 약국에 방문하는 시간이 시범서비스의 자료를 기 으로 할 때 

빠를 경우 3분만에도 약국에 도착하기도 하며, 일반 으로 10분 이내

에 약국에 도착하게 된다. 따라서 송신  수신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부하가 많은 시 에도 2분 이내로 가능해야 하도록 설계되었다.

  시스템의 부하를 분산하게 하여 자료의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를 기반으로 사용하 으나, 그 속

도를 보완하기 하여 일반 인 FILE SYSTEM을 혼용하 다. 따라서 

데이터의 성격을 분석하여 처방 달에 필요한 가장 기본 인 자료를 

심으로 메시징 시스템을 한 DB를 설계하 으며 그 외의 리를 

목 으로 하는 데이터는 LOG FILE을 생성하여 처리한다. LOG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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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용 리시스템을 한 DBMS로 환되는데 이는 처방 달과 별

도의 처리 차를 이용하여 리용 데이터 생성에 필요한 부하를 메

시징 시스템에서 분리하 다.

〔그림 2-8〕 메시징 시스템과 運用管理 시스템의 獨立 運營

처방전 달

메인 시 스템처방 전

수신

송신

처방 전

마스터DB

LOG 처리

프로세 스

LOG

운 용관리

DB

운 용관리

시 스템

메시 징 시스 템

운용 관리 시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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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BMS에 의한 메시지 리

  일반 인 메시징 시스템은 메시지 일의 리를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 보통은 자신이 리하는 메시징시스템 DB내에 메시지 일을 

장하는 경우이고 사이즈가 큰 메시지를 달해야 하는 경우 DB에 

Submit하고 인출(Fetch)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메시지 일은 별도의 

일시스템에 보 하고 DB에 Link Point만을 장하는 방식을 사용한

다. 처방  메시지는 일반 으로 3~5 Kbyte 정도의 크기이다. 체조

제 한 유사한 사이즈이다. 그리고 자처방 달시스템은 상용 메시

징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의 업무 흐름에 따라 지

원해야 하는 기능이 가미되어 있다. 메시지 크기가 부분 작은 계

로 메시지는 DBMS에 송신자가 송한 형태 그 로 장된다. 수신자

가 요청할 경우 DBMS에서 메시지를 Select하여 일로 생성 후 달

하게 된다. 이는 시스템 리 상 필연 으로 발행하게 되는 장애에 

비하여 하나의 처방 도 손상을 입을 경우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함이다.

  한 많은 물량의 처방 을 리해야 하므로 일시스템으로 처리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의 부담을 최소화하 다.

다. 유효기간 만료 메시지 처리

  앞에서 살펴본 처방  생명주기에 따라 처방  메시지는 일정한 처

리흐름을 따르거나, 처방 에 명시한 유효기간이 넘는 경우 활성화된 

상태에서 비활성화로 환된다. 즉, 처방 을 수신하여 환자에게 조제

를 할 수 있던 상태에서 수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환되는 것이다. 

비활성화된 처방 은 수신은 불가능하나 처리상태 조회는 가능하다. 

많은 처방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하여 생명주기가 끝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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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은 일정한 기기간(7일)이 경과하면 메시징시스템에서 삭제되고 

Backup 상태로 환된다. 메시지에 한 정보 한 마찬가지로 삭제

된다. 리를 한 운용 리시스템에는 련 정보가 계속 유지되며 

가입자의 문의에 응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방  상태조회는 메시지

가 삭제되면 불가능해 진다. 즉, 처방  송신 후 병‧의원에서 처리 상

태를 리하고자 할 경우 리기간 내에 확인하여 자체 DB화해야 한

다. 리기간은 정책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나 재 기본 으로 7일

로 설정되어 있다. 

  Backup된 메시지는 3년간 보 된다. 처방  데이터의 성격상 개인

의 라이버시에 계된 것일 수 있으며, 국민의 보건의료 데이터

로서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공개될 수 없는 것이므로 DB에 

보 되거나 Backup될 때에도 암호화된 형태로 처리된다.

第 5節  電子處方箋 標準書式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처방  표 서식의 결

정은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거래상 방간의 업무환경이나 로그램환경이 상이하기 때문

에 서로간에 원활한 메시지 달을 하기 해서는 통일된 표 서식의 

사용이 필수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모든 표  서식은 국제 자문서 표 인 UN/EDIFACT(UN 

EDI for Administration, Commerce & Transportation)과 국내 한국 자거

래진흥원(KIEC, Korea Institute for Electronic Commerce)에서 제정하는 

국내 자문서 표 인 KEDIFACT 규칙을 바탕으로 작성하 다. 따라

서 이 에서는 표  자문서의 설계방법이라 할 수 있는 설계지침

과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표 서식인 처방 ,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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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일반응답서에 한 설명과 각 자문서의 작성 규칙을 설명한다.  

 

  1. 設計指針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자처방  표 서식은  

UN/ EDIFACT이라는 자문서 교환을 한 국제 연합 규칙과 국내 

표 규칙인 KEDIFACT 에서 합의된 메시지 표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설계하 다.

  UN/EDIFACT(UN EDI for Administration, Commercial, Transportation)

란 행정, 무역, 운송 데이터의 자  교환을 한 국제연합 규칙이

다. 이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자  교환을 해 국제 으로 합의된 

표 , 디 토리, 메시지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칙은 UN기구 내에서 권장되고 있는데, UN의 유럽 경제 원회

(UN/ECE)가 UNTDID(United Nations Trade Data Interchange Directory)

로 승인, 공표하 으며 합의된 차에 따라 유지, 개선된다.

  국내의 경우 UN/EDIFACT Directory에 국내 코드를 추가하여 사용

하며, 국내 EDI 자문서의 표 을 총칭하여 KEDIFACT(Korea EDI 

for Administration, Commercial, Transportation)라 한다.

  UN/EDIFACT에 의한 문서 표 화 업무 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작업은 업 부서와의 업무 의  표 화 상 서식을 선

정한다. 여기에서는 연 된 서식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업무흐름을 

악하여 표 화할 서식의 용도를 정확히 악한다. 한 서면으로 작

성된 서식에 한 각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표 화된 서식을 

선정한다.

 두 번째 작업은 표  자문서 작성을 한 항목 선별작업  자

문서의 도식화이다. 여기에서는 서면서식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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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항목을 추가한다. 한 서면 서식에서 

기재가능한 여백란을 정형화하며, 서면서식에서 평문기술 항목의 경

우 내용  코드화가 가능한 항목을 조사하여 표 코드화 할 수 있는 

항목과 내부코드(비표 코드)항목의 선별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산상의 일 리를 해 송/수신에 련된 key값을 선정하고, 동일유

형의 항목인 경우 타 서식과의 용어통일을 한다.

  세 번째 작업은 도식화된 자문서의 설계이다. 자문서의 설계는 

UN/EDIFACT에서 제하는 규칙에 맞추어 송항목, 자문서 구조도, 

송항목 규격 등을 작성한다.

   네 번째 작업은 작성된 자문서를 가지고 UN/EDIFACT에서 권고

하는 규칙에 맞게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검사한다. 이 때 자문서 구

조상의 AMBIGUTY 여부를 체크하여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설계한 자문서를 재작성한다.

  2. 處方箋 書式

  처방  서식의 구성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처방  양식을 기본

으로 수용하면서 원외 처방 달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미 공시된 처방  양식만으로 원외 처방  달 시스템에 

용할 경우 컴퓨터를 통한 자  처리의 장 은 크게 반감된다. 그 

이유는 재의 처방 을 사용한다면 환자의 의료보험 련 정보 등 

락으로 인해 약국에서 처방 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처방  정보만을 사용할 경우 약국의 경우 새로 입력하여 

리해야 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사

용으로 인한 편익이 크게 게 된다.

  원외처방 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처방 서식(PRESLP)은 크게 여

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은 서식종류정보, 처방 일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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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의료보험증정보, 처방의약품 내역정보, 처방주사제 내역정보, 지불

보장 내역정보로 구성된다. 처방  정보  서식종류정보, 의료보험증

정보, 지불보장내역정보는 원외 처방 달 시스템에서 병‧의원과 약국

의 처방  처리시 필요한 정보로 추가된 정보이다. 각 구성요소의 상

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서식종류 정보

   서식종류 정보는 원외처방 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에 

공통 으로 포함되는 항목이다. 서식종류 정보는 사용자 어 리 이

션에서 자신에게 도착한 데이터가 처방 (PRESLP)인지 체조제

(PRERTN)인지 는 일반응답서(GENRES)인지를 구분해주는 것이다. 

그 형식은 <表 2-3>과 같다.

〈表 2-3〉 書式 種類 情報 表示形式

항 목  MODE 조건 표 방법(코드  유형)

서식명칭 an(12) M  %%+서식명.버 (%%PRESLP.010)

  서식명칭구분의 표 방식은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PRESLP.010

  서식명칭 구분의 표 은 숫자(an) 12자리로 표시하고 형식은 항목

표시 구분자인 "%%"와 서식명칭과 서식의 버 을 함께 표시한다. 그

리고 표  조건은 필수항목(Mandato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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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방  일반정보

  처방  일반정보는 병원에서 처방 을 발행할 때 약국에서 처방

을 좀더 효과 으로 처리하기 해 필요한 기본정보들을 포함하고 있

다. 이 정보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  교부번호, 처방 발행 의

료인 련 정보, 환자 정보, 환자질병정보, 조제시 참조사항, 처방  유

효기  등이 기록된다. 표 방법은 먼  처방 일반정보를 나타내는 

항목표시인 “%%P010"이 표시되며, 다음에 처방  교부번호와 환자 

보험정보 등이 차례로 기록된다. 이에 한 자세한 표시 형식  조

건은 <表 2-4>와 같다.

〈表 2-4〉 處方箋 一般情報 表示形式

항 목  MODE 조건 표시방법(코드  유형)

 처방 정보구분필드 an(6) M  %%P010    

처방  교부번호 an(13) M CCYYMMDD+숫자일련번호(5자리)

보험유형구분 an(2) M  보험유형구분코드 참조

기타보험유형 an(2) C  기타보험유형코드 참조

보험특기사항유형 an(2) C  보험특기사항유형코드 참조

요양기 기호 an(15) C

의료기  명칭 an(50) M

의료기  화번호 an(20) M

의료기  FAX번호 an(20) C

의료기  E-MAIL an(35) C

 처방의료인의 성명 an(20) M

 처방의료인의 면허종별 an(20) M

 처방의료인의 면허번호 an(20) M

 환자의 성명 an(20) M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an(14) M  "-"포함 14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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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4〉 계속

항 목  MODE 조건 표시방법(코드  유형)

 보훈번호 an(13) C

 진료과목 an(2) M  진료과목 코드 사용

 질병분류기호1 an(5) C  환자의 요구시 미기재

 질병분류기호2 an(5) C  환자의 요구시 미기재

 특정기호 an(4) C  특정기호코드 사용(특이사항 환자시 표시)

 조제내역사항 용법 an(140) C

 조제시 참조사항 an(350) C

 처방  유효기간 an(8) M  CCYYMMDD 형식으로 표시

  한 처방  업무 처리의 자동화를 돕기 하여 코드화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코드화하여 원외 처방 달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에 한 코드 내역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먼  의료보험과 련된 항목의 코드화이다. 이것에는 종이처방

에서도 표 되어 있는 보험구분이 있으며(表 2-5 참조), 종이처방 에

서는 없는 각각의 보험들의 특기사항들이다(表 2-6, 2-7 참조). 

〈表 2-5〉 保險 區分 코드

코드 유형 코드 유형

01 국민건강보험 02 의료보호

03 산재보험 04 자동차보험

0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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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6〉 其他保險 類型 코드

보험구분 코드 유형 보험구분 코드 유형

국민건강

보    험

11 국민건강보험 100%
산재보험

32 산재본인 100%

12 공단공상 33 선박보험

13 공상(계약공상)
자 동 차

보    험 

41 자보책임

의료보호
21 보호 1종 42 자손

22 보호 2종 43 자보본인100%

산재보험 31 산재공상 기    타 51 일반( 액본인부담)

〈表 2-7〉 保險 特技 事  類型 코드

코드 유형 코드 유형

60 행려 61 성병 입원진료

62 2종 상자 장애인의 2차진료 63 2종 상자 장애인의 1차진료

64 보훈 감면 50% 65 보훈 감면 60%

66 보훈 감면 100% 67 보훈 국비 100%

68

군인가족, 비역장군  령, 

창군  6.25참 요원의 군요

양기  이용시

69

군인, 군무원의  군요양기  

이용시

  의료보험 련 항목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이것에는 보험구

분, 기타보험유형, 보험특기사항 유형으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은 유

기 인 계를 가지는데 서식 작성시 주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구분코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

험, 기타  하나를 선택하며, 이들 보험구분만으로는 처방 을 처리 

할 수 없을 경우 기타보험 유형과 보험특기 사항유형을 함께 사용한

다. 이때 기타보험 유형의 경우는 각각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기타 보

험 유형만이 올 수 있으며, 보험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특기사항

유형을 사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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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8〉 特定 記號 코드

코드 유형 코드 유형

V001 인공신장 투석시 V003 계속  복맘 류술시

V005
신이식수술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투여시
V006 고엽제후유증의 질환자

V007
고셔질환자의 효소 치법 약제 투

여시 
V009 우병 치료목

V073 골수공여자 V074 신장공여자

V075 간공여자 V076 췌장공여자

V077 심장공여자 V078 폐공여자

V082 자가 조 모세포 이식환자 V083 골수이식 환자

V084 신장이식 환자 V085 간이식 환자

V086 췌장이식 환자 V087 심장이식 환자

V088 폐이식 환자

 

 이외에도 처방  일반정보 항목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특정기호 코드

와 진료과목코드가 있다. 특정기호의 경우 인공신장 투석과 같이 특

이 환자의 경우 기록하며(表 2-8 참조), 진료과목의 경우 약국에서 처

방 을 조제할 경우 처방된 약품과 진료과목이 일치하는가를 검사 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처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코드화된 

상세 내역은 <表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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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9〉 診療科目 코드

코드 유형 코드 유형

01 내과 02 신경과

03 정신과 04 일반외과

05 정형외과 06 신경외과

07 융곽외과 08 성형외과

09 마취과 10 산부인과

11 소아과 12 안과

13 이비인후과 14 비부과

15 비뇨기과 16 진단방사

17 치료방사 18 해부병리

19 임상병리 20 결핵과

21 재활의과 22 핵의학

23 가정의학 24 응 의학

25 산업의학 26 방의학

50 구강외과 51 치과보철과

52 치과교정과 53 소아치과

54 치주과 55 치과보 과

56 구강내과 57 구강안악면방사선과

58 구강병리과 59 방치과

다. 의료보험증 정보

  의료보험증 정보항목은 기존의 처방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

보로 약국에서 처방 을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료보험 정보

이다. 병의원에서 처방 을 약국으로 보내고 나서 의료보험정보를 포

함시키지 않는다면, 약국에서 처방 을 처리할 때 환자의 의료보험정

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환자 의료보

험 정보의 달은 피수 인 것이다. 환자의 의료보험정보 항목의 내

역은 <表 2-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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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0〉 醫療保險證 情報 目

항 목  MODE 조건 코드  유형

 보험증상세내역구분필드 an(6) C  %%P020

증번호/산재성립번호(산재) an(13) M(C)
 보험증정보 항목이 존재하면 

반드시 둘 의 하나는 M이다.
조합기호/산재지정의료기

기호(산재)
an(16) C(M)

 조합명칭/사업장명칭(산재) an(64) C  

조합구분 an(16) C  

피보험자명/근로자사업장명 an(20) C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an(14) C   ‘-’ 포함 14자리로 표

 피보험자와의 계 an(2) C  피보험자 계코드 참조

 재해발생일 an(8) C  CCYYMMDD,산재보험만사용

  의료보험정보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함께 

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존의 복지부 고시 처방 의 경우 국

민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다른 보험인 경우 처방 에 표시해주어야만 하는 항목들이 락

되어 있어서 병‧의원  약국에서의 처방  처리가 완벽하지 못하다

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원외 처방 달 시스템에서는 모든 보험에 

용할 수 있도록 보험정보 항목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료보험정보 항목에서도 코드화된 데이터 항목을 사용한다. 이것

은 피보험자와의 계가 있다. 이것의 상세 내역은 <表 2-11>과 같다.

〈表 2-11〉 被保險 와의 關係 코드

코드 유형 코드 유형

01 본인 02 배우자

03 자녀 04 부모

0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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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방의약품 상세 내역 정보

  처방의약품 상세내역 정보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한 약품정보

를 표 한다. 종이 처방 에서는 표 하고 있지 않는 약품분류코드, 

여/비 여 구분, 단  등이 있다. 이들 정보는 처방  처리의 자동

화를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처방의약품의 상세 내역 정

보는 <表 2-12>와 같이 표 한다.

〈表 2-12〉 處方醫藥品 詳細內譯 表示 方法

항 목  MODE 조건 코드  유형

 의약품상세내역구분필드 an(6) C  %%P030

여/비 여 구분 an(2) M
 01: 여, 02: 여(본인부담100%),

 03:비 여

약품분류코드 an(2) M  01: 내복약, 02: 외용

코드 an(9) C
 보험약품인경우 보험청구코드

 보험약품이 아닌 경우 빈칸 

처방의약품의 명칭 an(70) M
 왼쪽정렬(필요 시 제약회사명, 단 , 

단 량 등을 기록)

약품 용량 n(5.3) C

 소수 포함 9자리(소수 이하 3자 

리), 숫자기입요령참고

 Format(ZZZZ9.999)

용량의 단 an(2) C  단 코드 참조

1회 투약량 n(5.3) M

 소수 포함 9자리(소수 이하 3자 

리), 숫자기입요령참고

 Format(ZZZZ9.999)

 1회 투약량 단 an(2) C
 의사 처방단 를 기본으로 함.

 단 코드 참조

1일 투여횟수 n(2) M  Format(Z9)

총 투약일수 n(3) M  Format(ZZ9)

용법 an(140) C  정신과, 소아과 특이사항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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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의약품 상세내역 정보 항목에서도 코드화된 데이터 항목을 사

용한다. 이것에는 여/비 여구분, 약품분류코드, 용량의 단 , 1회 

투여량 단 가 있다(表 2-13, 2-14, 2-15 참조). 약품코드의 경우 재 

의료기 마다 통일된 코드가 없으며, 원외처방 달 시스템에서 코드

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청구용 코드의 경우는 사용하지만 그 지 

않은 사설코드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향후 의약품 코드의 표

안도 비되어야 할 것 의 하나다. 재 사용 가능한 처방의약품 

상세내역 정보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表 2-13〉 給 /非給  區分

구 분 코 드

   여 01

   여(본인부담 100%) 02

   비 여 03

〈表 2-14〉 藥品分類 코드

구 분 코 드

                내복약 01

                외용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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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5〉 用量의 單位  1回 投藥量 單位

구분 코드 구분 코드

BOX(박스) 01 l(리터) 02

g(그램) 03 ml(미리리터) 04

mg(미리그램) 05 amp(앰 ) 06

BT(병) 07 CC(씨씨) 08

Tab(타블랫) 09 iu(아이유) 10

Vial(바이엘) 11 cap(캡슐) 12

TU(튜 ,연고의 단 ) 13 SP(좌약단 ) 14

PA(PACK) 15

마. 처방 주사제 상세내역 정보

  처방 주사제 상세내역 정보는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주사

제에 한 처방 내역을 표 한다. 주사제 상세내역도 약품 상세내역

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종이처방 에서 표 하고 있지 않는 부가정보

를 포함하고 있다. 주사제 상세내역의 자세한 표  방식은 아래 <表 

2-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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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16〉 處方 注 劑 詳細內譯 表示 方法

항 목  MODE 조건 코드  유형

 주사제 상세내역구분필드 an(6) C  %%P040

여/비 여 구분 an(2) M
 01: 여, 02: 여(본인부담100%), 

03:비 여

주사제 처방구분 an(2) M  01:원내조제, 02:원외처방

코드 an(9) C  보험주사제인경우 보험청구코드

 보험주사제가 아닌 경우 빈칸 

처방주사제의 명칭 an(70) M  왼쪽정렬(필요 시 제약회사명, 

단 , 단 량 등을 기록)

주사제 용량 n(5.3) C  소수 포함 9자리(소수  이하 

3자리), 숫자기입요령참고

 Format(ZZZZ9.999)

용량의 단 an(2) C  단 코드 참조

1회 투약량 n(5.3) M  소수 포함 9자리(소수  이하 

3자리), 숫자기입요령참고

 Format(ZZZZ9.999)

 1회 투약량 단 an(2) C  의사 처방단 를 기본으로 함.

 단 코드 참조

1일 투여횟수 n(2) M  Format(Z9)

총 투약일수 n(3) M  Format(ZZ9)

용법 an(140) C  정신과, 소아과 특이사항 기입

  처방 주사세 상세내역 정보 항목에서 사용하는 코드화된 데이터 항

목에는 주사제 처방구분등이 있으며, 주사제 처방구분을 제외한 나머

지 항목은 처방의약품 상세내역 정보 항목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동일

하다(表 2-17 참조).

〈表 2-17〉 注 劑 處方 區分

구분 코드

원내 조제 01

원외 처방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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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불보장 상세 내역 정보 

  지불보장 상세내역정보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처방 을 받을 경우 

미리 처방된 약품에 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사용하는 정보이다. 

이것은 향후 처방 을 사용시 환자가 해당 약국으로 가지 않는 경우

를 방지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환자의 지불보장이 된다

면 약국에서는 원외 처방 달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환자의 처방

로 약품을 미리 조제하여 환자로 하여  약품을 받을 경우 기하는 

시간 등을 이고 원활한 원외 처방 달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하는 

데 목 이 있다. 이에 한 사항은 법 으로 아직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법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

다. 이에 한 상세 내역은 아래 <表 2-18>과 같다.

〈表 2-18〉 支拂保障 詳細 內譯 表示方法

항 목  MODE 조건 코드  유형

 지불보장상세내역구분필드 an(6) C  %%P050

 지불보장 결재수단 an(2) M  01: , 02: 신용카드

 선납 n(10) M
 오른쪽정렬, 1000단  ,생략

 Format(ZZZZZZZZZ9)

 신용카드종류 an(20) C  왼쪽정렬

 신용카드번호 an(16) C  -생략

 신용카드 유효기간 an(4) C  MMYY

 신용카드 소유자명 an(20) C  왼쪽정렬

 가맹  번호 an(12) C  왼쪽정렬

 승인번호 an(10) C  왼쪽정렬

 승인일시 an(12) C  CCYYMMDDHHMM

 할부여부 an(2) C  01: 일시불, 02: 할부

 할부기간 n(2) C  단 는 월, Format(Z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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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代替調劑 書式

  체조제 서식은 병‧의원에서 처방한 의약품  주사제가 약국에 

없을 경우 해당약품과 동일한 성분과 효과를 가지는 약품으로 체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변경한 의약품  주사제에 한 

내역을 병‧의원에게 알려주기 한 것이다. 

  체조제 서식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그 구성은 서식종류 

구분, 원처방  정보, 약국정보, 체의약품 상세내역정보, 체주사제  

상세내역정보로 구성된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서식종류 정보

  처방  서식과 마찬가지로 체조제 서식도 서식종류 정보에 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서식종류 정보는 사용자 어 리 이션에서 자

신에게 도착한 데이터가 처방 (PRESLP)인지 체조제(PRERTN)인지 

는 일반응답서(GENRES)인지를 구분해주는 것이다. 그 형식은 다음 

<表 2-19>와 같다.

〈表 2-19〉 書式種類 情報 表示方法

항 목  MODE 조건 표 방법(코드  유형)

서식명칭 an(12) M  %%+서식명.버 (%%PRETRN.010)

  서식명칭구분의 표 방식은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PRERTN.010

  서식명칭 구분의 표 은 숫자(an) 12자리로 표시하고 형식은 항목

표시 구분자인 "%%"와 서식명칭과 서식의 버 을 함께 표시한다. 그

리고 표  조건은 필수항목(Mandator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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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처방  정보

  원처방  정보는 병‧의원에서 작성한 처방 의 기본정보를 표 한

다. 여기에는 처방  교부번호, 처방 요양기  기호, 처방 의 환자성

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원처방  정보는 약국에서 체조제를 하

을 때 병‧의원 측에 원처방  정보도 함께 체조제에 한 정보를 

통보하는데, 이때 체조제한 처방 의 원래 처방 을 손쉽게 구별하

기 해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에 한 표 방법은 아래 

<表 2-20>과 같다.

〈表 2-20〉 原處方箋 情報 表示方法

항 목  MODE 조건 표시방법(코드  유형)

 원처방 정보구분필드 an(6) M  %%R010    

 처방  교부번호 an(13) M  CCYYMMDD+숫자일련번호(5자리)

 요양기 기호 an(15) C

 환자의 성명 an(20) M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an(14) M  "-"포함 14자리 사용

다. 약국정보

  약국정보는 체조제를 한 약국에 한 정보를 병‧의원에 제공하기 

한 것이다. 이 정보들은 기존 종이처방 에 포함되어 있는 약국

련 정보를 기본으로 하며, 병‧의원에서 좀더 원활한 처리를 해 부

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약국정보에는 약국의 요양기 기호와 약국

명칭, 약사명 등이 포함된다(表 2-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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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21〉 藥局情報 表示方法

항 목  MODE 조건 코드  유형

 약국정보 구분 필드 an(6) C  %%R020

 요양기 기호 an(15) C  

 약국명칭 an(50) M  

 약국 E-Mail an(35) C  

 약사의 성명 an(20) M

 약국 화번호 an(20) M  

 약국 FAX 번호 an(20) C  

라. 체 의약품상세 내역 정보

  체 의약품 상세내역 정보는 약국에서 체한 약품의 상세내역과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 의 약품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체 의약품

의 상세 내역은 다음 <表 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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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22〉 代替醫藥品 詳細情報 表示方法

항 목  MODE 조건 코드  유형

 의약품상세내역구분필드 an(6) C  %%R030

 여/비 여 구분 an(2) M
 01: 여, 02: 여(본인부담100%),  

03:비 여

 약품분류코드 an(2) M  01:내복약, 02:외용

 코드 an(9) C
 보험약품인경우 보험청구코드

 보험약품이 아닌 경우 빈칸 

 체의약품의 명칭 an(70) M
 왼쪽정렬(필요시 제약회사명, 단 , 

단 량 등을 기록)

 체약품 용량 n(5.3) C

 소수 포함 9자리(소수 이하 3자

리), 숫자기입요령참고

 Format(ZZZZ9.999)

 용량의 단 an(2) C  단 코드 참조

 1회 투약량 n(5.3) M

 소수 포함 9자리(소수 이하 3자

리), 숫자기입요령참고

 Format(ZZZZ9.999)

 1회 투약량 단 an(2) C
 의사 처방단 를 기본으로 함.

 단 코드 참조

 1일 투여횟수 n(2) M  Format(Z9)

 총 투약일수 n(3) M  Format(ZZ9)

 용법 an(140) C  정신과, 소아과 특이사항 기입

 원처방 의약품 코드 an(9) C

 원처방 의약품명 an(70) C

마. 체 주사제 상세내역 정보

  체 주사제 상세내역 정보는 약국에서 체한 주사제의 상세내역

과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 의 주사제내역을 포함하고 있다(表 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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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23〉 代替注 劑 詳細情報 表示方法

항 목  MODE 조건 코드  유형

 주사제 상세내역구분필드 an(6) C  %%R040

여/비 여 구분 an(2) M
 01: 여, 02: 여(본인부담100%), 

03:비 여

주사제 처방구분 an(2) M  01:원내조제, 02:원외처방

코드 an(9) C
 보험주사제인경우 보험청구코드

 보험주사제가 아닌 경우 빈칸 

처방주사제의 명칭 an(70) M
 왼쪽정렬(필요시 제약회사명, 단

, 단 량 등을 기록)

주사제 용량 n(5.3) C

 소수 포함 9자리(소수 이하 3자

리), 숫자기입요령참고

 Format(ZZZZ9.999)

용량의 단 an(2) C  단 코드 참조

1회 투약량 n(5.3) M

 소수 포함 9자리(소수 이하 3자

리), 숫자기입요령참고

 Format(ZZZZ9.999)

 1회 투약량 단 an(2) C
 의사 처방단 를 기본으로 함.

 단 코드 참조

1일 투여횟수 n(2) M  Format(Z9)

총 투약일수 n(3) M  Format(ZZ9)

용법 an(140) C  정신과, 소아과 특이사항 기입

 원처방 주사제 코드 an(9) C

 원처방 주사제명 an(70) C

  4. 一般應答書 書式

  일반응답서는 기존의 처방 과 체조제서식과는 별도로 병‧의원과 

약국간의 상호 의사소통의 하나로 사용된다. 일반응답서는 처방 과

는 별도로 병‧의원과 약국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사용되며, 형식

은 다음과 같다.

  일반응답서 서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 구성은 서식종류 

구분, 일반응답서 정보, 데이터로 구성된다. 일반응답서는 국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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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반응답서 서식인 GENRES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서식종류 정보

   처방  서식과 마찬가지로 일반응답서 서식도 서식종류 정보에

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서식종류 정보는 사용자 어 리 이션에서 

자신에게 도착한 데이터가 처방 (PRESLP)인지 체조제(PRERTN)인

지 는 일반응답서(GENRES)인지를 구분해주는 것이다. 그 형식은 

다음 <表 2-24>와 같다.

〈表 2-24〉 書式種類 情報 表示方法

항 목  MODE 조건 표 방법(코드  유형)

서식명칭 an(12) M  %%+서식명.버 (%%GENRES.010)

  서식명칭구분의 표 방식은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GENRES.010

  서식명칭 구분의 표 은 숫자(an) 12자리로 표시하고 형식은 항목

표시 구분자인 "%%"와 서식명칭과 서식의 버 을 함께 표시한다. 그

리고  표  조건은 필수항목(Mandatory)이다.

  나. 일반응답서 정보

   일반응답서 정보는 일반응답서를 작성한 측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일반응답서를 작성한 측의 정보를 달받는 측에서 단 할수 

있게끔 하기 한 것이다. 일반응답서의 정보에는 송신자의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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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명칭, 화번호, 작성일자 등이 포함된다. 이에 한 상세 

내역은 다음 <表 2-25>와 같다.

〈表 2-25〉 一般應答書 情報 表示方法

항 목  MODE 조건 표시방법(코드  유형)

일반응답서정보 구분필드 an(6) M  %%G010    

송신자명 an(20) M

의료기  명칭 an(30) M

송신자 화번호 an(20) M

일반응답서 작성일시 an(14) M  CCYYMMDD24HHMISS

다. 일반응답서 데이터

  일반응답서 데이터는 실제로 병‧의원과 약국간에 오가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데이터는 자유형식의 TEXT 형식으로 작성한다. 그에 한 상세내역

은 다음 <表 2-26>과 같다.

〈表 2-26〉 一般應答書 데이터 表示方法

항 목  MODE 조건 코드  유형

 일반응답서 데이터 구분필드 an(6) C  %%G020

일반응답내역 an(15) C  

  5. 書式作成 規則

  처방 , 체조제, 일반응답서를 작성하는데 원외처방 달 시스템

에서는 일 성을 유지하기 해 통일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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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규칙은 각 서식의 DATA FILE LAYOUT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

양에 맞추어 처방  데이터 일을 작성해야한다. 각 항목은 필수기

재항목일 경우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항목순서  자리수 등 항

목속성들을 각 항목의 사양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처방  데이터 

일의 구조는 한 코드씩 생성되며, 각 필드는 한 로 연속되게 

생성한다. 만약 다음필드가 존재할 경우 다음 로 넘어간다. 데이터

의 속성이 숫자(Numeric)인 경우는 자리수 오른쪽 기 으로 채워지며, 

문자나 문자와 숫자의 혼용(Alpha Numeric)일 경우는 자리수 왼쪽부터 

기록한다. 만약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을 겨우 해당 자리수 만큼 공란

으로 처리한다. 

 송신자ID_PD+YY(년도)+M(월)+D(일)+H(시)+M.M(분)+SS( )
  

  원외처방 달 시스템에서는 사용하는 처방  데이터 일의 명명규

칙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의료기 마다 사용하는 어 리 이

션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원외처방 달 시스템에서는 의료기

마다 데이터를 주고 받을시 필요한 데이터의 일 성  통일성을 유

지하기 하여 데이터 일의 명명규칙을 정의하고 있다. 처방  데이

터의 명명규칙은 아래와 같다.

  처방  데이터의 일명은 각 기 마다 유일성을 보장한다. 그 이

유는 처방  데이터의 일명이 유일하지 않는다면 각 기 마다 처방

 데이터의 유지 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방  데이터의 

명명규칙은 처방  데이터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리할 수 있도록 처

방  데이터가 생성되는 순간의 시각을 기 으로 생성한다.

  한 처방  데이터 작성시 주의해야 할 이 있다. 그것은 처방  

데이터 내에는 리지리터(CR), 라인피드(LF)등의 특수문자는 포함되

면 안되며, 문자필드인 경우 자리수의 왼쪽정렬 후 남은 자리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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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0x20)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항목의 속성이 숫자필드인 경우 자리

수의 오른쪽정렬을 한 후 나머지 자리는 문자필드와 마찬가지로 공백

(0x20)으로 처리한다. 한 처방  작성  불필요한 필드가 있을 경

우 를 들면, 처방 에 처방 의약품만 있고 처방 주사제가 없는 경

우 처방주사제 필드를 완 히 삭제한 후 작성한다. 원외처방 달 시

스템에서 사용하는 서식에는 자동화처리를 하여 데이터 항목을 코

드화 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약품과 주사제 코드의 경우 보험이 

되는 약품의 경우 의료보험청구표  코드(복지부 고시)를 기 으로 

작성하고, 의료보험이 안되는 약품의 경우 각 의료기 이 리하는 

코드를 기입할 경우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사설코드는 기입

하지 않고 공백(0x20)으로 처리한다. 

第 6節  소 트웨어의 構成

  1. 總括 시스템 構成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소 트웨어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

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가입자 시스템으로서 의료기   약국 리 

소 트웨어인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와 계시스템과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처방 달 API가 합쳐진 시스템이

다. 둘째는 가입자 시스템과 자처방  달을 한 계역할을 하

는 자처방  계시스템이다(그림 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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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總括 시스템 構成圖

A PPL IC A TIO N

D /F D /F

D /F  유 효 성  검 사 모 듈

보 안 모 듈

TC P/IP 통 신 모 듈

가 입 자  시 스 템

인터넷
(TCP /IP)

메 일 박 스   모 듈

D /F D /F

보 안 모 듈

TC P/IP 통 신 모 듈

전 자 처 방 전  메 일 박 스  시 스 템

처 방 전 메 일 박 스

보 안시 스템
(C A , D/S)

M & A
시 스템

전 자 처 방 전   중 계  시 스 템

사 용 자 인 증 모 듈

LO G 처 리

인 증 서 재 발 급

가 입 자 정 보

  가입자 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와 처방 달 API로 구성되

어 있다. ‘클라이언트 소 트웨어’는 재 의료기   약국 리 소

트웨어로서 국내의 많은 개발업체가 개발하여 사용 이다. 기존의 클

라이언트 소 트웨어들이 자처방 을 사용하기 해서는 공통된 인

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처방 을 달해야만 하므로 계시스템에서 제

공하는 처방  달 API의 사용이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처방 달 API’는 의료기   약국의 업무 리 로그램과 처방 을 

상  의료기 으로 달하기 한 계시스템과의 교각 역할을 하는 

로그램으로서 그 기능에는 처방  서식 검사, 통신기능 등을 포함하

고 있다. 한 서로 다른 각각의 업무를 통일하여 표 화된 처방 의 

정확하고 안 한 달을 해 필수 인 소 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設計 111

 ‘처방 달 계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각 사용자

들의 창구역할과 송신된 처방 의 장  리를 한 메일박스시스

템, 체 계시스템의 리  처방 의 이력 리, 사용자 리 등을 

수행하는 운용 리시스템(Management & Administration System), 데이

터 정보보안을 한 보안시스템이 있다.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계 시스템 부분에서 가장 요시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보안이었으며, 이는 계에 따른 처리자

료가 처방 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

되기 때문이다. 계시스템의 반 인 구성에 있어서 신뢰성, 안정

성, 확장성, 이식성, 운 성이 뛰어난 개방형 시스템으로 설계하 으

며, 완벽한 보안을 해 방화벽(Firewall)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근

을 제한하 으며,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보

안  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하 다.

  2. 處方箋 메일박스 시스템

  처방  메일박스 시스템은 처방 의 리  보안성 유지, 한 의

료기  상호간의 처방  달의 안정성 유지 등 처방 의 모든 흐름

을 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메일박스시스템에는 처방 의 원

활한 달  리를 지원하기 하여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그림 2-10 참조).

    - FEP(Front End Process) 모듈

    - 보안 모듈

    - 메일박스 기능 모듈

    - 사용자 정보 리 시스템(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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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處方箋 메일박스 시스템 構成圖

FEP 모듈FEP 모듈 메일박스 모듈메일박스 모듈

가입자정보
시스템

가입자정보
시스템

가입자 S/W 처방전 메일박스 시스템

UI

보안모듈보안모듈
메일박스메일박스

가. FEP(Front End Process) 모듈

  FEP 모듈은 가입자 시스템과 처방  메일박스 시스템의 간역할

로서 사용자 인증,  가입자 분산, 처방  데이터의 달 등을 담당한

다. FEP모듈은 가입자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요구가 발생될 때마다 

FEP 모듈(UACOMPRE)을 기동하여 사용자 정보 시스템(UIS)으로부터 

가입자의 유효성을 검증 받는다. 처방 의 장은 메일박스 모듈을 

호출하여 처방  메일박스에 장한다.

 FEP 모듈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2-11 참조).

  1) UACOMPRE 로세스(uacompre)

  2) 결과 디 토리(/FEP/ID별로 디텍토리)

  3) 인증 디 토리(/usr/loca/pkiclient)

  4) 환경 일  INI 일(uacompre.ini, ktedi.ini)

  5) UACOMPRE 기동 로세스(uitcp.server)

  6) 사용자 속 ID 기록 디 토리(/PRE/current/)

  7)  M&A LOG 디 토리(/prelog)

  8) 압축풀기 로세스(ktizip)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設計 113

〔그림 2-11〕 FEP 모듈 構成圖

U A C O M P R EU A C O M P R E

k tizipk tizip

uitcp.se rverui tcp.se rver

결 과 디 렉 토 리

ua co m pre. in i인 증 디 렉 토 리

로 그  디 렉 토 리

cascas

  한 F제모듈에는 보안인증서 재발 을 한 재발  로세스(CAS)

가 있는데 사용자가 인증을 재요청할 때 사용되는 로세스로 인증서 

재발  DB에 사용자 화번호, 사용자 인증재발  사유, 사용자 ID, 

사용자 성명을 장한다. UACOMPRE 로세스는 재발  요청 서비

스가 발생될 때마다 재발  로세스(cas)를 call하여 값을 달하게 

된다. 재발  로세스(cas)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신규 재발

인경우와 복 재발 의 경우가 있다. 이들 각각의 처리 차는 다음

과 같다.

  신규 재발 일 경우는 인증서 재발 을 원할 때 사용자는 재발  

packet를 사용하여 재발 을 요청한다. 처방  인증서 재발  DB에 

장할 때는 신규로 등록을 한다. 복 재발 인 경우는 인증서 재발

을 같은 ID로 두 번 이상  요청할 때는 인증서 재발   DB를 읽어 

상태가 재발  요청이 완료된 상태면 요청을 받아들이고, 신청상태가 

신규 상태일 경우에는 복으로 처리한다. 

   다음은 FEP모듈의 인터페이스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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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속

  UI는 속을 통해서 사용자 속 인증을 획득한다. 한번의 속으

로 사용자는 재 속을 하지 않고 바로 송/수신을 할 수 있다. FEP시

스템에서는 UIS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받아 사용자가 올바른 사용자 

인지를 체크하여 사용자 속 인증키를 생성하고 처방  메일박스에 

장한다. 사용자 속 인증키의 유효는 최  하루로 보며 UI에서 재 

속을 요구할때는 UIS로부터 재인증을 받는다.

  ① 송신 PACKET으로 받는다. 

  ② PACKET를 토큰하여 각 변수에 넣는다.

  ③ 수신자 ID가 UIS에 등록된 가입자인지 체크한다.

  ④ 정보 일과 처방 DATA를 송신(FEP)받는다.

  ⑤ 정보 일과 처방 DATA를 메일박스 처리 라이 러리에 달한다.

  ⑥ 메일박스 처리 라이 러리는 처방  메일박스에 장하고 결과

를 달한다.

  ⑦ 성공 여부에 따라 MNA로그에 결과를 생성한다.

  ⑧ 속으로 인하여 가입자는 SingOn가입자가 된다

  2) 송신

  사용자가 송신요청이 있을 때 송신요청 PACKET에 사용자 ID와 사

용자 속 인증키가 있어 이 DATA를 이용하여 속허용을 체크하여 

이상이 없으면 송신을 허용하고 처방  메일박스로 DATA를 송한다.

  3) 체송신

약사가 처방 을 송신할 경우이며 일반 송신 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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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신 조회(지정/미지정)

  지정  미 지정에 상 없이 UI가 수신 요구 일에 해당 정보를 

넘겨 으로 FEP시스템은 이 메일박스 처리 라이 러리를 이용해서 

처방  메일박스로 달만 해주면 된다. 다만 미 지정일 경우 여러 

개의 수신 DATA가 존재할 경우 여러 개의 DATA는 한 일에 묶여

있어 이를 다시 읽어 FEP 로그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송신취소(처방 발행취소)

  병원에서 처방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취소기능을 이용하여 처방

을 취소한다. UI로부터 취소 PACKET이 오면 처방  메일박스로 취

소신청을 하고 결과를 PACKET으로 달한다.

  6) 상태조회

  송신한 사용자가 자기가 송신한 내용에 한 상태를 조회하는 기능

으로 상태조회 PACKET이 오면 처방  메일박스로 상태조회를 요구

하고 이에 한 결과 일을 UI로 달한다.

  7) 조제포기

  조제포기 PACKET이 오면 처방  메일박스로 조제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한 결과를 PACKET으로 달한다.

  8) 조제완료

  조제완료 PACKET이 오면 처방  메일박스로 조제완료를 달하고 

이에 한 결과를 PACKET으로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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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SingOn

  속 PACKET이 오면 처방  메일박스로 속완료를 달하고 

속은 사용자가 SinOn된 걸로 알고 있다..

  10) SingOff

  SingOff PACKET이 오면 처방  메일박스로 완 해체를 달하고 

이에 한 결과를 PACKET으로 달한다.

  11) 인증서 재발

  재발  PACKET이 오면 재발  로세스(cas)로 재발  요청하고 

이에 한 결과를 PACKET으로 달한다.

  12) 단문메세지(송신/수신)

  단문 송/수신 PACKET이 오면 처방  메일박스로 단문 송/수신을 

요청하고 성공하면 이에 한 결과를 데이터로 달한다.

나. 보안 모듈

  보안모듈은 계시스템에 도착한 처방 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하

여 데이터의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하는 모듈로써 계시스템의 보안

시스템(인정(CA)서버, 디 토리 서버(D/S))와 한 계를 가지면서 

모든 처방  데이터의 보안 인증을 수행한다. 

다. 메일박스 기능 모듈

  메일박스 기능 모듈은 FEP 모듈로부터 넘겨받은 처방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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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처방  메일박스에 장, 리한다. 메일박스 기능 모듈은 처

방 이 처리되는 모든 오퍼 이션별로 구분되어 있다. FEP모듈로부터 

각 오퍼 이션별로 메일박스 모듈을 호출하면 메일박스 기능 모듈은 

각 오퍼 이션별로 처방  메일박스에서 자료처리에 한 결과를 

FEP 모듈을 통해 사용자 소 트웨어로 달한다(그림 2-12 참조).

〔그림 2-12〕 處方箋 메일박스 모듈의 機能 構造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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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Mailbox

송신

조제포기

조제완료

송신취소

수신

이력조회

송신상태

조회

Session

check

정보파일

read

Login

check

Login

out

LOG
Mailbox

MNA
Mai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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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처방  메일박스 모듈의 인터페이스 기능 설명이다.

  1) 송신

  UACOMPRE 로세스에서 처방  정보와 처방  내용으로 송신함수

를 호출하면, 송신함수에서는 그 정보와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장

한다. 그리고 그 장된 결과(처방  발행번호, 결과)를 되돌려 다. 

흐름도는 아래 [그림 2-13]과 같다.

〔그림 2-13〕 信 흐름圖

송신함수

송신 처방전 정보 송신 처방전 내용

Pre_sequence

Pre_message

Pre_pdfile

처방전

Mailbox
정보파일

read함수

중복송신

Check

처방전 내용

저장

uacompre

  

  메일박스 모듈의 송신 인터페이스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보 일read함수: 송신 처방  정보 일을 읽어 각각의 정보

를 버퍼에 장한다.

    — 송신 함수   

        1) 복송신 Check: 송신할 처방 이 이미 송신되었는지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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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방 내용 장: 신규처방 이면 송신 처방  정보와 송

신 처방  내용을 mailbox에 장한다.

    — 송신 처방  정보

      filename = 송신자ID_pixxxxxx.xxx 

      contents = 

           

hptype=병원/약국 구분

docname=서식명

msgno=
orgmsgno=
preno=처방전번호

orgno=
validdate=처방전유효기간

prestate=메시지 상태

sndid=송신자ID
rcvid=수신자ID
pname=환자명

pregno=환자주민번호

ptel=환자전화번호

psvctype=서비스 type
paddr=환자주소

ppayamt=지불금액

rtntype=
pdfile=처방전 내용이 저장된 파일명

    — 송신 처방  내용

      filename = 송신자ID_pdxxxxxx.xxx

      contents=

             
암호화된 처방전 내용

    — 송신 결과값

      송신성공:  return 값 =  0  →  msgno = 메시지ID,  content = NULL

      송신실패:  return 값 = 3( 복송신) →  msgno = OLD메시지ID,  

                             content = 처방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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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값 = 4(시스템에러) →  msgno = NULL,  

                              content = NULL

 ※ 메시지ID부여규칙: 처방  시스템에서 발행한 번호로 형식은 아

래와 같다.

   

년 (4 자리 )월 (2)일 (2)시 (2)분 (2)초 (2)서식구분 (1)순번 (2)송신자 ID (8)

서식구분  : 1(처방전 ), 2(대체조제 ), 3(일반문서 )

  2) 수신

  uacompre 로세스에서 수신요구정보로 수신함수를 호출하면, 수신

함수에서는 수신요구정보를 읽어 수신할 데이터의 재상태를 데이터

베이스에서 Check한다. 재상태가 수신가능상태(신규, 조제포기 등)

이면 수신결과정보에 데이터를 장하여 그 결과를 되돌려 다. 흐

름도는 아래 [그림 2-14]와 같다.

〔그림 2-14〕 受信 흐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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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처방  수신 인터페이스에 한 설명이다.

  — 정보 일 read함수: 수신요구 정보 일을 읽어 각각의 정보를 버

퍼에 장한다.

  — 수신 함수:  

     1) 재상태Check: 수신할 처방 의 재상태 Check(조제 , 조

제완료 상태이면 MNA mailbox에서 사용자 화번호와 이름

을 Select하여 수신결과 일에 기록한다.)

     2) 처방 내용 수신: 먼  수신건수를 송한다. 그리고 처방  

정보와 처방  내용을 건수만큼 송한다. 이때 처방 마다 

정보  암호화된 처방  내용을 복호화 하여 수신결과 일

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수신로그를 생성한다( : 총 수신 

건수가 5건이면 5번 송한다).

  — 수신요청정보

    filename = rcv.req

    contents = 

           

opflag= 병원수신(hrcvrequest), 약국수신(prcvrequest)
hptype=병원/약국 구분

id=수신자ID
flag=지정/미지정

status=처방전상태

pname=환자명

pregno=환자주민번호

preno=처방전번호

  — 수신결과 일

    filename = rcv.rlt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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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ptype=병원/약국 구분

docname=서식명

msgno= 메시지 ID
orgmsgno=
preno=처방전번호

orgno=
validdate=처방전유효기간

prestate=메시지 상태

sndid=송신자 ID
rcvid=수신자 ID
pname=환자명

pregno=환자주민번호

ptel=환자전화번호

psvctype=서비스 type
paddr=환자주소

ppayamt=지불금액

rtntype=
pdfile=처방전 내용이 저장된 파일명

[body]

복호화된 처방전 내용

  ※ 단, 수신에러발생시 복호화된 처방  내용에 아래와 같이 수신 

결과 일이 생성된다

  ※ 에러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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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hptype=병원/약국 구분

docname=GENRES
msgno=
orgmsgno=
preno=처방전번호

orgno=
validdate=처방전유효기간

prestate=메시지 상태

sndid=송신자 ID
rcvid=수신자 ID
pname=환자명

pregno=환자주민번호

ptel=환자전화번호

psvctype=
paddr=환자주소

ppayamt=
rtntype=
pdfile=처방전 내용이 저장된 파일명

[body]

%%GENRES
%%G020
에러 메시지

  1) 처방 이 조제 이면  OO약국( 화번호)에서 조제 입니다.

  2) 처방  내용 복호화시 에러이면 처방 콜센터(TEL:080-318-5306)

로 문의 하십시오.(code=에러코드값)

  

  — 수신 결과값

    성공: return 값 = 0 → 결과file =처방 내용,  content = NULL, 

                        log결과= 0000 

    실패: return 값 = 1(자료없슴) → 결과file = NULL, content = NULL,

                        log결과= 0032

          return 값 = 4(시스템에러) → 결과file =NULL, content = NULL,

                        log결과= 0022

          return 값 = 5(복호화에러) → 결과file =NULL, content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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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결과= 0028

          return 값 = 6( 송에러) → 결과file =에러메시지, content = NULL,

                        log결과= 0003

  3) 송신상태조회

  UACOMPRE 로세스에서 송신상태요구정보로 송신상태조회함수를 

호출하면, 송신상태조회함수에서는 송신상태요구정보를 읽어 메시지 

갯수를 구한다. 각 메시지의 재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Select하여 

송신상태 결과정보를 만들고 그 결과를 되돌려 다. 흐름도는 아래 

[그림 2-15]와 같다.

〔그림 2-15〕 信狀態照  흐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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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상태조회의 인터페이스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정보 일 read함수: 송신상태 요구정보 일을 읽어 각각의 정보

를 버퍼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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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신상태조회함수:  

    1) 메시지 개수 Check: 조회할 메시지의 갯수를 Check

    2) 메시지 상태 Select: 각각의 메시지 상태를 조회할 Query문장

을 만든다. 그 문장을 실행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시지 상

태를 Select한다. Select한 메시지 상태를 송신상태결과정보에 

기록한다.

  — 송신상태요구정보

    filename = sndstatus.req

    contents = 

         

hptype=sndstatus
hid=병원 ID
pid=약국 ID
msgno=메시지 ID,메시지ID….(최대70개)

  — 송신상태결과정보

    filename = status.rlt

    contents = 

        

[status]

메시지 ID = 현재상태, 변경일자, 수신자 ID
메시지 ID = 현재상태, 변경일자, 수신자 ID
메시지 ID = 현재상태, 변경일자, 수신자 ID
……..
메시지 ID = 현재상태, 변경일자, 수신자 ID

  — 송신상태 결과값

    성공: return 값 = 0 → 결과file =송신상태내용,  content = NULL

    실패: return 값 = 1(자료없슴) → 결과file = NULL, content = NULL

          return 값 = 4(시스템에러) → 결과file =NULL, content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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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제포기, 조제완료, 송신취소

  uacompre 로세스에서 메시지상태변경요구정보(조제포기, 조제완료, 

송신취소)로 메시지상태변경함수를 호출하면, 메시지상태변경함수에서

는 조제포기인지 조제완료인지 그리고 송신취소인지 Check하여 각각

의 부함수를 호출한다. 조제포기함수에서는 메시지상태를 조제 (상

태:2)에서 조제포기(상태:3)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메시지상태를

Update한다. 조제완료함수에서는 메시지 상태를 조제 (상태:2)에서 

조제완료(상태:4)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메시지상태를 Update한

다. 그리고 송신취소함수에서는 송신한 메시지를 삭제한다. 마지막으

로 그 결과를 되돌려 다. 흐름도는 아래 [그림 2-16]과 같다.

〔그림 2-16〕 處方箋 狀態變更 흐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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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상태의 변경의 인터페이스 기능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정보 일 read함수: 처방  상태변경 요구정보 일을 읽어 각각

의 정보를 버퍼에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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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  상태변경함수:  

     1) Operation Check: 조제포기, 조제완료, 송신취소인지 Check

     2) 조제포기부함수: 조제 인 메시지의 상태를 조제포기 상태로 

Update한다.

     3) 조제완료부함수: 조제 인 메시지의 상태를 조제완료 상태로 

Update한다.

     4) 송신취소부함수: 송신한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한다.

  — 처방  상태변경요구정보

     filename = sndstatus.req

     contents =

        

optype=giveup(조제포기), finish(조제완료), cancel(송신취소)
hid=병원 ID
pid=약국 ID
msgno=메시지 ID

  — 처방  상태변경 결과값

    성공: return 값 =  0 → 결과file =송신상태내용,  content = NULL

    실패: return 값 =  1(자료없슴) → 결과file = NULL, 

                        content = 처리불가사유

           return 값 =  4(시스템에러) → 결과file =NULL, content = NULL

  5) 이력조회

  UACOMPRE 로세스에서 처방  상태변경요구정보(조제포기, 조제

완료, 송신취소)로 처방  상태변경함수를 호출하면, 처방  상태변경

함수에서는 조제포기인지 조제완료인지 그리고 송신취소인지 Check하

여 각각의 부함수를 호출한다. 조제포기함수에서는 처방  상태를 조

제 (상태:2)에서 조제포기(상태:3)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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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Update한다. 조제완료함수에서는 처방  상태를 조제 (상태:2)

에서 조제완료(상태:4)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처방  상태를

Update한다. 그리고 송신취소함수에서는 송신한 처방 을 삭제한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되돌려 다. 흐름도는 아래 [그림 2-17]과 같다.

〔그림 2-17〕 處方箋 履歷照  흐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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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이력조회에 한 인터페이스 기능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정보 일 read함수: 이력조회요구정보 일을 읽어 각각의 정보를 

버퍼에 장한다.

  — 이력조회함수     

    1) 서식구분Check: 메시지ID로 처방 (PRESLP), 체조제(PRERTN), 일반

문서(GENRES)인지 Check한다.( 메시지ID부여규칙참조 )

    2) 이력정보Select: 메시지ID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력정보를 Select하여 

이력조회결과정보file에 기록한다

        - PRESLP이면 pre_history에서 이력정보를 Select한다.

        - PRERTN이면 alt_pre_history에서 이력정보를 Select한다.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設計 129

        - GENRES이면 msg_submit,msg_fetch에서 이력정보를 Select한다. 

  — 이력조회요구정보

    filename = history.req

    contents = 

        

optype=history
hid=병원 ID
pid=약국 ID
msgno=메시지 ID

  — 이력조회결과정보

    filename = history.rlt

    contents = 

        

메시지상태, 상태변경일자, 사용자 ID
메시지상태, 상태변경일자, 사용자 ID
……
메시지상태, 상태변경일자, 사용자 ID

  — 이력조회 결과값

    성공: return 값 = 0 → 결과file =이력조회내용,  content = NULL

    실패: return 값 = 1(자료없슴) → 결과file = NULL, 

                      content = 처리불가사유

          return 값 = 4(시스템에러) → 결과file =NULL, content = NULL

라. 사용자 정보 시스템

  사용자 정보 시스템은 사용자에 한 필수 정보를 보  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 인증, 사용자 해지여부, 사용자 사용여부 등 사용

자 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메일박스 시스템에 제공하여 원활한 

원외 처방  달 시스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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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정보시스템(UIS)는 가입자 정보를 MNA 로세스에서 받아 

기록하고, UACOMPRE 로세스가 가입자 정보를 요구하면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처방  사용자정보시스템(UIS)과 타시스템과의 연결구조는 [그림

2-18]과 같다.

〔그림 2-18〕 使用 情報 시스템과 타시스템과의 連結構造圖 

DB

처방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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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A 시스템 UIS 시스템

uis_server
mna

  uis_server 로세스는 항상 기동되어 있다가 uacompre 로세스의 요

구가 발생될 때마다 uis_server 로세스를 fork하여 자식 로세스는 그 

요구 정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uacompre 로세스에게 socket을 통해 

달 해 주고 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리고 부모 로세스는 다음 요

구정보를 기다린다.

  사용자 정보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기능 내역은 다음과 같다.

  uacompre 로세스로부터 속 ID, password정보를 socket을 통하여 

받으면 속하고자 하는 사용자 상태에 한 정보를 MNA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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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에서 읽어 결과정보를 생성한 다음 그 결과 정보를 uacompre

로세스에게 달한다.

  — 요구 패킷의 정의

    Packet = 

    
프로세스flag;06;사용자ID;

  — 요구 패킷의 결과

    contents= 

  

프로세스 flag;06;사용자 ID;결과 CODE;사용자상태;IP address;port;password;

uacompre결과디렉토리;중복송신check-flag

※ 로세스flag 값:  54

※ 결과CODE내용은 CODE 테이블 참조

※ 사용자 상태: 0(정상), 1( 지)

※ IP address: 최근사용정보(미사용)

※ port: port번호(미사용)

※ password: 비 번호

※ 복송신check-flag: 0이면 check안함, 1이면 check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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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保安 시스템

가. 보안 소 트웨어의 구성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보안서비스를 한 구성요소로는 인

증시스템, 디 토리시스템과 운용 리 시스템과 인증시스템과의 인터

페이스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19 참조).

〔그림 2-19〕 保安소 트웨어의 構成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

보 안
 Daemon

CA

중계 서버

M & A

Oracle 8 

DS

중계 서버

처 리 로 그

처 리 로 그

사용내역정보 통계정보

. . .

운용관리

Client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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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기능  차

  1) 인증서 발 신청

○ 사용자로부터 이용신청서를 받아 운용 리 시스템에서 해당가입자

의 인증서를 인증시스템(CA)에게 신청한다. 이때, CA와의 인터페

이스는 보안 련 데몬 로그램을 사용한다.

○ 인증시스템 리자는 인증서 발 신청이 실제 정당한 사용자에 의

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 하고, 발 된 인증서를 

디 토리 시스템(DS)에 게시한다.

○ 운용 리 시스템은 발 된 인증서를 확인하여 인증서 신청자에게 

이용통보서를 발송한다.

○ 사용자는 운용센터로부터 받은 이용통보서의 인가번호, 참조번호

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증서를 DS로부터 받는다.

  2) 인증서 해지 신청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자처방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

하게 된 경우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운용 리 시스템에서 

CA와의 인터페이스 모듈을 사용하여 인증서 해지 신청을 한다.

○ 인증시스템 리자는 수된 인증서 해지 신청을 확인하여 인증서

를 해지하고, 사용자의 인증서 해지에 한 정보를 디 토리 시스

템의 인증서 취소 목록에 반 한다.

  3) 인증서 재발  신청

○ 사용자가 인증서 분실, 비 번호 분실 등의 사유로 원활하게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서를 재발  받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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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센터에 재발  신청을 한다. 

○ 자처방  달시스템 운용자는 수된 재발  신청을 확인하여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하여 CA에게 재발  신청을 한다.

○ 인증시스템 리자는 수된 인증서 재발  신청을 확인하여 인증

서를 재발 하고, 인증서 발  시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다. 보안 소 트웨어의 용

  1) 보안서비스 사용을 한 환경설정

○ 사용자는 보안서비스를 하여 인증시스템과 디 토리 시스템의 

IP Address 등을 명시해야 한다(그림 2-20 참조).

○ 인증시스템의 IP Address는 자신의 인증서를 발 받기 함이고, 

디 토리 시스템의 IP Address는 송수신시 상 방의 공개키를 가

져오기 하여 정확한 주소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

○ 한, 송수신시 필요한 상 방의 공개키에 한 정보를 송수신 시 

마다 디 토리 시스템에 속하여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Local에 장할 것인지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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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認證시스템의 IP Address 設定

  2) 인증서 발 신청

  ○ 인증서 발 신청은 사용자가 자처방  달시스템 이용신청서

를 작성하여 신청함으로써, 운용자에 의해 Off-line으로 처리된다.

  3) 인증서 발  받기

  ○ 자처방  달시스템 이용통보서를 받으면 인증서 발 을 받

기 하여 보안 시스템에 속한다(그림 2-2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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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1〕 認證書 發給

       

  ○ 인증서를 발 받기 해서는 이용통보서에 있는 인가코드와 참

조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잘못 입력할 경우에는 자신의 

인증서를 Down 받을 수 없다(그림 2-22 참조).

〔그림 2-22〕 認證서 發給을 한 入力窓

  ○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자신의 인증서에 

해 사용할 비 키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오며, 사용자가 8자리 

이상의 임의의 값으로 입력한다(그림 2-23 참조). 입력한 값을 

사용자는 잘 리하여야 하며, 입력을 완료하면 자신의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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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Down 받는다.

〔그림 2-23〕 認證書 使用을 한 비 키 入力窓

  ○ 이때 보증서 백업을 하기 해 디스켓을 삽입하라는 화면이 나

오는데 이때 반드시 디스켓으로 보증서를 백업하여야 한다. 이

후에 보증서 분실시(디스크포맷, 삭제 등) 디스켓에 백업된 보증

서를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입력한 비 번호는 인증서로부터 자신의 개인키  공개키를 추

출할 떄 사용하며, 처음에 입력한 비 번호를 변경하려면 개인

키 보호암호 변경을 실행한다.

〔그림 2-24〕 認證書 使用 비 키 變更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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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의 암호와 새로운 암호를 입력하여 비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그림 2-24 참조).

  4) 상 방 인증서 발  받기

  ○ 상 방 인증서 가져오기는 상 방의 인증서를 Local(사용자의 

PC)에 장하는 기능으로 송/수신시 암호화 정보를 송/수신 작업

시 마다 인증센터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PC에서 가

져와서 암호화/복호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25 참조). 이것

은 암호화/복호화의 속도 향상을 한 것이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수행한다.

〔그림 2-25〕 相 方 認證書 發給

  ○ 인증서 리 화면의 인증서 리스트 박스에서 자신의 인증서를 

선택한 후 상 방 인증서 가져오기 기능을 수행한 후 원하는 상

방의 ID를 입력한다(그림 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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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6〕 相 方 ID 入力窓

  ○ 거래자 ID화면에서 계센터의 ID를 입력한다. 이때 계센터의 

ID는 00000000이다. OK버튼을 클릭한다.

  ○ 상 방의 인증서 가져오기가 성공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디

스 이되며 상 방의 인증서는 C:\WINDOWS\ PKICLIENT\ 

cn=00000000이란 디 토리가 생성되면서 해당 ID의 공개키가 디

토리에 장된다.

  5) 인증서 재발  

  ○ 인증서를 분실하 거나, 재발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증서를 재발 할 수가 있다(그림 2-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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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7〕 認證書 再發給

  ○ 인증서 재발 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재발  신청을 실행

하면 된다. 인증서를 재발  받을 경우 2～3일 정도 시간이 걸

리므로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 비 번호를 잃어버리지 않

도록 리를 철 히 해야 한다.

  4. 運用管理 시스템

가. 운용 리 시스템의 구성

  운용 리 시스템은 Client/Server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가장 큰 특

징이 가입자 정보를 재 의료정보 서비스와 연계해서 리한다는 

이다(그림 2-28 참조). 주요기능으로는 가입자 정보 리, CA 리(보안

련 기능 리), 사용내역 리, 통계 리, 과 리  운용에 필요

한 공통사항 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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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運用管理 시스템의 構成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

KT-EDI 운용관리

의료정보망 시스템

가입자정보

보안
 Daemon

CA

※ Medicom과 
    가입자 정보 공유 

[중계서버%]특정 Directory/*.*

중계 서버

M & A

Oracle 8 

DS

가입자 관리

※ CA와 디렉토리에 의한 인터페이스

※ CA는 운용자에 의해 Off-Line으로 처리

중계 서버

처리로그

처리로그

사용내역정보 통계정보

. . .

운용관리

  

나. 운용 리 시스템의 주요기능  화면

  1) 가입자 리

  ○ 자처방  서비스를 받는 주체자 정보를 리하는 것으로 가입

자 정보의 등록, 수정, 조회, 삭제, 각종 황의 출력 처리를 수

행한다(그림 2-29 참조). 사용자 정보의 입력 시 항상 의료정보 

서비스의 사용자정보와 연계하여 처리가 되므로 사용자 정보의 

변경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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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加入  管理窓 

  ○ 신규 처방  달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정보를 입력  

장 후 인증서가 없는 경우 사용할 인증서를 CA에게 발 신

청한다.

  ○ 가입자 등록이 완료되고, 사용자의 인증서가 인증시스템으로부

터 발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사용하기 한 인가

코드, 참조번호와 함께 이용통보서를 발송한다(그림 2-30, 2-31 

참조).

        〔그림 2-30〕 利用通報書 出力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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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1〕 利用通報書

  ○ 운용자가 원할 경우 모든 항목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다음과 조

회를 할 수 있다(그림 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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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條件檢索 照會結果

2) 사용내역 관리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그림 2-33 참조).

○ LOG DB 구축: 각 서브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Log 파일을 수집

하여 사용내역관리 및 통계관리의 기본이 되는 DB를 구축한다.

○ 가입자가 사용한 사용내역 조회 및 출력기능을 제공하여, 전송

된 처방전의 추적 및 상태 조회가 원활하도록 한다.

○ 또한, 처방전 상태변화 수행 중 오류 발생 시 오류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여 운용자가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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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處方箋 狀態內譯 照

  ○ 자처방 뿐만 아니라 송/수신하는 일반 메시지에 해서도 해

당이력을 운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 송수신시 발생되는 암호화/복호화 오류에 개한 내역을 운용자가 

조회  처리 후 삭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3) 통계 리

  ○ 사용내역 리가 운용자에게 송수신 되는 자처방   일반 메

시지를 추 하기 용이하도록 기능을 제공한다면, 통계 리는 일

정기간에 한 자처방   일반 메시지의 각 상태별 성공/실

패 건수  각 가입자별 성공/실패 건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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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통계내역은 재 기간별 는 원하는 기간의 시간 별로 통

계결과를 제공하며, 출력기능도 제공한다(그림 2-34 참조).

    〔그림 2-34〕 使用 現況 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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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A 리

  ○ 인증시스템(CA)이 발 한 보증서의 가입자별 인가코드  참조

번호를 별도로 운용자가 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인가코드 

 참조번호가 이용통보서의 출력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된 경우 사용자가 인증서 재

발 을 요청할 때 운용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그림 2-35 참조).

   

〔그림 2-35〕 認證書 再發給 申請  照

 

  5. 使用  支援 시스템

  사용자 지원 시스템은 병‧의원  약국의 업무 로그램과 계시

스템간의 자 처방  달을 안정되게 달하기 해 제공하는 사용

자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이다. 그 기능에는 처방  송/수신, 

상태조회, 상태변경 등 원외 처방  달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본

기능과 사용자 편의를 한 부가 기능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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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방 달 API의 기능

  처방 달 API는 자처방 에서 필요한 기본기능  사용자 편의를 

한 부가기능 등을 제공한다. 한 가입자 API는 기존의 병의원, 약

국 어 리 이션에서 간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모듈화

하여 라이 러리 형태로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제공되는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작업 할 수 있다. 다음 <表 2-27>은 처방 달 API

의 주요 기능들이다.

〈表 2-27〉 處方傳達 API의 主要 機能

기능 규격 세 부 기 능

 사용자 인증

◦ 사용자 로그인

◦ 버  검사

◦ 자동 다운로드

◦ 보증서 인증

◦ 보증서 재발  신청

◦ 알림기능

 처방  송신 

◦ 미지정약국 송신

◦ 지정약국 송신

◦ 체조제 송신

◦ 데이터 보안

 처방  수신

◦ 처방  수신(지정, 미지정)

◦ 체조제 수신

◦ 데이터 보안 해제

 처방  상태조회
◦ 처방  상태 조회

◦ 처방  History 정보 조회

 처방  상태변경

◦ 처방  조제완료

◦ 처방  조제포기

◦ 처방  발행 취소

◦ 체조제 발행 취소

◦ 체조제 확인 완료

 부가기능

◦ 단문메세지 송/수신

◦ 지불보장 서비스

◦ 택배 서비스

◦ 약국정보제공

◦ 약국 휴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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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방 달 API의 구조도

  원활한 처방 달을 해 제공되는 처방 달 API의 구조는 아래 <表 

2-28>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表 2-28〉 處方傳達 API의 構造

Root Sub Dir Sub Dir 파일 설명

Zzzzz zzz_P i x x x x x x . x x x 송 신 할  정 보  파 일

Zzzzz zzz_P d x x x x x x . x x x 송 신 할  Data 파 일

Zzzzz zzz_P m x x x x x x . x x x 송 신  결 과  파 일

Zzzzz zzz_P e x x x x x x . x x x 송 실 파 일  포 맷 검 사  결 과 파 일

메 시 지 ID.S TA 송 신 상 태 조 회  결 과  파 일

OUT

메 시 지 ID.H IS 송 신  이 력  결 과  파 일

Zzzzz zzz_P i x x x x x x . x x x 수 신 한  정 보  파 일

Zzzzz zzz_P d x x x x x x . x x x 수 신 한  Data 파 일

RCVRL T.TXT 수 신  결 과  파 일

메 시 지 ID.C HA 상 태  변 경  결 과  파 일

RCV.REQ 수신  요청  파일

PRE

IN

RCV.RLT 수신  결과  파일

P D S C o m m .d ll 통신  모듈

Ktizip32.dll 데이터  압축 /해제  모듈

CheckDocName.dll,

ChkInfo.dll,

PreSlp.dll,PreRtn.dll,

GenRes.dll,

C4dll.dll,restart.exe

처방전데이타  검사  모듈

BIN

Security.dll,

CertManager.dll,

Ecsp.dll,

EdClient.dll,

ETRICryptoLib.dll

KT 제공  보안

UPGRADE VER.INI 버전  정보  파일

PHAMLIST.TXT 약국  정보  파일INFO

DRUGLIST.TXT 약품  정보  파일

KTPDS

UI

KTPDS.INI 환경  정보  파일

 

  처방 달 API의 구조는 크게 처방  데이터를 리하는 PRE 디

토리와 소 트웨어와 정보 일 등을 리하는 UI 디 토리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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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PRE 디 토리는 송신 처방  데이터를 리하는  OUT 디 토리와 

수신 처방  데이터를 리하는 IN 디 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의 디 토리에서는 계시스템과 교환되는 모든 처방  데이터뿐만 

아니라 처방  달에 필요한 정보 일들을 리하게 된다.

  UI 디 토리는 API  실행 일을 리하는 BIN 디 토리와 로

그램 자동 UPGRADE를 한 리를 담당하는 UPGRADE 디 토리, 

기타 사용자 정보  처방 달에 필요한 계시스템 정보 등을 리

하는 INFO 디 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 주요 기능별 API 설명

  다음은 처방 달 API의 요기능들에 한 상세 내역을 설명한다.

1) 처방  송신

  처방  송신은 실제로 병‧의원에서 발생한 처방 을 약국으로 달

하기 해서 계시스템의 메일박스로 송신하는 기능이다. 처방  송

신은 크게 미지정 송신과 지정송신으로 나뉘며, 체조제가 발생한 

경우 약국에서 해당 병‧의원으로 송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지

정송신인 경우 반드시 정보 일 내의 수신자 필드에 수신자 ID 기록

하여 송신하여야 하며, 지정할 약국의 검색은 미리 제공된 약국리스

트 일을 가공하여 지정하도록 한다. 미지정 송신인 경우 수신자 ID 

기록할 필요가 없다.

  정보 일과 처방  데이터 일은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하며, 만약 규격에 맞지 않은 경우 데이터검증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

하며, 처방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는 다면 계시스템으로 송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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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특이할 사항은 동일한 처방 발행번호로 처방 을 재송

신할 경우 해당 처방 의 송신은 불가능하다. 이는 처방 발행번호를 

기 으로 해당 의료기 의 처방  리  처방 의 유일성을 보장하

기 목 에 의한 것이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방 을 재송신 해

야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미 송신한 해당 처방 에 해 송신 취소

를 한 후에 동일한 처방 에 해 송신이 가능하다.

  한 처방 달 API에서는 송신할 처방  일명에 규칙성을 부여하

기 하여 처방  데이터 일의 이름을 생성해 주는 API함수를 제공

하여 처방  데이터 일명의 규칙성을 유지하고 있다.

  처방  데이터의 송신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  병‧의원 리 로

그램에서 처방 을 입력하면 처방  데이터의 일명을 결정하고 결

정된 일명을 가지고 처방  송신 디 토리에 송신할 처방 을 생성

한다. 그런 다음에 처방  송신 API 함수를 호출하여 미지정 송신인

지 지정송신인지를 구분하여 처방 을 송신하게된다. 이때 처방  데

이터의 송신 에 송신API 함수내에서는 처방  규칙에 맞는지 해당 

처방  데이터를 항목별로 검사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계시스템으

로 처방  데이터가 송신되게 된다. 이때 처방  데이터의 송신결과

를 송신결과 일로 리턴해 다. 송신결과 일내에는 송신 시작시간

과 종료시간이 기록되고 계시스템에 등록된 송신한 처방 의 유일

한 키를 부여받게 된다. 이 유일한 키가 앞으로 송신한 처방 의 모

든 오퍼 이션의 기 이 된다.(그림 2-36 송신흐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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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6〕 信흐름

송신결과(송신성공한 개수) 와 송신결과파일을 이용하여

송신기록 관리

처방전 입력(S/W)

위에서 구한 파일명으로 처방전 정보파일과 데이터파일

을 ~/OUT 디렉토리에 생성한다.

AssignFileName()

정보파일,데이터파일의 이름을 구함

SendPrescription(정보파일명, 파일갯수)
처방전을 송신한다.

ERROR

NO

YES

ERROR

송신결과,송신결과파

데이터포맷에러파

NO

YES

  2) 처방  수신

  처방  수신은 약국의 어 리 이션에서 환자가 방문시 해당 처방

을 처리하기 해 계시스템으로부터 도착되어 있는 처방  데이

터를 수신하는 기능이다. 처방  수신도 송신과 마찬가지로 크게 미

지정 수신과 지정수신으로 나뉘며, 병‧의원의 경우 체조제가 발생

한 경우 약국에서 송신한 체조제 내역을 수신하는 경우도 이에 해

당한다. 

가) 지정수신     

  지정수신이란 병‧의원에서 환자의 요구로 약국을 지정하여 송신한 

경우 해당 약국의 메일박스에 도착하여 있는 처방  데이터를 수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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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이다. 병‧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  데이터를 송신할 때 환자

의 요청에 의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  데이터를 송신한 경

우 해당 처방  데이터는 지정한 약국의 메일박스에 장된다. 약국

에서 자신의 메일박스에 도착해 있는 처방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지정수신이라 한다(그림 2-37 참조). 

      〔그림 2-37〕 指定受信 흐름 

수신받은 정보파일과 수신결과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

가공

정보파일,데이터파일,수신결과파일이

~/IN디렉토리에 생성

RcvPrescription(1, “”,””,””)

지정수신

ERROR

NO

YES

서식타입 검사

전 데이터 처리

처방전

일반응답서 처

일반응답서

대체조제 처리

대체조제

  지정수신의 흐름은 약국 어 리 이션에서 수신 API함수를 이용하

여 수신하게 되는데 이때 지정수신이란 정보를 포함한 수신 API 함수

를 사용하여 계시스템에 자신의 메일박스에 도착되어 있는 처방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메일박스에 존재하는 신규 처방  데이터를 

요청한 약국의 컴퓨터로 달하여 방문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게 된

다. 주의할 사항은 이미 수신한 처방  데이터의 재수신이 필요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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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 주민번호, 처방  발행번호 3가지 조건을 이용하여 수신이 가능

하다. 그 지만 이미 조제완료된 처방  데이터에 해서는 재수신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조제완료된 처방 을 비정상 으로 사용하는 것

을 미연에 방지하기 한 것이다. 한 처방 의 유효기간이 지난 처

방  데이터의 경우도 수신하여 조제할 수 없다.

나) 미지정수신     

  미지정수신이란 병‧의원에 약국을 지정하지 않고 계시스템으로 

처방  데이터를 송신하 을 때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서 처방 을 수

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미지정 수신의 경우 환자가 약국에 

방문해야만 처방 을 수신할 수 있으며, 이때 처방 을 수신하기 

해서는 환자가 소지한 처방 의 정보를 이용하여 계시스템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미지정수신의 흐름은 약국 어 리

이션에서 수신 API함수를 이용하여 수신하게 되는데 이때 미지정수

신이란 정보와 처방 의 정보들(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처방  발행번

호)을 이용하여 수신 API 함수를 사용하여 계시스템으로부터 해당 

처방  데이터를 요청하게 되면  계시스템의 공통의 메일박스에 존

재하는 신규 처방  데이터  해당 정보와 일치하는 처방  데이터

를 약국의 컴퓨터로 달하여 방문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게 된다. 

주의할 사항은 미지정 수신은 반드시 환자명, 주민번호, 처방 발행번

호와 같이 처방  정보를 조건값으로 사용하여 수신할 수 있으며, 만

약 병의원에서 지정으로 처방  데이터를 송신하고 지정된 약국에서 

환자가 도착 에 처방  데이터를 수신하여 환자가 방문할 때까지 기

다리고 있는데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가지 않고 다른 약국을 방문

하여 미지정으로 처방  데이터를 수신할 경우 해당 처방  데이터가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 이기 때문에 이때는 계시스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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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조제 인 약국의 정보를 일반응답서 서식을 이용하여 달하게 된

다. 그러면 환자가 방문한 약국에서는 재 조제 인 약국정보를 이

용하여 해당약국에 연락하여 재 조제 인 처방  데이터에 해 조

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 후 조제 포기가 이루어지면 다시 미지정 수

신하여 조제행 를 하면 된다. 미지정 수신인 경우도 지정수신과 마

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 은 수신이 불가능하다(그림 2-38 참조).

〔그림 2-38〕 未指定受信 흐름

수신받은 정보파일과 수신결과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

가공

정보파일,데이터파일,수신결과파일이

~/IN디렉토리에 생성

RcvPrescription(2, 환자명,주민번호,처방전발행번호)
미지정수신

RROR

NO

YES

서식타입 검사

방전 데이터 처리

처방전

일반응답서

일반응답서

  3) 처방  상태 변경(조제완료, 조제포기, 송신취소)

  처방  상태변경 API 함수는 처방 의 상태를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상태변경에는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병‧의원에서 송신한 처방

 데이터의 송신을 취소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오퍼 이션이며, 조제

완료와 조제포기의 경우 약국에서 처방  데이터를 수신한 후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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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당 약을 조제해 주었을 경우는 조제완료로 처방 의 상태를 변

경해야 하며, 어떤 사유로 인해 조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처방 에 

한 조제포기를 해야한다. 처방  상태변경 API 함수는 각 상태에 

맞는 값을 달하므로 상태를 변경 할 수 있다(그림 2-39 참조).

〔그림 2-39〕 處方箋 狀態變更 흐름

조제완료 : ChangeRequest(0, MSG-ID, 요청갯수)

조제포기 : ChangeRequest(1, MSG-ID, 요청갯수)

송신취소 : ChangeRequest(2, MSG-ID, 요청갯수)

MSG-ID.CHA 을 이용하여 결과 처리
ERROR

D.CHA 을 이용하여 결과 처리

YES

NO

  처방 을 수신한 후에는 반드시 조제완료, 조제포기  한 가지의 

상태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 조제포기를 할 경우 지정수신한 

처방  데이터는 미지정 송신한 처방 으로 변경된다. 송신취소는 어

떠한 약국에서도 송신 취소하고자 하는 처방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

은 경우나 수신했지만 이미 조제포기한 처방 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송신취소시 처방 의 상태가 조제 이거나, 조제완료를 했을 경

우 조제 이거나 조제완료한 약국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약화사고  

기타 조치를 병‧의원 측에서 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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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방  상태 조회

  처방  상태조회 기능은 자신이 송신한 처방 의 재 상태를 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자신의 처방 이 재 약국에서 조

제가 완료되었는지, 어떤 약국에서 조제가 이루어 졌는지 등의 정보

를 제공하여 병‧의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송신한 처방 의 재 상태를 알고 싶을 경우 해당 처방 을 송신

한 후 계시스템으로부터 부여받은 유일한 키를 이용하여 처방 의 

 상태를 계시스템에 요청하면 계시스템에서는 처방 의 재상

태를 상태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약국의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한 

처방  상태 조회는 한번에 여러 개의 처방  상태를 조회할 수 있

다. 이때는 복수개의 처방  유일키를 계시스템에 보내어 요청하면 

된다(그림 2-40 참조).

〔그림 2-40〕 處方箋 狀態照

Int StatusRequest(msgno, count)

호출

MSG-ID.STA 을  이용하여  결과  처리
ERROR

MSG-ID.STA 을  이용하여  결과  처리

YES

NO

조회할  문서의  메세지  번호를  파라메터로  넘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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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방  이력 조회

  처방  이력조회 기능은 자신이 송신한 처방 의 재 상태를 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자신의 처방 이 재 약국에서 조

제가 완료되었는지, 어떤 약국에서 조제가 이루어 졌는지 등의 정보

를 제공하여 병‧의원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 이력 데이터는 각 의료기 에서 발생한 처방 에 한 통계 데

이터로 이용할 수 있어 의료기 의 운   리에 많은 도움  것

으로 생각한다.

  처방  이력조회 흐름은 자신이 송신한 처방  데이터에 해 계

시스템으로 부여받은 유일한 키를 사용하여 계시스템에 해당 처방

의 이력사항을 요청하면 계시스템에서는 해당 처방 의 이력정보

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그림 2-41 참조).

〔그림 2-41〕 處方箋 履歷照  흐름

HistoryRequest(msgid)

MSG-ID.HIS 을 이용하여 결과 처리ERROR

MSG-ID.HIS 을 이용하여 결과 처리

YES

NO

  처방  이력조회의 경우  계시스템에 요청할 수 있는 단 는 한

번에 하나의 처방 에 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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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부가기능

  처방 달 API의 기능은 에서 설명한 기본기능 이외에 사용자 편

의를 제공하기 한 여러 기능들이 있다. 이 기능들에는 사용자의 

업개시 여부를 표시하여 처방 을 송신할 때 상  약국이 업을 하

고 있는지 휴무인지를 알려주어 환자의 편의 도모하는 기능이 있으

며, 처방 달 API 로그램의 변경시 사용자의 개입없이 UPGRADE된 

로그램을 자동설치 할 수 있는 자동다운로드 기능, 사용자가 처방

을 생성하여 송신할 경우 송신 에 처방 의 데이터 검사를 수행하

여 사용자 입력오류 등에 의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처방  서식

검사 기능 등이 있다. 

第 7節  하드웨어  네트워크 構成

  원외처방 달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과 네트워크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하드웨어 構成

  원외처방 달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은 아래의 필요요건에 맞게 

구성된다. 모든 시스템은 업계의 표 이라 할 수 있는 UNIX 시스템

을 기반으로 하며, 업무의 효율을 해 병렬 로세싱과 클러스터링 

구조로 구성하며, 배치업무  온라인 업무가 동시에 운용될 경우 처

리성능 확보와 상호간의 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한 

내부자원(CPU, Memory, I/O)의 독립  확장  자원간의 간섭 상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  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 

한 도입시  비 2배 이상의 확장성을 제공하고 Upgrade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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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존 자원과 호환되도록 운용하고 24시간 365일 무정지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장애발생시에도 동일한 요구 성능과 

기능이 제공된다.

  원외처방 달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일반 으로 고려할 사항은 

운용의 편리성, 통합구축을 통한 리의 단일화, 시스템 제작  공

업체를 통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 2-42]는 원외 처방  달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도 이다.

  〔그림 2-42〕 하드웨어 構成圖
E
th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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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

인터넷

FEP시스템#1

ORACLE 8
OPS

DB 서버 시스템 #1

DB 서버 시스템 #2

병/의원
및

약국

L4 SW
Hub

FireWall

FireWall

L4 SW
Hub

L4 L4

L4L4

디렉토리서버

CA서버

가입자

가입자

M&A시스템FEP시스템#2

WEB 서버

  원외 자처방 달 계시스템의 각 서버들의 하드웨어 상세 내역

은 <表 2-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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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29〉 中繼시스템의 하드웨어 詳細內譯

시스템 CPU 메모리 디스크

처방  메일박스 

시스템(E5500 * 2)

각시스템별 

400MHz/8MB 4개
각1GB

 각 시스템별 내장 18GB,

 Array 360GB

FEP시스템

(E3500 * 2)

각시스템별 

400MHz/8MB 4개
각2GB

 각 시스템별 내장 18GB,

 Array 72GB

인증서버

(E3500 * 1)
 450MHz/8MB 2개 512MB  내장 18GB, 외장 9GB

DS 서버 

(E3500 * 2)

각시스템별 

400MHz/8MB 4개
각1GB

 내장 32GB, Array 90GB 

 내장 18GB, Array 144GB 

운용 리시스템

(E5500 * 1)
400MHz/8MB 4개 1GB  내장 18GB, Array 360GB

처방  Web 서버 

(E3500 * 1)
400MHz/8MB 4개 2GB  내장 18GB, Array 72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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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네트워크 構成

  원외 처방 달시스템의 체 네트워크 구성은 아래 [그림 2-43]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2-43〕 電子處方傳達시스템의 全體 네트워크 構成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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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設計 163

  원외처방 달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은 처방 달 서비스의 안정성

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2 의 LAN Switch로 이 화하여 구성하며 각

각의 서버와 로드발랜스를 한 L4 스 치  Workgroup 그룹 스

치를 각각 속시킨다. 특히 각각 서버의 속은 서버의 트래픽 역

폭 소요를 감안하여 Gigabit  Fast Ethernet 포트를 사용하여 각각 이

으로 속한다. 한 각 서버에 이 으로 속된 인터페이스는 2개

의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부하 분산을 해 동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L4 스 치의 구성 방법은 4 의 L4 스 치를 사용하여 백본 라우

터와 Gigabit 백본 스 치를 각각 속시킨다. 그리고 L4 스 치에 

속되는 방화벽에서 NAT를 구 하여 외부 가입자에서 속하는 트래

픽을 내부 IP 주소로 변환하도록 구성한다. L4 스 치에서 2 로 구

성된 서버 그룹에 각각 가상 별도의 가상 IP 주소를 할당하여 서버의 

인터페이스로 트래픽을 분산하여 속하도록 구성한다. 

  DMZ(DeMiliterization Zone)에 구성된 2 의 L4 스 치에서 2 의 

Gigabit workgroup 스 치로 각각 Gigabit Ethernet로 Full Mesh로 속

하고 2 의 Gigabit workgroup 스 치에서 처방  메일박스 시스템에 

이 화로 속한다. 

  방화벽 시스템의 경우 트래픽 처리 성능을 고려하여 방화벽 시스템 

2 로 구성한다. 4 의 L4 스 치 장비에서 각각 Gigabit Ethernet으로 

속하고 내부 서버로의 속 보안 체계를 유지한다. 

  라우터의 구성 방법은 기본 으로 2 의 백본 라우터를 동시에 운

용하도록 구성하고 WAN 속회선 는 L4 스 치의 장애 발생시 상

호 백업 구조로 동작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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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節  處方傳達시스템과 病‧醫院  藥局 業務시스

템 連繫

  1. 處方傳達 API

가. 단일시스템용 처방 달 API

  처방 달시스템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과 같이 업

무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형태는 아니다. 의료기   약국의 업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처방  련 데이터만을 두 기 간에 연계시키

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것이다. 각 기  시스템의 독립성을 최 한 

보장하고, 처방 달시스템과 연계시 수정  추가 개발 업무 범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처방 달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가 설계되었다.

  처방 달 API는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계시스템과 의료기

  약국 리 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한 통신을 담당하는 

것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처방 달 API’는 의료기   약국의 클라이언트 어 리 이션으

로부터 처방 는 조제 련 자료를 받아 계시스템에 처리를 요청

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수신 받아 해당 어 리 이션에 되돌려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를 들면, 우선 의사가 진료 후 진료내역을 어 리

이션에 입력하면, 처방 달 API는 어 리 이션으로부터 처방정보

만을 받아 계시스템에 송하게 된다. 계시스템은 받은 처방정보

를 환자가 지정한 약국의 '처방 달 API'로 송하게 되고, 약국의 

‘처방 달 API'는 약국 어 리 이션에 달하여 약사는 이를 보고 

조제를 행하게 된다. 반 로 약사가 조제를 완료하면( 는 체조제 

하면), 처방 달 API는 어 리 이션으로부터 조제정보를 받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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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송하게 된다. 계시스템은 받은 조제정보를 당  처방

을 발송한 의료기 의 ’처방 달 API'로 송하게 되고, 의료기 의 

‘처방 달 API'는 이를 어 리 이션에 달하여 의사가 최종 으로 

조제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자처방  달 업무의 구 을 해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과 

연계되는 부분에서는 의료기   약국용 로그램과 ‘처방 달 API'

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한다.

나. Client/Server용 처방 달 API

  의원  약국용 로그램과 ’단일시스템용 처방 달 API'의 직

인 연결작업은 처방  데이터 일 리  함수 호출 정도로 구 이 

쉽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병원  의료기 의 리 로그램인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단말기를 2  이상 사용하는 형 

약국  의원 등과 연계 시에는 단일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달

리 멀티유 라는 환경에 한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많은 사용자의 사용 내역에 한 응용시스템 차원의 통합 리도 편

리하게 지원되어야 하므로 'C/S용 처방 달 API'를 이용하여 통합을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S용 API는 API/SERVER와 API/CLIENT로 구분되는데, 계시스템

은 처방 달시스템 체로 볼 때의 서버부분이라면, API/SERVER는 

특정 의료기 내에 처방 달을 담당하는 서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

다. 멀티유  환경은 형 병원을 표 으로 살펴보면, 병원  의료

기 에서는 여러 의사들이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 측 

서버로 볼 때 동시에 여러 의사들로부터의 처방 이 송될 수 있다. 

이 경우 기  업무용 데이터는 내부 서버에 리될 것이므로 처방

의 송수신 내역 한 서버에서 통합 리될 수 있는 방법을 희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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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원외로 나가는 처방 에 해서 어느 시스템에서든 리

가 필요하게 된다. 그 지 않은 경우 처방 이 어떻게 발송되었는가 

등에 한 기록을 찾기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2  

이상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 의 경우 통신회선을 단일 회선으로 유

지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도 Client/Server 방식의 구

이 요구된다.

  API/CLIENT는 '처방 달 API'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며, 단지 

계시스템과의 통신을 기 내부의 API/SERVER와 한다는 차이만 있다. 

이는 동일한 Interface를 사용하므로 응용시스템 개발자가 한가지 

Interface 만을 숙지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계센터 입장에서 개발자 

 가입자 지원을 단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 病‧醫院  藥局 業務시스템과 統合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의료기 에서 발생

하는 원외처방 을 수신 받아 약국으로 달하는 시스템이며, 이 과

정에서 각 의료기 마다 조 씩 차이가 있는 자료 형식들의 표 화라

는 과정이 필요하고 상호 연계에 따른 통신규약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 으로 각 병원에 따라 조 씩 업무 인 로세스의 차이를 보

인다. 를 들어 의원에서 발생하는 원외처방 의 처리와 병원에서 

발생하는 원외처방 의 처리는 생성이라는 과정에서 소멸이라는 과정

까지는 체 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병원의 규모에 따라 

복잡한 원무행정 과정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자처방 달시스템을 통합하기 해서는 기존에 의료기 에서 처

리했던 일상 인 업무와 계시스템 업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업무

시스템과 연계되는 부분에서의 통신은 각 클라이언트 업체(의료기  

 약국용 로그램 업체)에게 계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툴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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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달 API' 는 ‘처방 달 LAN용 API'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통합

을 하며, 클라이언트 업체는 이러한 툴을 이용하여 처방 의 송‧수신 

 해당 업무를 손쉽게 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계시스템에서 볼 때 계의 상이 되는 자료는 처방 이며, 따

라서 의료기 과 계시스템의 연결 고리는 처방 이 발행되는 시

이라고 볼 수 있다. 의원  의료기 의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  작성

을 마치는 시 에 맞추어 ‘처방 달 API'를 통해 계시스템과 연계

토록 하여 자처방 달시스템의 구 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의료기 에서는 계시스템과의 연결을 놓고 생각해 볼 사항

은 처방 의 발행을 어떤 시 으로 볼 것인가이다. 즉, 의사가 처방  

작성을 마치면 발행인지, 원무과의 행정 차를 마치고 난 처방 을 

발행 상으로 보는 것인지, 약제부를 거쳐서 확인 차를 마친 처방

을 발행 상으로 볼 것인지에 한 나름 로의 단이 병원 쪽 업무 

로세스와 련하여 내부 으로 결정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그림 

2-44 참조).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계시스템과의 연결에 앞서서 기

존의 업무 로세스를 세부 으로 재검토 후에 계시스템과의 연결지

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모델링 후 시뮬 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원외처방 달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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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4〕 旣存 病院 業務 로세스

환 자 접 수

진 료

처 방

환 자 의  이 동

자 료 의  흐 름

원 무

약 제

서 버

  처방이라는 시 에서 계시스템과 연결을 취한다면 서버와의 업무

 연결성에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자연스러운 업무

 연계가 성립되려면 원무나 약제 로세스에서 처방 달 계시스템

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그림 2-45 참조). 바람직한 것은 약제 로세

스에서 연결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 동안 병원 약제부의 처방

리실이 원내처방 련 업무를 장했으나,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원외

처방  감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처방 을 

사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 약제부의 경우 원무 수납 이 에 처방 리실

에서 처방  심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인하  병원은 수납 후 처방

리실에서 원외처방 을 교부해 감시하는 흐름으로 하루 10건 정도의 

처방오류를 발견하고 있다. 남 병원 약제부도 발행되는 모든 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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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은 외래약국에서 출력해 오류처방으로 단되는 처방은 진료의사

와 토의, 수정한 후 환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그림 2-45〕 電子處方 中繼業務와 病院業務 로세스와의 連繫

환자 접수

진료

처방

환자의 이동

자료의 흐름

원무

약제

서버

중계송신
API

중계수신
API

전자처방전달
중계시스템

  이처럼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과 기존에 사용하던 의료기  리

로그램이나 약국 리 로그램과의 연계를 해 와 같은 ‘처방

달 API'나 ’처방 달 LAN용 API'를 추가시키면 자처방  달을 

한 기본 인 비는 완료되게 된다(그림 2-46, 2-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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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病院 OCS와 處方傳達 LAN용 API 로세스 構成圖

병원 OCS

OCS
DB

처방전달 LAN용
 API

Win95,98,NT

처방전 전송(복사)
처방전 상태 조회

처방전 처리 결과
대체조제 내용

IN
폴더 또는 DB

OUT
폴더 또는 DB

인터넷망
전자서명
보안모듈

처방전달
중계 시스템

처방전달용
OCS
모듈

ㅇ처방전달용 OCS 모듈 : 병원 전산실에서 제작  ㅇ처방전달 LAN용 API : 중계시스템에서 제공한 모듈

〔그림 2-47〕 醫院 管理 로그램과 處方傳達 API 로세스 構成圖

업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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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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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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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章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의 保安性  

安定性 確保 

第 1節  電子處方箋 保安: 공개키기반구조(PKI) 暗號保安

  1. 공개키 基盤 保安서비스의 必要性

  처방과 조제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던 과거 제도하에서는 처방내용

의 외부유출이나 처방내용 변경에 따른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었고 

책임소재 역시 명확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처방내용의 외부유출, 처방변경에 따른 약화사고, 책임

소재의 논란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경

우 시스템의 구 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다. 그러나 인터넷이 갖고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은 개인의 건강정보

를 담고 있는 처방 의 송‧수신이라는 행 에 해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인터넷은 개방형 정보통신망으로서, 애 에 보안을 고려한 네트워

크가 아니다. 한 이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안에 큰 취

약 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종이문서에 비해 자문서가 가지

고 있는 문제 은 ‧변조가 용이하다는 것과 문서작성 사실 입증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을 활용한 자  거래에서 거래 상

방의 신원확인이 곤란하다는 것, 송내용의 비  유지가 곤란하다

는 것 등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이 사 으로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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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안공격

  자처방 과 같이 송되는 메시지에 한 불법 인 공격자

(attacker)의 은 크게 수동  공격(passive attack)과 능동  공격

(active attack)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保安 攻擊의 類型

송신자 메시지 수신자

수동  공격 능동  공격

  수동  공격은 불법 인 공격자가 송되는 메시지( 자처방 )를 

가로채어 그 내용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공격이다. 자처방 이 도청

(eavesdropping)되어 그 안의 민감하고 요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사 에 방지하기 해서는 

암호화를 통해 송되는 메시지의 내용을 도청자가 악할 수 없도록 

은폐시켜야 한다. 능동  공격은 의도 으로 공격자가 메시지의 내용

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능동  공격에는 세부 으로 메시지의 

변조(modification), 삽입(insertion), 삭제(deletion), 재생(replay) 공격 등이 

있다. 메시지의 변조는 송되는 메시지들의 순서를 바꾸거나 메시지

의 일부분을 다른 메시지로 체하여 불법 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

격을 의미한다. 삽입공격은 불법 인 공격자가 정당한 송신자로 가장

(impersonation)하여 특정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역시 불법 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삭제공격은 정상 인 통신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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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나 리를 방해하는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공격으로써 

특정 수신자에게 송되는 메시지의 부 는 일부가 공격자에 의해

서 삭제될 수 있다. 재생공격은 공격자가 이 에 측정 송신자와 수진

자간에 행해졌던 송수신 내용을 도청하여 보 하고 있다가 나 에 다

시 재생하여 송하는 공격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처방 의 처방내용을 외부인에게 유출하는 수동  공격

과 자처방 의 처방내용에 마약이나 독성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의 ‧변조 는 재사용하는 등의 능동  공격에 해 원천 으로 막

을 수 있는 보안서비스를 강구하는 것이 요하다.

나. 보안서비스

  불법 인 수동  공격과 능동  공격으로부터 데이터( 자처방 )

에 한 보안을 유지하기 해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 인 보안서비스

(security service)에는 기 성, 무결성, 인증, 그리고 부인 쇄 등이 있다.

  1) 기 성(secrecy, confidentiality)

  기 성은 수동 인 공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정당

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이 데이터의 내용을 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상에서는 개업  직하고 

있는 의사  약사만이 처방  조제 련 데이터를 송‧수신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수동 인 공격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메

시지의 기 성은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용을 통하여 보장될 수 있다.

  암호시스템(cryptosystem)은 기본 으로 송되거나 는 장된 평

문(plaintext)의 의미를 불법 인 공격자로부터 숨기기 해서 사용되는 

도구이다. 평문은 암호화(encryption)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가 은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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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문(ciphertext)으로 환되며, 다시 복호화(decryption) 과정을 통해 

평문으로 복원될 수 있다. 암호시스템은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와 복

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서로 동일하냐 는 상이하냐에 따라서 니뉘어

지는데,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다 동일한 암호시스템을 용

(conventional cryptosystem) 는 칭형(symmetric cryptosystem)이라고 

하고, 암호화와 복호화에 용되는 키가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개

키 암호시스템(public-key cryptosystem) 는 비 칭형(asymmetric 

cryptosystem)이라고 불리운다. 1970년  반에 도입된 공개키 암호시

스템의 개념은  정보화 시 에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유형의 보안

서비스들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공개키 암호를 통해서 디지

털 서명, 개인의 신분확인 등과 같이 강력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개키 암호시스템은 개인키(Private Key)와 공개키(Public Key)라는 

두 개의 키를 이용하여 문서를 암호화 는 복호화하는 기술로, 공개

키 암호시스템에서 개인키는 사용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키를 말하

며, 사용자는 이 키를 이용하여 문서를 암호화하게 된다. 공개키는 이 

개인키에 응하는 키로서, 문서를 수신할 상 방은 공개키를 이용하

여 암호화된 문서를 검증한다. 개인키로 암호화된 문서는 이에 응

하는 공개키를 가진 사람만이 그 문서를 검증할 수 있다. 암호화된 

문서가 A의 공개키로 복호화 된다면 이문서는 A의 개인키로 암호화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공개키 암호에서는 공개키가 외부로 공개된다

고 할지라도 거기에 응되는 개인키를 발신 이외의 제3자가 도출한

다는 것은 공개키 암호의 설계상 특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개키는 사 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개

인키  공개키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서를 수신한 상 방이 송신자

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인터넷을 활용

한 자처방 달시스템의 보안성이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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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결성(integrity)  인증(authentication)

  최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메시지의 교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단

순히 메시지의 기 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으

며,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수신된 메시지가 송되어지는 과정에서 불

법 인 제3자에 의해서 의도 으로 변조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메시지에 한 무결성, 한 수신된 메시지의 실제 작성자를 확

인하는 메시지 인증이 요구되고 있다.

  무결성은 수신된 메시지가 불법 으로 재생된 것인지 는 송과

정에서 변조되었거나 재구성되었는지 등에 한 확인을 보장한다. 이

것은 해쉬함수(hash function)와 연동되어지는 암호시스템의 용을 통

해서 불법 인 메시지의 변조가 수신자에 의해서 검출되어질 수가 있

게 된다. 

  인증은 수신자가 수신된 메시지가 정당한 송신자로부터 송된 것

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한 송수신자간에 각자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불법 인 공격자가 정당한 사용자로 

가장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정 인 결과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도 쉽게 볼 수가 있다. 얼굴과 얼굴을 맞 고 행해지는 신분의 확인

은 비교  용이하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 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

서 행해지는 신분의 확인은 암호시스템에 기반을 둔 로토콜을 통해

서만이 가능하다.

  원칙 으로 무결성과 메시지 인증은 분리해서 취 할 수 없는 개념

으로 원래의 메시지 작성자가 보낸 메시지가 도에서 제3자에 의해 

변조되었다면, 즉, 무결성이 만족되지 못한다면 그 변조된 메시지의 

작성자가 새로운 송신자가 되고 한, 메시지의 실제 작성자를 악

할 수 없다면 메시지의 무결성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메시지에 한 암호화는 암호공격자의 수동 인 공격으로부터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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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내용을 은닉시키기 해서 사용되는 반면에 무결성은 능동 인 

공격으로부터 메시지를 보호한다. 형 인 능동  공격으로는 메시

지의 삽입(insertion), 삭제(deletion), 변조(modification), 메시지 순서변경

(reordering), 메시지 재생(replay) 등이 있으며, 넓은 의미로 볼 때 이러

한 능동 인 공격들은 모두 메시지에 한 변조로 간주될 수 있다. 

메시지에 한 단순 암호화는 비 키를 모르는 암호공격자에 의한 불

법 인 메시지의 삽입공격을 부분 방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외의 

능동  공격들은 암호공격자가 간에 가로챈 이 의 메시지( 자처

방 )들을 이용하여 가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메시지의 

암호화를 통해서만은 무결성의 보장이 완 하지 않게 된다.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메시지의 무결성은 수신된 메시지가 실

제 작성자가 보낸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송되는 과정에서 불

법 인 제3자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에 한 확신을 수신자가 

가지게 한다. 메시지 작성자와 수신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해서 사후 으로 어떠한 분쟁(dispute)도 없을 경우에는 무결성으로 

충분하지만,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메시지의 내용에 한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수신자가 불법 인 이득을 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조한 후에 마치 그 메시지가 측정 송신자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단순 메시지 무결성은 이러한 메시지에 

한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반 로 정직하지 못한 메시지 작성자로부터 분쟁이 제기될 수도 있

는데, 메시지 작성자가 특정 메시지를 보낸 후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단순 메

시지 무결성 기능만을 가지고는 그것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할 수 없

다. 이와 같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당사자들간의 메시지 교환에 있

어서는 일반상거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인 자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의 保安性  安定性 確保 177

서명(digital signature) 기법이 용되어져야 한다. 

  메시지에 한 무결성이 요구되어질 경우에는 인증자(authentication), 

는 해쉬값(hash value)으로 명명되는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메시지로부터 압축, 생성하여 메시지에 첨가하여야 한다. 한 그 메

시지의 작성자에 한 확인(message authentication)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증자를 생성하는 과정에 메시지 작성자와 수신자만이 알고있는 비

키(secret key)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인증자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되

는 함수를 암호학  해쉬함수(cryptographic hash function)라고 한다. 이 

인증자를 통해서 수신자는 메시지에 한 무결성  메시지를 보낸 

작성자에 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쉬함수 h( )는 길이가 유한

한 임의의 메시지를 입력자료로 하여 고정된 길이의 비트 열(bit 

string)을 출력하는 다 일(many-to-one)함수로서 입력자료의 길이에 

계없이 고정된 길이의 값으로 환시켜주는 성질이 암호학 분야에서 

암호학  해쉬함수라는 이름으로 인증  디지털 서명분야에 응용되

어 지고 있다

  3) 부인 쇄(non-repudiation)

  부인 쇄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에 송된 메시지에 한 분쟁을 해

결해 다. 즉, 메시지가 특정 수신자에게 보내어졌을 때 송신자는 그 

메시지의 발송을 나 에 부인할 수가 없고, 한 송신자에 의해서 발

생되지도 않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수신자가 주장하는 것도 불가능하

게 된다. 이것은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해서도 

요하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송신자와 수신자간의 메시지의 교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능이 통신 로토콜에 내재되어야 하는데 자

서명 즉, 디지털 서명(digital signature)을 통해서 부인 쇄 보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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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되어 질 수 있다.

  일반 상거래에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은 그 계약서의 당사자

가 그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

다. 따라서, 그 계약서의 내용은 그 구도 변경할 수 없고  그 계

약서 당사자는 나 에 그 내용의 이행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다. 종

이 문서에 행하는 일반 인 서명의 특징은 서명자(signer)에 의한 서명 

생성작업과 그 서명에 한 확인작업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서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서명 조(forgery)는 일반 으로 

불가능하고 한 서명자가 나 에 자신이 서명한 내용을 부인

(repudiation)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특히 서명자가 동일하면 문서의 

내용에 계없이 항상 동일한 서명이 생성되게 된다. 

  자 문서의 경우에도 일반 서명에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자서명 는 디지털 서명이 요구되는데 자문서의 경우에는 디지털 

서명의 복사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서명에서

처럼 항상 동일한 서명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된다. 따라서, 문서의 내

용에 따라서 가변 인 디지털 서명의 생성이 요구된다. 디지털 서명

은 그 자문서를 작성한 사람만이 생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 정보(secret information)가 용되어야 하지만 

그 디지털 서명에 한 확인작업은 공개된 방식에 의해서 구에 의

해서도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서명은 문서, 즉,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서 가변 이어야 하

기 때문에 디지털 서명작업은 결국 메시지를 서명이 된 메시지의 형

태로 환시키는 작업이 된다. 더욱이 디지털 서명은 오직 서명자 자

신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명자만이 알고 있는 

비 정보가 서명작업에 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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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안 서비스 용 업무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처방 의 안 한 송‧수신을 해 보

안 서비스가 용되는 업무는 크게 다음의 3가지 경우이다. 

  첫째, 병원/약국간의 자처방  달 

  둘째, 병원/약국간의 수정 처방 달

  셋째, 병원/약국간의 체조제 내역 달이다. 

  세 가지 업무에서 보안서비스가 용되는 이유는 반드시 의사  

약사만이 처방 을 송수신해야 하고, 의사  약사간에 송수신되는 

자처방 의 기재 내용이 조 는 변경되어서 아니되며,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해 문서작성 사실의 부인이 불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2. 공개키 基盤 保安서비스

  공개키 암호화 기술은 보안이 필요한 응용분야에서 리 사용되는

데, 공개키 암호 기술에서는 비 키와 공개키를 사용한다. 비 키는 

그 소유자만이 알고 있고 공개키는 공개된다. 이 때 공개키의 공개시 

구나 쉽게 근하여 정보를 변경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공개키의 ‧변조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공개키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개키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해 등

장한 것이 공개키 기반 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이다. 

  공개키 기반 구조에서는 공개키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키

와 그 공개키의 소유주를 연결하여 주는 인증서(Certificate)를 공개한

다. 이 때의 인증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증기 )의 서명문이므

로 인가된 사람이 아니면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공개키

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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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개키 기반(PKI)의 정의  련용어 정의

  1) 공개키 기반(PKI)

  공개키 기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 사용자의 공개키를 인증해 주는 인증기 들의 네트워크

  ○ 모르는 사람과의 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암호학  키와 인

증서의 배달 시스템

  ○ 공개키의 인증서를 이용해 공개키들을 자동 으로 리해 주는 

기반구조

  ○ 공개키 인증서를 발행하고 그에 한 근을 제공하는 인증서 

리 기반 구조

  이를 통합하여 정리하면 정보시스템 보안, 자 상거래, 통신 등의 

여러 응용분야에서 인증서의 사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 수단, 도

구 등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개체들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2) 인증서와 인증기

  인증서(Certificate)란 인증기 (Certification Authority)이 가입자의 신

분과 그의 공개키 정보를 보증하기 해 발 하는 자문서를 말한

다. 자거래 시 자서명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확인, 문서

의 ‧변조, 거래사실의 부인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개키 기반의 자서명 기술은 자신이 공개키를 외부에 공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상 방에게 인증시키는 기술이므로 공개키

는 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

에 항상 공개키의  변조에 한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공개키를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보장해 주는 것을 공개키 인증이라 하며, 여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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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증기 이라 하고, 인증기 이 발 한 사용

자의 공개키에 해 보증하는 자문서를 인증서라고 한다.

  인증기 은 자신이 개인키로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를 자서명 

함으로써, 사용자 인증서의 무결성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재 인증서와 련한 국제 표 으로는 X.509 V3가 있다.

가) 인증서의 내용

  인증서에는 인증서 버 ,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

행기 명  자서명 알고리즘 정보, 가입자 이름  자서명 알고

리즘 정보 등이 포함된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認證書 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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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증서의 종류

  ○ 자서명용 인증서(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거래 상 방에 한 신원확인(인증), 자문서의 ‧변조여부의 검

출(무결성), 자문서 송‧수신자간의 송‧수신사실 여부에 한 부인방

지(부인 쇄) 목 으로 사용

  ○ 암호화용 인증서(Encryption Certificate)

  법한 송‧수신자를 제외한 제3자가 송 인 메시지를 보지 못하

도록 하는데 사용(비 성)

  ○ 클라언트 SSL 인증서(Client SSL Certificate)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안 한 통신을 하고자 할 때, 서버가 클라이

언트의 신원확인을 해 사용

  ○ 서버 SSL 인증서(Sever SSL Certificate)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안 한 통신을 하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신원확인을 해 사용

  ○ S/MIME 인증서(S/MIME Certificate)

  자메일에 자서명 하거나 자메일의 암호화를 해서 사용

  ○ 소 트웨어 배포용 인증서(Code-Signing Certificate)

  인터넷과 같은 안 하지 않은 통신망을 통해 소 트웨어를 안 하

게 배포할 목 으로 사용하는 인증서로서 Java code, Javascript 등 소

트웨어 코드에 그 제작자가 자서명을 함으로써, 제작자의 신원확

인과 송과정에서의 소 트웨어의 ‧변조를 확인할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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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기 용 인증서(CA Certificate)

  CA의 확인을 해 사용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S/W에서 다른 인증서의 신뢰여부를 검증할 

때 사용

나. 공개키 기반(PKI)이 제공하는 서비스

  공개키 기반(PKI)는 다음의 5가지 기본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 라이버시: 정보의 기 성을 제공

  ○ 근 제어: 인가된 수신자만이 정보에 근하도록 허락

  ○ 무결성: 정보가 송 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

  ○ 인증: 정보의 원천지를 보장

  ○ 부인 쇄: 정보가 송신자에 의해 송되었음을 보장(확인)

다. 공개키 기반(PKI)의 구성요소

  1) 인증기  

  공개키 기반구조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 객체로 그 역할  기능에 

따라 계층 으로 구성되며 여러 명칭으로 불리운다. 아래 세 기  모

두를 통틀어 인증기 이라 한다. 

가) 정책승인기 (PAA: Policy Approving Authority) 

  PKI 반에 사용되는 정책을 생성하고 PKI구축의 루트 CA로의 역

할을 하며 다음을 수행한다. 

   ① PKI 반에 사용되는 정책과 차를 생성  수립한다. 

   ② 하  기 들의 정책 수 상태  정성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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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PKI 내‧외에서의 상호 인증을 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를 승인

한다. 

   ④ 하  기 의 공개키를 인증하고 인증서, 인증서 취소목록 등을 

리한다. 

나) 정책인증기 (PCA: Policy Certification Authority) 

  PAA 아래 계층으로 자신의 도메인내의 사용자와 인증기 (CA)이 

따라야 할 정책을 수립하고 인증기 의 공개키를 인증하고 인증서, 

인증서 취소목록 등을 리한다. 

다) 인증기 (CA: Certification Authority) 

  PCA 아래 계층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사용자의 공개키 인증서를 발행하고  필요에 따라 취소한다. 

   ② 사용자에게 자신의 공개키와 상  기 의 공개키를 달한다. 

   ③ 등록기 의 요청에 의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되돌린다. 

   ④ 상호 인증서를 발행한다. 

   ⑤ 최소한의 정책 책임을 진다. 

   ⑥ 인증서와 그 소유자 정보를 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리한다. 

   ⑦ 인증서, 인증서취소목록, 감사 일을 보 한다. 

  2) 등록기 (RA) 

  인증기 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을 해 인증기 과 사용자

사이에 등록기 을 두어 인증기 신 사용자들의 인증서 신청시 그

들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용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등록기 은 인증서 요청에 서명을 한 후 인증기 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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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다. 인증기 은 등록기 의 서명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인증서를 

발행한 후 등록기 에게 되돌리거나 사용자에게 직  달한다. RA는 

조직 등록기 (ORA: Organizational Registration Authority)이라고도 불리

운다. 

  3) 디 토리 

  인증서와 사용자 련 정보, 상호 인증서   인증서 취소목록 

등을 장  검색하는 장소로 응용에 따라 이를 한 서버를 설치하

거나 인증기 에서 리한다. 디 토리를 리하는 서버(인증기 )는 

DAP(Directory Access Protocol)나 LDAP(Lightweight DAP)를 이용하여 

X.500 디 토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서와 상호 인증서 은 유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서명 검증의 응용을 해 일정기간동안 디 토

리에 장된다. 

  4) 사용자 

  PKI내의 사용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는 시스템 모두를 

의미한다.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자신의 비 키/공개키 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개키 인증서를 요청하고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 자 서명을 생성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특정 사용자에 한 인증서를 획득하고 그 상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증 경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디 토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증서를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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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서 취소 목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비 키가 분실 는 손상되거나 자신의 정보가 변했을 때( : 

조직의 탈퇴) 인증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공개키 기반(PKI)의 구축방안

  PKI에서 신뢰는 인증 경로를 통해 달된다. 자 서명을 검증할 

때를 생각해 보자. 자서명의 검증자는 자신이 신뢰하는 인증기 의 

공개키만을 알고 있으므로 그 인증기 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인증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서명자의 공개키를 획득한다. 이 게 획득한 

공개키는 무결성이 보장된다. 검증자는 무결성이 보장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가 인증 경로

를 통해 어떻게 달되는 지에 따라 PKI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구

성될 수 있다.

  1) 계층  구성

  인증기 들이 하  CA에게 인증서를 발행하는 “루트” CA(PAA)아

래에 계층 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성으로 인증기 들은 자신의 아래 

CA들에게 인증서들을 발행한다. 계층 으로 구성된 PKI에서 루트 CA

의 공개키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어 사용자들의 인증서는 루트 

CA로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인증기 까지의 인증 경로를 검증함으로

써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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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階層的 構成

P A A ( 루 트 C A )

P C A P C A

C A C A C A

도 메 인  A 도 메 인  B

  2) 네트워크 구성

   인증기 이 각각의 도메인을 형성하여 독립 으로 존재하는 구성

으로 CA들이 서로를 상호 인증하여 서로에게 인증서를 발행한다. 네

트워크로 구성된 PKI의 사용자는 자신의 인증서를 발행한(즉, 자신이 

신뢰하는) 인증기 의 공개키만를 알고 있다. 네트워크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인증 경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  짧은 경로를 

찾는 것이 요 건이다.

〔그림 3-4〕 네트워크 構成

P C A P C A

C A C A C A

도 메 인  A 도 메 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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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층  구성과 네트워크 구성의 장‧단

PKI 구성 장  단  

계층

￭ 많은 조직의 리 구조가 계층 

이므로 자연스럽게 부합된다.

￭ 계층  디 토리 이름과 잘 

부합된다.

￭ 인증 경로 탐색 략이 간단

  하다.

￭ 도메인내의 모든 사용자는 루트 

의 공개키를 알고 있고 인증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루트로 

부터 자신이 신뢰하는 인증기  

까지의 인증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검증하고자 

하는 다른 사용자는 루트의 

공개키를 알고있으므로 그 

경로를 검증할 수 있다.

￭ 각 국가별 PKI가 구축될 경우 

이것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루트 

CA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과 맞지 

않다.

￭ PKI가 상업 인 분야에 이용될 때는 

계는 계층 일 필요가 없다.

￭ 루트 비 키의 노출은 끔 한 상황 

을 야기하고 복구하기 해서는 

PKI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새로운 

공개키의 안 한 분배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 유연성을 가지며 사업 기 의 

상호 신뢰 계를 잘 반 한다.

￭ 사용자는 자신의 인증서를 

발행한 CA를 신뢰해야 하고 

이것이 모든 신뢰 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조직 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 

지만 그 속의 사용자들이 높은 

신뢰감으로 함께 일할 경우 CA 

들이 서로 직 으로 상호   

인증될 수 있다.

￭ 자신의 사용자들이 빈번히 통신 

하는 CA들의 직  상호인증 

을 허락함으로써 인증 경로 처  

리 부담을 감소한다.

￭ 만약 CA의 비 키가 손상되어 

복구할 경우에 CA는 새로운 

공개키를 자신의 사용자들에게 

만 안 하게 분배하면 된다.

￭ 인증 경로 탐색 략이 계층  구성 

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 사용자는 PKI의 다른 사용자에게 

단일 인증 경로를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트워크형에서의 두 

사용자간의 인증경로는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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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電子處方傳達 시스템에서의 공개키 基盤 保安서비스

가. 자처방  보안 시스템 구성

  일차 으로 방화벽을 통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원외 자처방 

달 계시스템으로의 근을 쇄한다. 그리고, 계시스템에 근

이 인가된 사용자 에서 자처방  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

용자에 해서는 인증시스템(CA)를 통하여 인증서(Certificate)를 발

한 후 디 토리 시스템에 게시되어 처방  서비스에 가입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공개키에 근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보안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中繼시스템 保安 構成圖

전자처방전 가입자

( 병원 )

디렉토리 시스템

인증(CA) 시스템

전자처방전 DB 서버

운영관리 시스템

인증(CA) 등록관리

시스템

전자처방전 중계 운영실

방화벽(FIREWALL) xDSL
E1회선

56K 전용회선

전자처방전 응용 서버

전자처방전 가입자

( 의원 )

전자처방전 가입자

(  약국  )

전자처방전 가입자

( 의원 )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의 保安性  安定性 確保 191

  재 국가 공인인증기  의 하나인 한국정보인증(주)가 의료정보

분야에 하여 당 시스템의 CA를 인증함으로써 국가의 인증을 받은 

보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나. 자처방  시스템에서의 보안 서비스 랫폼과 차

  자처방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는 다음 [그림 3-6]과 

같이 PKI 기반상에서 제공된다.

〔그림 3-6〕 中繼시스템 保安서비스 랫폼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 기관( Certificate Authority)      

인증서 ( Certification )                         

암호 시스템

전자서명 시스템

EDI 문서 +

 ○ 공개키 기반의 자처방  서비스에서는 먼  사용자가 인증기

에 하여 자신에 한 인증서 발행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

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여 정당한 사용자에 해서는 

인증서를 발 한다.

 ○ 인증기 은 발 한 인증서를 디 토리 시스템에 게시를 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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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게 서비스 이용통보서를 발 하며, 이용통보서에는 사용자

가 자신의 인증서를 DOWN할 수 있도록 인가코드와 참조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 사용자는 이용통보서에 있는 인가코드와 참조번호를 가지고, 디

토리 시스템에 속하여 자신의 인증서를 DOWN 받는다.

 ○ 자신의 인증서를 DOWN 받으면 모든 비가 종료된 것이므로, 

자처방 을 송신하기 하여 먼  자처방 을 자문서에 맞

게 생성한다. 그리고, 처방 을 송신하기 에 먼  디 토리시스

템에서 상 방의 공개키를 가져와 암호화를 한 후 자신의 서명용 

개인키를 가지고 자서명을 실시한 최종결과를 송신한다.

 ○ 수신자는 디 토리 시스템에서 가져온 상 방의 서명용 공개키를 

가지고 자서명을 확인하고 한, 자신의 개인키를 가지고 복호

화를 실시하여 타인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

인할 할 수 있다.

 ○ 상 방의 보증서를 가져오는 방법은 송수신 시에 직  디 토리 

시스템에서 받아오는 방법과 상 방의 공개키를 자신의 Local에 

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에서의 선택

은 사용자의 환경 설정에 따라 결정된다.

第 2節  中繼시스템 保安

  1. 各種 脅要素

  컴퓨터 시스템은 많은 손실을 유발하는 여러 형태의 에 취약하

다. 이러한 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에 해를 끼치는 등의 오

류에서부터 컴퓨터 센터를 괴하는 화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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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하는 고용인의 시스템 부정사용, 외부의 해커, 부주의한 데이

터 입력으로 인한 손실을 로 들 수 있다. 컴퓨터 보안 련 손실에 

한 측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외 인 평 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몰래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에 미치는 향은 시스템의 가용성, 데이터의 

기 성이나 무결성에 향을 주는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다음의 과 이와 련된 손실들은 재의 컴퓨  환경과 앞으로 

발 할 것으로 상되는 의 유형  요성에 바탕을 두고 선택

된 것이다. 이 목록은 재 컴퓨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을 총

망라한 것이 아니며, 한 역이상에서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조직의 고유 컴퓨  환경의 을 

분석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가. 실수와 태만 

  실수와 태만은 데이터와 시스템 무결성의 요한 이다. 이러한 

실수는 하루 수백 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이터 입력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생성하고 편집하는 모든 형태의 사용자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많은 로그램들 , 특히 사용자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해 

개발된 많은 장치와 로그램의 품질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 그러나 

가장 정교하게 짜여진 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모든 형태의 입력 실수

나 태만을 감지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확고한 보안의식과 잘 짜여진 

교육 로그램은 조직의 실수와 태만의 정도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용자, 데이터 입력자, 시스템 운 자  로그래머들은 직‧간

으로 보안 문제를 일으키는 실수를 자주 지른다. 이런 경우,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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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다운시키는 데이터 입력 실수나 로그래  실수는 시스템의 취

약 과 연결된다. 실수는 시스템 생명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컴퓨터 보안 자문가이자 컴퓨터 시스템 보안과 라이버시 

자문회의 회원인 Robert Courtney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컴퓨터 피

해의 65%가 실수와 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공공기

과 민간기  모두에게 비교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다. 

  “버그”라 불리는 로그래   개발의 실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재해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범 를 차지하고 있다. 1989년 과학, 

우주, 기술 원회의 “ 로그램상의 버그” 연구에서 조사 감독 소 원

회는 정부 시스템에 있어서 이 문제의 심각성과 그 범 를 다음과 같

이 요약하 다.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크고 복잡한 소 트웨어 시스템 비용,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 우려 역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컴

퓨터가 재정 혼란, 사고, 심각한 경우 인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요

한 작업을 수행할수록 증가한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 트웨어 품질의 목할만한 발 과 함께 

소 트웨어 산업도 크게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소 트웨어의 

“공포 이야기”는 여 히 떠돌고 있고, 보고서에 수록된 기본 원리와 

문제 은  상황에도 여 히 남아있다. 코드 1000라인 당 실수의 수

가 감소하는 등 로그램 품질 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로그

램 크기의 동시  성장으로 로그램 품질 강화의 유익한 향을 상

당히 감소시키고 있다. 

  설치와 유지보수의 실수는  다른 보안 문제의 근원이 된다. 를 들

어, 1988년 무결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한 통령 자문 원회(PCIE)

의 감사에서 형컴퓨터의 10   한 가 심각한 보안 취약 을 유발

하는 설치와 유지보수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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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와 도 

  컴퓨터 시스템은 통 인 조 방법을 자동화하 으며 컴퓨터를 

사용한 새로운 조와 도 수법이 발견되었다. 를 들면, 작은 오차

가 탐지되지 않는다는 을 이용하여, 개인이 수많은 융 계좌에서 

작은 액수의 돈을 훔쳐갈 수도 있다. 융 시스템만이 이러한 으

로부터 취약한 것은 아니다. 자원의 근을 통제하는 시스템, 를 들

어, 근무시간 리 시스템, 출석 리 시스템, 재고 리 시스템, 성  

리 시스템, 장거리 화 시스템이 공격의 상의 될 수 있다. 

  컴퓨터에 련된 고용자 방해행 의 일반 인 : 

   

 하드웨어나 시설의 괴 

 논리 인 돌발사건의 괴 

 로그램이나 데이터 

 틀린 데이터 입력 

 “ 외 인” 시스템 

 데이터 삭제 

 데이터 담보 

 데이터 변환 

  컴퓨터 조와 도는 내부자 혹은 외부자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

는데, 조는 부분 내부자( 를 들어, 인가된 시스템 사용자)들에 의

해 발생되고 있다. 1993년 Information Week의 Ernst와 Young의 연구에 

의하면 고  정보 담당직원의 90%가 직원들이 “알 필요가 없는” 정

보를 알고 있을 경우 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 사법

부 컴퓨터 범죄 담당 부서는 “내부자는 컴퓨터 시스템의 가장 큰 

 에 하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가된 시스템 사용자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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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컴퓨터(통제하는 자원이 어떤 것이며 어떤 자원에 결함이 있는

지를 포함하여)에 근이 용이하고, 사용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범죄를 

지를 가능성이 높다. 내부자는 일반 사용자(기록자와 같은)와 기술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일 수 있다. 한 퇴사한 직원인 경우 이미 조

직에 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정보시스템의 이 될 수 있다.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여 조와 도를 범할 수 있는 경우뿐 아니

라,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그 자체가 도의 상이 될 수 

있다. 를 들어, Safeware Insurance의 한 연구에 의하면, 1992년 한 

해동안 개인용 컴퓨터에 한 도 손실이 약 8억 8200만 달러에 달

한다고 한다. 

다. 고용인의 괴 행 (Sabotage) 

  고용인은 컴퓨터시스템과 응용 로그램에 가장 많은 지식을 보유

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동으로 조직에 막 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고용인의 괴행 는 도의 

경우보다 발생수가 작지만 피해액은 다소 높다. Sabotage in the 

American Workplace의 자 Martin Sprouse는 방해행 의 동기가 이타

주의로부터 복수까지의 넓은 범 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람들이 일에서 사기, 지루함, 괴로움, 험, 그리고 배반을 느끼는 

동안 방해행 는 상사의 허가 없이는 직업 만족을 성취하려는 직

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라. 기반구조 지원  물리 인 손실 

  기반구조 지원의 손실은 력 부족(정 , 좌 , ), 통신 손실, 상

수 단과 부족, 하수 문제, 수송 서비스 부족, 화재, 사회 불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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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 이러한 손실은 상수  손과 같이 평상시 발생하는 사

건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센터에서의 폭발과 시카고 터  홍수 같은 극

인 사건들까지 포함한다. 기반구조의 손실은 시스템 다운 등 상

치 못한 상황을 야기시키는데, 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이 운  가능

하다할지라도, 폭풍으로 인하여 직원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마. 악의 인 해커 

  가끔 크래커라고도 불리는 ‘악의 인 해커'란 인가 없이 시스템에 

침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외부자 는 내부자일 수도 있다. 해

커 활동의 거 한 증가는 종종 정부와 산업계의 결속을 강화하는 결

과를 낳았다. 1992년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즉, 한 컴퓨터 시스템)에 

한 연구에서 해커가 이틀에 최소한 한번은 침투 시도를 한다는 사

실을 발견했다. 

  해커 은 과거와 잠재 인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

다. 해커의 공격에 의한 손실은 내부자에 의한 도와 괴행 에 의

한 손실보다 재는 작지만, 해커 문제는 범 하고 심각하다. 악의

인 해커 행동의 한 로는 공공 화 시스템에 한 침투를 들 수 

있다. 

  국립연구 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와 국립보안통신권고 의

회(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s Advisory Committee)에 의한 연

구에서는 해커의 행동은 단순히 통화 비용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을 보여 다. 해커들은 통신 시스템에 침입하여 시스템의 

가용성을 떨어뜨리거나 단시킬 수도 있다. 이나 험의 정도에 

한 정확한 기술이 가능하진 않지만, 의 연구들은 심각한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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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해커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해커의 은 종종 그 이상의 험한 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

고 있다. 미 사법부 컴퓨터 범죄 부서(U.S. Department of Justice's 

Computer Crime Unit)는 이러한 에 해 세 가지 이유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해커의 은 부분 최근에 발견된 이다. 조직은 항상 

고용인의 행동에 해 염려해야만 하고 그 을 일 수 있는 징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고용인의 규칙과 규정

에 따를 필요가 없는 외부인에게는 비효과 이다. 

  둘째, 조직은 해커가 무엇을 노리는지, 어떤 해를  것인지 등에 

한 해커의 목 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해커의 침입 목 을 알지 

못하는 무능력은 해커가 공격하는데 한 제한을 갖지 않도록 한다. 

  셋째, 해커의 공격은 그들의 신분을 모른다는 에서 사람들에게 

더욱 더 큰 경각심을 다. 를 들어, 고용된 페인트공이 집의 내부

를 칠하기 해 집에 들어온 이후에 보석을 훔쳤다고 한다면, 이웃사

람들은 이와 같은 범죄에 해 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이 

페인트공과 거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만

약 강도가 같은 집에 침입해서 보석을 훔친 경우, 모든 이웃들은 범

죄의 희생이 될 수 있음과 취약함을 느낄 것이다. 

바. 산업 스 이 

  산업 스 이 활동은  다른 기업을 돕기 한 목 으로 개인 기업

이나 정부에서 소유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행동이다. 산업 스 이 활

동은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발생한다. 외국 산업 스 이 활동은 종종 

정부가 개입되어 국내 산업 발 을 해 질러진다. 컴퓨터 보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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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장되어 있는 동안 그러한 

으로부터 보호해 다. 그러나 인가된 고용인에 의한 을 막기는 

어렵다. 

  산업 스 이 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 학회(ASIS, America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가 후원한 1992년 산업보안에 한 연구

에 의하면, 소유 사업 정보 도가 1985년 보다 260% 증가했다고 한

다. 한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보고된 손실의 30%가 외국과 연

루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 도의 58%가 재 혹은 이  고

용인에 의해 질러졌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도둑맞은 정보  

3가지의 가장 큰 손상 유형은 가격 정보, 제조 처리 정보와 상품 개

발 명세 정보이다. 다른 유형의 정보 도난에는 고객 목록, 기본 연구, 

매 데이터, 개인 데이터, 보수 데이터, 비용 데이터, 략 계획 등이 

있다. 

  경제 련 스 이 활동에서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기술 

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주요 동기라고 발표하 으며 추가 으로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 이자율, 그리고 다른 경제  요인에 한 정

보가 스 이의 공격 상이었다고 발표하 다.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는 기술 련 정보가 주요 목표라는 것에 동의하며, 추가

로 상  계약과 연 된 정보가 주요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 

사. 악성 코드 

  악성 코드는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논리  폭탄과 그 외 “

받지 않은” 소 트웨어를 통칭한다. 가끔 악성코드가 개인용 컴퓨터

에만 향을 미친다고 오해하지만, 악성 코드는 그 외의 다른 랫폼

도 공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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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바이러스에 한 연구에 의하면 바이러스의 수가 지수 으

로 증가하는데 비해,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사고는 그 지 않다는 

을 지 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바이러스의 수가 증가가 격 인 것

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북미에 치한 간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PC-DOS 바이러스 사고

의 비율은 1분기에 1000 PC당 1  이다. 실제로 감염된 컴퓨터의 수

가 치수의 3배에서 4배에 이른다고 한다면 기업의 부분이 바이러스

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악성 코드로 인한 피해 액수는 주로 시스템 다운과 시스템을 수리

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

은 상당하다. 

아. 외국 정부 스 이 

  경우에 따라 외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의한 이 존재할지도 모

른다. 경제 련 스 이 활동에 추가하여 외국 첩보 활동은 고  공

무원의 여행 일정, 민방 , 비상 사태 비, 제조 기술, 성 데이터, 

개인과 임  데이터, 법 집행, 조사, 보안 일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

한 을 인식하고 있는 보안 부서로부터 지도를 받아 처해 나가

야 한다. 

자. 개인 라이버시에 한  

  개인에 한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 감시, 처리하는 정부, 신용카

드 회사, 개인 회사의 컴퓨터의 능력은 개인 라이버시의 을 야

기 시켜왔다. 이러한 모든 정보와 기술에 한 가능성은  정보화 

시 에  다른 을 가지고 왔다. 이는 보통 “Big Brother”이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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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다. 이러한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수년동안 국회는 정부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합법 인 사용의 경계를 정의하는 1974년 

Privacy Act, 1988년 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와 같

은 법률제정을 해왔다. 

  개인 라이버시에 한 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정부기 이나 기업에서 실제로 다른 “정보 로커”에게 개인 정보

를  사례가 있다. 한 백화  산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고객의 정

보를 수집 매한 사례가 있었으며, 미국의 사법부가 연 리단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직원이 정보를  사실과 련하여 24

명 이상이 체포되었다고 1992년에 발표한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감

사자들은 연 리단 직원들이 1억 3000만 고용자 기록을 무제한 

근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다른 조사에 의하면 IRS 직원의 5%가 

친구, 친지, 명사의 세  기록을 훑어본 경험이 있다고 발표하 다. 

이들 몇몇 직원들은 조 세  상환을 생성하기 해 정보를 사용하

지만, 부분의 직원들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정보를 열람하 다고 

한다. 

  이러한 많은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많은 개개인들이 그들의 개인 

라이버시에 한 에 해 보다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다. Louis 

Harris에 의해 얻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인용한 1993년 7월 MacWorld

의 특별 보고서에 의하면 1970년에는 응답자의 33%만이 개인 라이

버시에 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1990년 그 수치는 79%로 상승

하 다. 

  개인 라이버시 이 사회에 향을 미치는 규모와 비용을 측정

하긴 어렵지만, 정보기술이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확실한 공포가 될 

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한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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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킹

가. 해킹의 개념과 종류

  해킹이란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거나 정보를 빼내는 일들을 총칭

해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한다. 

의미가 많이 변했지만, 해커란 자신의 실력을 알리기 해 해킹을 한

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해킹이란 단순하게 남의 아이디와 암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MIT에서 시

작된 해커 문화는 사실 기 컴퓨터  시스템 소 트웨어의 개발에 

결정 인 역할을 했고 지 도 몇몇 사람은 컴퓨터 업계를 주름잡고 

있다. 마지막 해커로 일컬어지는 리처드  스톨만의 경우 GNU시스템

의 C 컴 일러와 EMACS를 개발하기도 했다.

  지 도 인터넷의 한 구석에서는 인터넷을 해킹하기 한 노력이 계

속되고있다. 앞으로도 해커와 시스템 리자 사이의 숨바꼭질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한 보안 기술도 계속 발 해 나가는 순

기능  효과도 보이고 있다.

  해킹의 개념을 구분해 보면,

  첫째로는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몰래 침투, 사용하거나 그 속의 정

보를 변조하는 행 인 `시스템 해킹'이 있다. 그 수법으로는 지 까지 

① 트로이 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② 호스트 로그램의 버그(bug; 

로그램상의 오류)나 약 을 이용한 방법, ③ 특정 사용자의 암호를 

이용한 방법 등 3가지가 노출돼 있다.

  트로이 목마 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해킹법은 주로 상 방 호스

트 사용자의 암호와 신상기록 등을 탐지하는 첩보활동이나 상 방 호

스트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 으로 하는 괴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몇몇 사설게시 을 개설한 사람들이 서로 상 방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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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해를 주려는 목 으로 악용된 것이 시 다.

   호스트 로그램의 버그나 약 을 이용하는 해킹법은 시스템 개

발 때 쓰인 언어의 특성이나 로그래머의 고의 는 실수에 의하여 

개발 으나 완료된 후 지워지지 않은 약  등을 최 한 활용하는 수

법이다.

  다음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인 특정 사용자의 암호를 알아낸 뒤 그

것을 이용해 남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이 있다. 타인의 계좌와 

비 번호를 알아낸 뒤 홈뱅킹을 통해 타인의 을 인출한 사건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문가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해 암호는 

되도록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화번호 등 남이 알아내기 쉬운 것은 

피해야한다고 권고한다.

  둘째로는 컴퓨터 로그램 보호장치인 락(Lock)을 풀어 해킹하는 

수법이 있다. 락에는 실행 일에 특정한 과정을 심어둬 로그램 실

행시 그 특정 과정에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로그램 실

행이 단되는 소 트웨어 방식과 로그램상의 특정 과정이 시스템 

자체의 하드웨어 인 특성을 검사함으로써 그 로그램이 수행될 것

인지 여부를 가리는 하드웨어 방식 등 2가지가 있다.

  이 같은 락의 해독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기 인 것

으로 락이 걸려 있는 실행 일을 역조작하는 방법, 디스크나 일의 

내부코드를 볼 수 있는 로그램을 이용, 직  해당코드를 조작하는 

방법, 로그래머의 실수로 생길 수 있는 로그램상의 오류를 검색

하는 디버그(Debug)기능을 이용해 락을 푸는 방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로그램 변형을 통해 암호를 해독한 뒤 로그램을 불

법 변조하거나 자기 용도 로 로그램을 바꾸는 해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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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킹과 그에 따른 처방안

  1) 해킹 기법 유형

  ○ 사용자 도용(Impersonation　Overflow)

      － 다른 일반 사용자의 ID  패스워드를 도용(e.g., sniffer) 

  ○ SW 보안 취약 (SW Vulnerability) 

      － 컴퓨터내의 시스템 SW나 응용 SW의 버그 이용(e.g., rdist)

  ○ 버퍼 오버 로우 취약 (Buffer Overflow) 

     － 지정된 버퍼보다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여 로그램이 비정상 

동작하는 버그(e.g., sadmind)

  ○ 구성 설정 오류(Configuration Error)

     － 시스템 SW의 설치나 운 상의 오류 이용( : NFS_export)

  ○ 악성 로그램(Malicious Codes)

     － 바이러스, 웜 등이나 침입 후 설치하는 백도어, 트로이목마

       ( : backdoor, virus, worm)

　 ○ 로토콜 취약 (Protocol Infrastructure Vulnerability)　

     － TCP/IP의 설계 취약 을 이용한 기법(e.g., IP Spoofing)

  ○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 of Service Attack)

     －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정상 인 동작과 서비스 방해/정지

(e.g., smurf, SYN flooding, teardrop)

  ○ E-mail 련 취약  공격(E-mail Vulnerability)

     － 자우편 폭탄, 스팸메일 공격(e.g., mail bomb)

　 ○ 취약  정보 수집(Vulnerabilities Probing)

     － 침입  시스템의 취약  조사 한 스캔공격(e.g., sscan)

　 ○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

     － 리자를 속여 패스워드나 권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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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방안

  해킹에 따른 처방안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취약 (Vulnerabilities)을 Patch

　      ○ 보안권고문 주시

　     http://www.certcc.or.kr

　     http://www.cert.org

       ○ Patch Sites

　     BSD 련: ftp://ftp.freeBSD.org/pub/FreeBSD

　     SUN Solaris: http://sunsolve.sun.com

　     Cobalt: http://www.cobaltnet.com/patches

　     Redhat Linux: http://updates.redhat.com

　     MS: http://support.microsoft.com

　     Digital: ftp://ftp.compaq.com/pub

　     HP: http://us-support3.external.hp.com

   나) Security Hole 검사

       ○ 해당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

       ○ 각 로세스의 permission을 검

   다) 보안  솔루션 제품의 사용

       ○ 방화벽 시스템의 도입

         － 외부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한 네트워크 구성요소

로써 이를 지원하는 H/W  S/W를 총칭

         － 외부망과 연동하는 유일한 창구역할

         － 상호 속된 내/외부 네트워크에 한 트래픽을 감시하

고 기록

         － 보안 정책에 따라 효과 인 보안 유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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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입차단 시스템의 도입 

         － 방화벽을 우회하거나 내부 사용자 는 사용자의 권한을 

획득한 비정상 사용자 등을 탐지하고 보고  응

         － 실시간 침입탐지 기능 제공

         － 실시간 침입 응 

       ○ 바이러스에 한 피해를 막기 해 해당 백신 로그램을 

주기 으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

  3. 防火壁의 構築

가. 방화벽 시스템의 기본 개념 

  방화벽(Firewall)의 원래 의미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더 이상 번

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의미를 인터넷에 용한다면, 이는 네트워

크의 보안 사고나 이 더 이상 확 되지 않도록 막고 격리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어떤 기 의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

기 해서는 외부에서의 불법 인 트래픽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허

가하거나 인증된 트래픽만 허용하는 극 인 방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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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인터넷 接續과 危險 地帶(Zone of Risk)

  방화벽 시스템의 기본 목표는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가능한 한 투명

성을 보장하면서 험 지 를 이고자 하는 극 인 보안 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 3-7]은 일반 인 인터네트에 속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부와의 투명한 근을 허용함으

로써 내부 망 체가 험 지 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8]의 

경우는 외부와 내부 네트워크간의 유일한 경로에 방화벽 시스템을 둠

으로써 방화벽 시스템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법 인 트래픽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투명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내부 네트워크를 안 지 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8〕 防火壁 시스템의 槪念

  방화벽 시스템의 구축은 호스트에 한 보안을 강화시킴으로써 사

이트에 많은 이 을 제공한다. 방화벽을 구축, 사용함에 있어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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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에 취약한 서비스에 한 보호

  방화벽은 네트워크에 한 보안을 강화하고, 기본 으로 안 하지 

않은 서비스를 필터링(filtering)함으로써 서 넷 상에 있는 호스트에 

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단지 선택된 로토콜만이 방화벽을 통

과시킴으로써 서 넷 네트워크 환경은 험에 덜 노출되게 된다. 

  2) 호스트 시스템에 한 액세스 제어

  방화벽은 한 호스트 시스템에 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다. 

를 들면, 외부 네트워크에서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토로 속하

고자 할 때, 원하지 않는 액세스는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트는 

메일 서버나 NIS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로부터의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다. 

  3) 보안의 집

  방화벽은 부분의 수정된 소 트웨어와 추가되는 보안 소 트웨어

를 여러 호스트에 분산시키는 것과는 달리 원하는 호스트에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에서 실제 으로 경제 일 수 있다. 특별히, 일회

용(one-time) 패스워드 시스템과 그 밖의 추가 인 인증 소 트웨어를 

방화벽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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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一回用 패스워드 시스템

  4) 확장된 라이버시

  라이버시는 체 으로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가 

실제로 공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

문에 어떤 사이트에서는 요시된다. 방화벽을 사용하면, 원하는 사이

트는 finger와 DNS(Domain Named Service)와 같은 서비스를 막을 수 

있다. finger는 마지막 로깅 시간과 메일과 다른 아이템을 읽었는지와 

같은 사용자 정보를 알려 다. 그러나, finger는 침입자에게 시스템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시스템에 연결된 유 가 있는지, 그리고 침

해될 수 있는 지에 한 정보를 알려  수 있다.

  방화벽은 한 사이트 시스템에 한 DNS 정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사이트 명과 IP 주소를 인터넷 호스트가 사용할 수 없게 해

다. 원하는 사이트는 이러한 정보를 막음으로써 침입자에 유용한 정

보를 숨길 수 있다. 

  5) 네트워크 사용에 한 로깅과 통계자료

  시스템에 한 모든 액세스가 방화벽을 통과한다면, 방화벽은 액세

스를 로그할 수 있고, 네트워크 사용에 한 유용한 통계 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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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 의심이 가는 활동에 해 한 경고 기능을 제공하는 방화

벽은 방화벽과 네트워크가 침입 시도를 받고 있는지 는 침입되었는

지에 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 다. 

  6) 정책 구

  방화벽은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정책에 한 구 을 제공한다. 사

실상, 방화벽은 사용자와 서비스에 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다. 그

래서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은 방화벽에 의해서 구 될 수 있다. 그러

나 방화벽이 없다면, 이러한 정책들은 으로 사용자의 조에 의

존해야 한다. 사이트에서는 사용자의 조에 의존할 수도 있으나 일

반 으로 인터넷 사용자에게는 의존 할 수 없다. 

나. 방화벽 시스템의 기본 구성 요소 

  방화벽 시스템에 한 여러 토론 그룹에서는 방화벽 시스템에 한 

일반 인 용어 정의  개념을 규정하 다. 그리고 방화벽 시스템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과 보안 처 수 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방화벽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 인 방화벽 시스템

의 구성요소에 하여 기술한다. 

  1) 네트워크 정책(Network Policy)

  방화벽 시스템의 설계, 설치, 사용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는 

두 가지 벨의 네트워크 정책이 있다. 상 - 벨 정책은 명확한 내용 

즉, 제한된 네트워크로부터 서비스를 허용할 것인가 는 명확하게 

거부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 이러한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외 조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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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벨 정책은 어떻게 방화벽이 실질 으로 액세스를 제한하고 상

- 벨 정책에서 정의한 서비스를 필터링할 것인가에 한 사항이다. 

  2) 방화벽 시스템의 사용자 인증 시스템(Advanced Authentication) 

  방화벽 시스템은 한 기 의 네트워크 체를 보호해야 하므로 일반

으로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순한 패스워드로 사용자를 인

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좋은 인증 수단으로 스마트카드

(Smartcards), 인증 토큰(Authentication tokens), Biometrics, 그리고 소

트웨어 메커니즘 등을 사용한다. 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수한 인

증 시스템으로는 일회용 패스워드이다. 즉, 매번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침입

자가 최근 이용하고 있는 sniffer에 의한 패킷 가로채기를 통해 시스템

의 사용자ID와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침입하는 것을 근본 으로 막아

다. 

  3) 패킷 필터링(Packet Filtering)

  IP 패킷 필터링은 통상 라우터 인터페이스를 지나는 패킷을 필터링

하기 해 설계된 패킷 필터링 라우터(packet filtering router)에 의해 

행해진다. 패킷 필터링 라우터는 IP 패킷  다음을 부 는 일부를 

필터링할 수 있다. 

   - source IP address 

   - destination IP address 

   - TCP/IP source port 

   - TCP/IP destination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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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응용 계층 게이트웨이(Application Level Gateway) 

  응용 계층 서비스는 축 달(Store-and-Forward)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게이트웨이에서 수행하는 방법과 같다. 게이트웨

이는 송신자 응용 서비스가 보내는 정보를 그 로 달하면 되는 것

이다. 실제로 이 게이트웨이에서는 보안을 한 특별한 서비스가 제

공된다. 를 들어 내부와 외부간의 모든 응용 벨의 트래픽에 해 

로깅이나, Telnet이나 FTP 등에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우수

한 인증 방법을 사용한다. 이 응용 계층의 게이트웨이 기능은 럭시 

서버(Proxy Server)라는 서버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를 들어 외부의 

자우편 클라이언트가 내부의 어떤 호스트내 자우편 서버와 속

하기를 원하면, 간에 럭시 서버가 이를 받아 다시 내부의 서버에

게 달하는 방식이 된다. 

   〔그림 3-10〕 應用 벨 게이트웨이

  5) 스크린 라우터(Screen Router)

  어떤 기 이 인터넷에 속할 경우 라우터(Router)라는 인터넷 패킷

을 달하고 경로배정(Routing)을 담당하는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이

러한 라우터는 단순 장비가 아니라 패킷의 헤더 내용을 보고 필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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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벨의 IP(Internet 

Protocol) 데이터그램에서는 출발지  목 지 주소에 의한 스크린,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벨의 패킷에서는 네트워크 응용

을 단하는 포트(Port) 번호에 의한 스크린, 로토콜별 스크린 등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이 스크린 라우터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 의 

보안 근 제어를 통해 방화벽 시스템 환경을 구 할 수 있으나 라우

터에서 구 된 펌웨어의 수 으로는 제한 이 많고 복잡한 정책을 구

하기 어려우므로 보통 스크린 라우터와 다음에서 설명하는 베스쳔 

호스트를 같이 운 한다. 

  〔그림 3-11〕 스크린 라우터

  6) 베스쳔 호스트(Bastion Hosts)

  베스쳔 호스트는 방화벽 시스템이 갖는 기능  가장 요한 기능

을 제공하게 된다. 원래 베스쳔(Bastion)은 세 성곽의 가장 요한 

수비부분을 의미하는데, 방화벽 시스템 리자가  리하는 시스

템이 된다. 그래서 방화벽 시스템의 요 기능으로서 액세스 제어  

응용 시스템 게이트웨이로서 럭시 서버의 설치, 인증, 로그 등을 담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호스트에는 외부의 침입자가 주로 노리는 

시스템이므로 일반 사용자의 계정을 만들지 않고 해킹의 상이 될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으로서 운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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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 매되고 있는 방화벽 시스템은 이러한 베스쳔호스트를 제

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7) 이  네트워크 호스트(Dual-Homed Hosts)

  이  네트워크 호스트는 2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속된 호

스트를 말하며 보통 게이트웨이 호스트라는 시스템이다. 2개의 네트

워크는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이 두 네트워크

간의 유일한 패스를 제공하도록 조정된다. 즉, 동 인 경로 배정과 경

로 정보 달을 배제하므로 모든 내‧외부 트래픽은 이 호스트를 통과

하도록 하여 베스쳔 호스트의 기능을 여기에 구 하는 것이다. 

  〔그림 3-12〕 二重 네트워크 호스트

  8)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Screen Host Gateway)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 개념은 이 시스템을 내부 네트워크에 두

어 스크린 라우터가 내부로 들어가는 모든 트래픽을 부 스크린 호

스트에게만 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스크린 라우터는 내부

에서 외부로 가는 모든 트래픽에 해서도 스크린호스트에서 출발한 

트래픽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거부하게 된다. 그래서 내부와 내부네트

워크사이의 경로는 외부 네트워크 - 스크린 라우터 - 스크린 호스트 - 

내부 네트워크 이외의 경로는 결코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이 스크린 

호스트도 결국 베스쳔 호스트, 이  네트워크 호스트의 개념이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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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스템이다. 

   〔그림 3-13〕 스크린 호스트 게이트웨이

  9) 스크린 서 넷(Screen Subnet)

  스크린 서 넷은 일명 DMZ(DeMiliterization Zone)의 역할을 외부 네

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사이에 두겠다는 것으로서 완충 지역 개념의 

서 넷을 운 하는 것이다. 여기에 스크린 라우터를 이용하여 이 완

충 지역을 곧장 통과 못하게 하지만 외부 네트워크에서도 내부 네트

워크에서도 이 스크린 서 넷에 근할 수는 있다. 특히 어떤 기 에

서 외부로 공개할 정보 서버(Information Server), 즉, 익명FTP서버, 고

퍼(Gopher) 서버, 월드와이드웹(WWW) 서버 등을 여기에서 운 하면 

된다. 

  〔그림 3-14〕 스크린 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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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암호 장치(Encryption Devices)

  암호 장치는 어떤 기 의 네트워크가 공공의 인터넷을 통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합하다. 즉, 어떤 본사 네트워크가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 을 때 지역 으로 떨어진 지  네트워크도 

본사 네트워크처럼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본사와 지  네

트워크간에 인터네트로 연결되었다면 안 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두 

지  사이를 암호 장비를 이용하여 가상 사설 링크(VPL, Virtual Private 

Link)로 만들어 운 하면 된다. 그러므로 서 두 개의 네트워크는 하나

의 안 한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다. 종단간 암호 방식은 데이터나 

패스워드 등이 도청되는 것을 막는 방식을 원하는 사설 백본(Private 

Backbone)에 여러 인터넷 속 을 가진 기 에서 유용할 것이다. 

   〔그림 3-15〕 暗號 裝置

다. 방화벽 시스템 구축 방안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념에는 2가지 유형 즉, 네트워크 벨

(Network Level) 방화벽 시스템, 응용 벨(Application Level)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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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2가지 유형에 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식의 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이 있지만 기 의 요구사항

에 어떤 것이 부합되는지를 잘 단해야 한다.

  네트워크 벨의 시스템은 IP 패킷의 Source/Destination 주소와 포트

에 의해 결정된다. 단순한 라우터는 낡은 방식의 네트워크 벨 방화

벽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어떤 패킷이 동작하는지 어떠한 네트워크에

서 왔는지를 단해야 하는 복잡한 규칙에 해 단하기 어렵다. 하

지만 재의 네트워크 벨 방화벽은 매우 복잡해져서 허용된 속들

의 상태와 어떤 종류의 데이터 내용 등을 리할 수 있다.

  한 가지 요한 차이 은 네트워크 벨 방화벽이 라우트를 직  

제어할 수 있으며, 할당된 IP 블럭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는 이다. 네트워크 벨 방화벽은 매우 빠르며, 사용자에게 투명

한 서비스를 보장한다.

○ 네트워크 벨 방화벽의 사례: ‘스크린 호스트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호스트에 한 액세스 제어가 네트워크 벨에서 동작

하는 라우터에서 이루어지며, 이때의 호스트가 베스쳔 호스트이다. 

○ 네트워크 벨 방화벽의 사례: “스크린 서 넷 방화벽”으로 구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네트워크 벨에서 동작하는 라우터가 하나의 

체 네트워크에 한 액세스 제어를 할 수 있음을 말한다. 스크

린 호스트의 네트워크란 만 빼면 스크린 호스트와 유사한다. 

  응용 벨 방화벽은 2개의 네트워크 간에 항상 직 인 트래픽을 

막고, 트래픽에 해 로그, Audit 기능 등이 지원되는 락시를 실행

하는 기계를 말한다. 락시 응용은 방화벽의 소 트웨어 부분이므로 

많은 로그와 액세스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응용 벨 방

화벽은 주소 변환기로서 사용될 수 있다. 어느 한 쪽에서 들어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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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처음 시도한 속에 해 효과 인 마스킹

할 수 있다. 이 게 도에 응용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성능

에 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TIS 툴킷 등에 

구 된 것과 같은 기 응용 벨 방화벽은 일반 사용자에게 투명하

지도 않으며,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 최근의 응용 벨 방화벽은 투명

성이 보장되며, 보다 상세한 감사 보고와 네트워크 벨 방화벽보다 

보다 안 한 보안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 응용 벨 방화벽 사례: 이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있을 수 있

으며, 락시를 실행하는 고도의 보안 기능이 제공되는 시스템이

다. 이것은 2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에 해서는 모든 트래픽이 그냥 통과되는 것을 

막는다. 

  미래의 방화벽 시스템은 네트워크 벨과 응용 벨 방화벽의 혼합

형에 해당된다. 이는 네트워크 벨에서는 보다 상 의 기능을 가지

려 하고 응용 벨에서는 보다 하  기능을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최종 결과는 아마 매우 빠른 패킷 스크린 기능과 모든 트래픽에 한 

로그와 감사 등이 측되며,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 달되는 트래픽

의 보호를 해 암호 기법이 사용될 것이다. 

라. 방화벽 시스템 구축시 고려 사항 

  앞에서 설명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실질 으로 방화벽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기능을 구 할 수 있는데, 방화벽 시스템의 가장 

요한 목 인 내부 네트워크의 보호라는 에서 다음의 고려 사항

을 염두에 두고 방화벽의 설계  사양을 작성하거나, 구  혹은 설

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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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가장 요한 심사로서 해당 조직이 어떻게 시스템을 운

할 것인지에 한 정책을 반 하는 것으로서, 매우 요한 네트워크

에서의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속을 거부하는 식의 시스템을 운

할 것인가 아니면 덜 인 방법으로 속해 오는 트래픽에 해 

조사하고 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 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보안 결정권자에 달려있다.

  둘째, 어느 정도 수 의 감시, 백업  제어를 원하는가 라는 문제

이다. 첫 번째 문제로서 기 이 받아들일 수 있는 험 수 이 세워

졌다면, 이제 어떤 것을 감시하고, 허용하고, 거부할 것인가라는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즉, 기 의 체 인 목 을 결정하고 험 

평가에 근거한 필요성 분석을 하며, 구 하고자 계획하여 사양을 마

련했던 목록과 구별될 수 있는 문제 을 가려낸다.

  셋째, 경제 인 문제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 할 수 있

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과 구 에 드는 비용을 

정확하게 정량 으로 산출하는 것이 요하다. 를 들어 완 한 방

화벽 제품의 구매 비용은 무료에서 100,000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방

화벽 시스템의 우선 설치  구 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지속 으로 

드는 비용과 지원비 등을 계산해야 한다.

  넷째, 기술 인 측면에서 몇 가지 결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  

내부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의 고정  트래

픽 라우  서비스 등에 해서도 결정하야 한다. 트래픽 라우 은 라

우터에서의 IP 수 의 스크린 규칙이나 혹은 락시 게이트웨이나 서

비스에서의 응용 수  등에서 구 되어야 한다.

  다섯째, telnet, ftp, news 등의 락시를 설치되는 외부에 노출된 기

계가 외부 네트워크에 둘 것인가 혹은 하나 이상의 내부 기계와 통신

을 허용하는 필터링으로서의 스크린 라우터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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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각각의 근 방식은 장단 이 있는데, 락시 기계가 고  

수 의 기록성과 잠재 인 보안 기능을 많이 구 해야 하는 만큼 

한 비용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락시는 요구되는 서비스마다 

따로 설계되어야 하며, 편리성과 보안에 드는 비용은 상 이다. 그

리고, 다음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 손실 제어(Damage Control): 방화벽 시스템이 침해당할 수 있다면,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기 해 어떤 취약 들이 이용될 수 있을까? 

○ 험 지역(Zone of risk): 일반 인 리 상황에서 험이 있는 곳

이 얼마나 큰가? 이 것의 측정은 외부에서 손쉽게 근 가능한 내

부망의 호스트 수와 라우터 수이다. 

○ 시스템 실패 환경(Failure mode): 만약 방화벽 시스템이 침해 당한

다면 얼마나 쉽게 이것을 탐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미리 감

지되어지는지, 침투 수법, 경로 등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얼

마나 남아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쉬운 이용 환경(Ease of use):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방화벽 

시스템이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지를 고려한다. 

○ 기본 입장(Stance): 자신의 기 에서 설치할 방화벽 시스템의 기본

인 구축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즉, 네트워

크 벨의 방화벽을 구 할 것인가, 아니면 응용 벨의 방화벽을 

구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한다. 

第 3節  시스템의 安定性 確保

  원외처방  달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은 원외처방  달 시스템

의 업무 특성상 가장 요하고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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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비스 만족을 해 단없는 24시간 365일 무정  시스템 운

용체제 구축하며, Call Center 운 을 통한 장애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

며, 시스템  네트워크의 통합 리 체계를 운 하며, 시스템 장애나 

재해에 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운 하며, 최 의 보안 체

계를 구축하고 담 인력을 함께 운 한다.

  1. 24時間 365日 無停電 시스템 運營

  원외 처방 달 시스템의 운 방향은 고객 서비스 만족을 해 

단없는 24시간 365일 무정  운 을 기본으로 한다. 주간에는 OP 인

력  Call 센터 상담인력, 그리고 시스템 리인력 등 원외 처방 달 

시스템과 연 된 모든 인력이 센터에서 운 하며, 야간에는 OP 인력

과 Call 센터 상담인력이 교 근무를 하면서 고객서비스를 계속한다.

  2. 障碍  復  策

   장애 리 서비스는 분산환경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장

애를 사 에 감지하고, 장애 발생시 최단 시간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발생한 장애의 신속한 조치와 보고의 차를 확립하여 체계 인 리

를 할수있게 하며, 계속 인 기록 리  시스템 리를 통하여 문

제의 재발 방지와 운 경험을 축 하게 되어 안정 인 고객 서비스

를 실 하게 한다.

  안정된 시스템 체제의 가장 기본 인 사항은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

는 것이다. 이를 해 장애 발생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장애방지 시스

템 체제를 구축한다. 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발생

한 재해  장애를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한 요하다. 이를 해서 원외처방 달시스템에서는 모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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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네트워크를 이 화한다(그림 3-16 참조).

〔그림 3-16〕 障碍處理 基本戰略

가용성 극대화 + 신뢰성 확보

안정된 시스템 체제구축

장애사전감지
시스템 구축

완벽한 
백업체계 구축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장애발생  최소화  + 복구시간  최소화

  3. 障碍監視 關聯 事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스템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는 장애

감시 시스템은 장애 책에 있어서 요한 요소 의 하나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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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원외 처방 달시스템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한 에 감시 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서버들의 로그를 

수집하여 그 상황을 통합 리한다(그림 3-17 참조). 

〔그림 3-17〕 統合모니터링 시스템 構成圖

메일박스시스템 운용관리 시스템 보안시스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시스템 Log 시스템 Log 시스템 Log

NETWORK

….
기타

시스템
Log

  한 장애 사  감지 시스템을 운용하여 서버에서 발생하는 각종 

메시지들  장애를 유발시키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Catch/분석하여 경

고방송(ARS)을 하여 해당 담당자를 자동 호출하므로 신속한 장애 조

치  장애 방 체계를 갖추어 장애 리를  극 화 한다(그림 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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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障碍 事前感知 시스템 흐름圖

메 시 지  필 터 링

서 버 통 합 관 리
장 애 사 전 감 시

시 스 템

긴 급 장 애 메 시 지

삐 삐 자 동 호 출

장 애 메 시 지
발 생

  장애일지를 기록하여 장애발생시 이력을 리한다. 이것에는 장애

발생 시스템명, 발생일시, 장애원인, 장애조치 내역, 장애발견자  조

치자, 발생시간  총 장애시간의 기록 내용이 있어 동일한 장애의 

미연방지  최단시간내에 장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 산시설 장애에 비하여 처방  계센터는 UPS나 항온 항

습기, 화재진화 등을 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산 부  

시설 등의 장애에 한 통합 리를 한다.

  그리고 비상연락망을 운 하여 장애가 발생하 을 때 시스템 담당

자나 는 유지보수 업체 담당자의 연락망을 포함하여 즉시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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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安定性 確保를 한 主要 策

  ○ 시스템의 이 화  데이터의 Backup

  ○ 각종 장애 시의 정확한 처방안

  ○ 소 트웨어에 한 안정성 확보방안

  ○ 공개키 기반(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보안 서비스

  ○ 비인가 사용자에 한 시스템 근 지

가. 시스템의 이 화  데이터의 Backup

  기본 으로 계시스템을 Active/Active의 형태로 구성하고, 실시간 

이  데이터 Backup Option을 설정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하드

웨어 Vendor에서 제공하는 HA(High Availability) 기능을 사용하 다.

  ○ 이 화 세부내역(그림 3-19 참조)

     － DB 서버: 2

     － FEP 서버: 2

     － 인증 서버: Directory 서버 1

                    Certificate Authority 서버 1

〔그림 3-19〕 시스템 二重化

    
이중  데이터  보관 이중  데이터  보관Disk Mirroring

Active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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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종 장애 시의 정확한 처방안

  1) 한쪽 Node의 장애 시(그림 3-20 참조)

 ① 한 시스템 노드 장애(NODE A)

 ② NODE B의 감시 로세스(CMM)가 NODE A의 장애 상황 자동 

감지

 ③ NODE B는 NODE A없이 새로운 CLUSTER를 자동 재구성

 ④ NODE B는 장애가 발생한 NODE A에서 COMMIT된 트랜잭션을 

ROLL FORWORD

 ⑤ NODE B는 장애가 발생한 NODE A에서 COMMIT가 안된 트랜잭

션을 ROLL BACK

 ⑥ NODE A에서 실행하던 어 리 이션을 NODE B에서 기동시키고 

업무는 계속 수행하며 복구 상시간은 0 (복구시간이 없음)

   * 사용자는 다른 쪽 시스템으로 RECONNECTION만 하여 사용하

면 되고, 이때 소요시간은 OLTP를 사용할 경우 TIMEWAIT 

PARAMETER 설정 값에 따라 좌우된다(일반 으로 20-60 를 

설정하며 OLTP에서 자동으로 RECONNECTION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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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한 쪽 노드 障碍時 處方案 

A B

BSunBSun

  2) LAN 장애 시(그림 3-21 참조)

 ① 이 으로 구성된 PUBLIC LAN  하나에 장애 발생

 ② 나머지 PUBLIC LAN에서 서비스 수행하며, 복구 상시간은 0

(복구시간 없음)

   * 사용자는 다른 쪽 시스템으로 RECONNECTION만 하여 사용하

면 되고, 이때 소요시간은 OLTP를 사용할 경우 TIMEWAIT 

PARAMETER 설정 값에 따라 좌우된다(일반 으로 20-60 를 

설정하며 OLTP에서 자동으로 RECONNECTION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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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LAN 障碍時 處方案 

        
BSunBSun

다. 소 트웨어에 한 안정성 확보 방안

  ○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일단 속 인 모든 사용자 세션

은 종료되며, 계시스템은 각 문서를 고유의 처리 단 로 취 , 

Interactive 로토콜을 지원해 사용자 어 리 이션에서 자신의 

작업요청이 처리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게 된다.

  ○ 계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Check Level은 크게 3단계가 있으며, 

Full Integrity Checking을 수행할 경우 사용자 인덱스 일을 이용

해 데이터 검색  복구를 수행하고 복구 불가능한 것은 삭제한다. 

  ○ 본 Integrity check에 한 결과는 시스템 운 자용 Support 시스

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송신자는 그 Session에 보낸 문서를 모두 다 보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시스템에서 Duplicate Check를 통해 이  세션 단

계에서 정상 으로 수신된 문서는 Mailboxing하지 않고 그 이후

에 발생한 문서만 Mailboxing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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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신자는 한 Audit Trail 정보를 요청해서 송신 문서들의 Status

를 확인해 재 송해야 할 문서를 결정한다.

  ○ 수신시 장애가 발생한 경우, Mailbox에 장된 모든 데이터를 사

용자가 삭제요청을 하거나 자동 장유효 기간이 지나기 에는 

계속 장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언제든지 재수신할 수 있다.

  

라. 공개키 기반(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보안 서비스

  ○ 자서명 기능의 지원으로 부인 쇄 기능의 지원

  ○ 송수신 당사자가 아니면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없는 암호화 기능 

지원

  ○ 공개키 기반의 보안방식 용으로 송수신 데이터에 한 무결성 

기능 지원

    － 송수신 시 송수신 데이터에 해 Hash 함수 용을 통한 Hash

값 비교

  ○ End-to-End 보안 용으로 수신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내

용을 알 수 없다

마. 비인가 사용자에 한 시스템 근 지

  ○ Client 응용S/W에서 1차 으로 정당한 사용자만 응용 로그램

에 근 허용

  ○ 계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사용자는 계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없다

  ○ 유효한 보증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에도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없다

  ○ 방화벽을 이용한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의 시스템 근 통제



第 4章  電子處方箋의 法的‧制度的 檢討

第 1節  電子署名 槪要

  1. 電子署名의 必要性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비 면 방식의 자  거래는 면방식의 

기존 거래 방식의 단 을 극복  한다. 자  거래는 기존 거래 방

식에서 시간 ․공간  제약의 문제 을 해결해 으로써 새로운 거래 

문화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자  거래는 많은 장 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역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문

제  때문에 보안 요구사항이 먼  해결되어야만 자  거래의 활성

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보호 역기능에 한 표 인 보안 

선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증(Authentication): 인증은 크게 사용자 인증과 메시지 인증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거래에서의 사용자 인증은 원격지에

서 속한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지인증은 원격지에서 송된 메시지가 ․변조되

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인증이라 함은 사용

자 인증을 말하는 것이며, 메시지 인증은 무결성으로 치될 수 

있다.

  ○ 무결성(Integrity): 무결성은 메시지 인증과 같이 메시지의 변조나 

수정 등을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 으로 

해쉬함수나 블록 암호 등을 사용함으로써 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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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성(Confidentiality): 기 성은 송되는 메시지를 송신자  

법한 수신자를 제외한 제3자는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말

한다.

  ○ 부인 쇄(Non-repudiation): 부인 쇄는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경

우 해당자가 송․수신에 한 행 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

능을 말한다. 

  자서명은 상기의 보안 요구사항  인증, 무결성, 기 성, 부인

쇄에 한 보안 기능을 제공해 주며, 이것은 결국 비 면 방식의 

자  거래 환경 구축 시 자서명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電子署名 槪念  定義

  일반 으로 자서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의 자서명으로서｢Electronic Signature｣를 의미하는 것이

며, 두 번째는 의의 자서명으로서｢Digital Signature｣를 말하는 것

이다(表 4-1 참조).

〈表 4-1〉 電子署名의 比

Electronic Signature Digital Signature

개  념

컴퓨터로 작성한 자  증명수단

(Identifier)

비 칭형 암호방식을 이용한 

자  서명방식

문제
재사용 가능(문서의 ‧변조 등 

가능)



232

  자의 가장 일반 인 는 자펜을 이용한 그래픽 기반의 서명 

방식이다. 즉, 자문서에 한 자결재를 수행하는 경우, 송신자는 

자펜을 이용하여 자문서의 결재란에 자신의 수기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기입한 후, 수신자에 송신한다. 이후 자서명된 문서를 수신

한 수신자는 시각 으로 자서명의 진 를 확인한 후 자문서의 

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후자는 공개키 암호기술에 기반을 두는 방식으로서 사용자는 자신

만이 알고있는 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수학  방식의 연산을 통

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자서명 값을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수신자에

게 송신한다. 수신자는 송신자가 제공하는 자서명 검증키를 사용하

여 자서명 값의 진  여부를 수학  연산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

며, 올바른 결과 값이 나오는 경우에만 자문서를 수한다.

  최근 선진 각국에서 시행 는 제정 에 있는 자서명법은 일반

으로 후자의 개념을 법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의 방

식이 안 ․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취약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 자서명법”은 

자문서의 안 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하

여 만들어졌으며, 동 법 제2조에서는 자문서, 자서명, 인증 등이 

무엇인지에 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4).

4) 이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자 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는 장된 정보를 말한다.

    2. “ 자서명”이라 함은 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 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

보로서 당해 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3. “ 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자서명을 생성하기 하여 이용하는 자  정보

를 말한다.

    4. “ 자서명검증키”라 함은 자서명을 검증하기 하여 이용하는 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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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의 경우 자서명법의 정의에서 자서명의 정의를 

Electronic Signature의 개념이 아닌, 공개키 암호기술에 기반을 두는 방

식의 Digital Signature를 법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원외 자

처방 달시스템상에서는 일종의 자문서인 ‘ 자처방 ’이 자서명

생성키를 통해 암호화하는 경우 ‘ 자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 자처방 ’을 작성한자의 신원과 ‘ 자처방 ’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 電子署名의 特性

  자서명 알고리즘은 안 ․신뢰성 보장을 해 기본 인 요구사항

을 만족해야만 한다. 자서명 알고리즘은 자서명 검증에 사용되는 

자서명검증키로부터 자서명 생성에 사용되는 자서명생성키가 

계산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해야 하며, 자서명은 메시지 내용, 서명

자의 자서명검증키, 그리고 사용자 정보에 의존되어 생성되어야만 

한다. 자서명이 유효하기 해서는 다음의 기본 인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만 한다.

를 말한다.

    5. “ 자서명키”라 함은 자서명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자서명검증키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는 법인이 소유하는 자서명생

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 를 말한다.

   1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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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비 칭 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시행

일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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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불가(Unforgeable): 합법 인 서명자만이 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명자 인증(User authentication): 자서명의 서명자를 불특정 다

수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부인 방지(Non-repudiation): 서명자는 서명행  이후에 서명한 사

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 변경 불가(Unalterable):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 재사용불가(Not reusable): 자문서의 서명을 다른 자문서의 

서명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4. 電子書名의 節次

  자서명은 자문서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자서명생성키로 암

호화하여  자서명을 생성한 후 수신자에게 송하고, 수신자는 이

를 받아 자서명검증키로 복호화하여 자서명을 검증하는 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자서명의 생성  검증의 차를 각 단계별

로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 자서명의 생성

  ○ 첫 번째 단계로 사용자는 공개키와 비 키 을 생성하여야 하

며, 키의 생성은 자신이 가입한 인증기 에서 사용하는 공개키 

알고리즘 의 하나에 따르거나, 특정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

용자가 직  생성한다.

  ○ 두 번째 단계는 사용자가 보낼 자문서의 메시지 요약(Message 

Digest)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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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번째 단계는 메시지 요약을 송신자의 자서명생성키로 서명

하여 자서명을 생성한다.

  ○ 네 번째 단계는 생성된 자서명을 원래의 메시지에 더하여 수

신자에게 송한다.

나. 자서명의 검증

  ○ 첫 번째 단계로 자서명된 메시지(메시지와 그의 자서명값)을 

수신자가 받으면, 수신자의 컴퓨터에서 송신자의 자서명검증

키를 이용하여 송신자의 메시지 요약을 복원한다. 여기서 메시

지 요약이 복원되지 않으면 송신자의 자서명검증키가 진정한 

것이 아니므로 송신자의 신원확인에 실패한 것이 되고, 자서

명의 복호화(확인)가 가능하면, 송신자가 일치함을 확인(송신자

의 신원확인)하게 된다.

  ○ 두 번째 단계로 수신된 메시지의 메시지 요약을 만들어 이미 복

원한 메시지 요약과 비교하여, 양자가 일치하면, 메시지가 바

지 않았음을 확인(메시지 무결성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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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電子署名의 節次

【 자서명 생성부 】 【 자서명 검증부 】

자서명 

유무효 정

생성키 자문서 축약문서

해쉬함수 해쉬함수

축약문서 자문서 축약문서

자서명 알고리즘 자서명 알고리즘 해쉬함수

자서명 자문서 검증키 자서명 검증키 자문서

계 네트워크

  5. 電子署名의 技術 種類

  1976년 디지털 서명에 한 개념이 소개된 이후에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서명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자서명의 알고리즘은 일 방향 

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문서의 , 변조를 방지하는 무결성을 보장하

여 다. 즉, 주어진 문서에 해서 항상 유일한 출력 값을 생성한다. 

따라서 원래의 문서 내용에 , 변조가 행하여진 경우,  다른 출

력 값이 생성되기 때문에 문서의 ‧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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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기존의 공개키 암호에 용된 소인수 분해(prime factorization) 그리

고 이산 수(discrete logarithm)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을 둔 자서명 

등 자서명의 기술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가. KCDSA 자서명

  KCDSA(Korea Certification-based Digital Signature Algorithm)는 이산

수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을 둔 자서명 알고리즘으로서, 한국통신

정보보호학회 주  하에 우리 나라의 주요 암호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1996년 11월에 최 로 개발하 으며, 이후 지속 인 수정  보완 작

업을 거쳐 1998년 10월 TTA에서 단체 표 으로 제정되었다.

 ○  시스템 계수

  － 소수 법(prime modulus) p와 q, q｜p―1, 

      |p|=512+256i, I=0,1,...,6. |q|=128+32j, j=0,1,...,4

  － g∈Zp , g=h(p-1)/q mod p(g > 1, 1< h < p―1) 즉, g의 수가 q

이다. 

  － 자서명생성키(비 키): x∈Zq

  － 자서명검증키(공개키):Y=g1/x  mod p.

  － 일방향 해쉬함수 H: Z → {0, …, 2k-1}(k=|q|)

 ○ 서명 생성 과정 

  ① 랜덤변수 k, 1 < k < q―1을 발생한다. 

  ② W = (gk mod p) mod q를 계산한다.

  ③ 서명의 첫 부분 R = h(W)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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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메시지의 해쉬코드 H = h(Z||M)을 계산한다.

  ⑤ 간값 E = R + H mod Q를 계산한다.

  ⑥ 서명의 두 번째 부분 S = X(K―E) mod Q를 계산한다.

  ⑦ 서명 ∑= {R||S}를 만들어 서명된 메시지 {M||∑}를 출력한다.

 ○ 서명 검증 과정 

  ① 서명된 메시지 {M'||∑'}로부터 검증할 메시지 M' 서명의 첫 부

분 R', 서명의 두 번째 부분 S'를 추출한다. 이 때 0 < R' < 2|Q|

이고 0 < S' < Q임을 확인한다.

  ② 검증할 메시지의 해쉬코드 값 H' = h(Z||M')을 계산한다.

  ③ 간값 E' = R'+ H' mod Q를 계산한다.

  ④ 서명자의 공개 검증키 Y를 이용하여 증거값 W = YS'GE' mod 

P 를 계산한다.

  ⑤ h(W') = R'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나. RSA 자서명  

  RSA 자서명 알고리즘은 1978년 Rivest, Sgamir, Adleman이 제안한 

메시지 복구 기능이 있는 가장 표 인 디지털 서명기법으로써 RSA 

공개키 암호의 암호화  복호화를 서명의 생성과 확인에 이용한 

자서명 방식이다. 이 방식은 큰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합성수의 소

인수 분해는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수학  방식을 기반으로 개발

된 자서명 알고리즘이다. RSA 자서명 방식은 재 가장 리 사

용되고 있는 자서명 방식으로 IBM, Microsoft, Digital, Apple, General 

Electric, Unisys 등 유수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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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계수 

  － 자서명생성키(비 키): 큰 소수(256 비트) p, q 와 d ∈ Zn*.

  － 자서명검증키(공개키): N(=pq)와 ed ≡ 1 mod φ(N) 인 e.

  － 일방향 해쉬함수(one-way hash function) H: Z → Zn.

 ○ 서명 생성 과정 

  ① H(M)을 구한다.( M은 서명할 메시지 )

  ② 서명 S = H(M)d mod N 을 구한다.

  ③ (M,S)를 수신자에게 송한다.    

 ○ 서명 검증 과정 

  ① H(M)을 구한다.

  ② V = Se mod N을 계산한다.

  ③ V = H(M)을 만족하면 서명이 유효하다.    

  RSA 자서명 방식은 공개된 N에서 p나 q를 찾는 소인수 분해 문

제가 어렵다는 안 성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재까지 알려진 인수분

해 알고리즘  가장 좋은 것의 복잡도는 exp((O(1)+1)log N1/2log log 

N1/2)이고, 특수한 형태의 정수에 한 인수분해 알고리즘은 

exp((O(1)+1)log N1/3log log N2/3)임이 알려져 있고 아직 다항식 시간 

알고리즘은 없다. H(M) ≡ (H(M)dA mod NA)eA mod NA가 되는 비

 키 dA는 A이외의 사람은 알 수 없으므로 A의 신원 확인과 메시지 

인증이 가능하다.

다. DSS 자서명 

  미국 연방 정보처리 표 (FIPS 186)인 DSS(Digital Signature 

Standard)는  미국 표 기술 연구소(NIST; Natioanl Institute of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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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chnology)가 1991년 8월에 정부용 자서명 알고리즘으로 

DSA(Digital signature Algorithm)를 발표한 후, 이를 미국내 자서명 

표 안으로 제안한 자서명 알고리즘이다. DSS방식의 안 성은 이산

수 문제의 어려움에 근거하고 있다.

 ○ 시스템 계수 

  － 소수 법(prime modulus) p와 q q｜p ― 1, 2511<p<2512, 

2159<q<2160

  － g∈Zp, g=h(p―1)/q mod p(g > 1, 1 < h < p ― 1)  즉, g의 수

가 q이다. 

  － 자서명생성키(비 키): x∈Zq.

  － 자서명검증키(공개키): Y=gX mod p.

  － 일방향 해쉬함수 H: Z → {0, …, 2k-1} (k=160)

 ○ 서명 생성 과정

  ① 랜덤변수 k, 0< k <q를 발생한다.

  ② R=(gk mod p) mod q를 계산한다.

  ③ H(M)를 구한다.(M은 서명할 메시지)

  ④ k-1k mod q = 1인 k-1을 계산한다.

  ⑤ S=k-1(H(M) + xR) mod q를 구한다.

  ⑥ 서명(R, S)를 M에 추가한(M, R, S)를 수신자에게 보낸다.

 ○ 서명 검증 과정 

  ① W = S-1 mod q를 계산한다.

  ② H=(M)를 구한다.

  ③ A = H(M)W mod q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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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B = RW mod q를 계산한다.

  ⑤ V =(gAYB mod p) mod q를 계산한다.

  ⑥ V = R를 확인, 만족되면 서명이 합하다.

第 2節  電子處方箋의 認證(authentication)에 따른 

法的 效力

  1. 認證의 槪念  效力

  공개키 기반의 자서명 기술은 자신이 공개키를 외부에 공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을 상 방에게 인증시키는 기술이다. 그러나 

공개키는 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등록되어 있

기 때문에 항상 공개키의  변조에 한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자신이 획득하고자 하는 공개키가 구의 공개키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도로 존재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공개키

를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보장해 주는 

것을 공개키 인증이라 한다. 여기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증

기 이며, 인증기 이 발 한 사용자의 공개키에 해 보증하는 자

문서를 인증서라고 한다. 인증기 은 자신이 개인키로 사용자의 공개

키 인증서를 자서명 함으로써, 사용자 인증서의 무결성  진실성

을 보장하여 다. 재 인증서와 련한 국제 표 으로는 X.509 V3

가 있으며, 인증서의 기본 역에는 인증서 버 , 인증서 일련번호, 인

증서의 유효기간, 발 자에 한 정보(발 기 명  발 기 이 사용

하는 자서명 알고리즘에 한 정보), 사용자에 한 정보(사용자 이

름  사용자 의 자서명 알고리즘 정보)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서명법에서는 이러한 인증의 개념과 이러한 인증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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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신력  문성을 갖춘 기 인 ‘공인인증기 ’에 해 정의를 내

리고 있다5). ‘공인인증기 ’은 자서명법(법 제2장)에 의거하여 국가

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신력있는 인증기 으로서 인터넷상에서 거래상

방의 신원  신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 하

는 기 으로, 개인  서버의 인증서 발 , 폐기, 갱신, 내용변경, 내

용조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 , 비 면의 특성을 지닌 인터넷 기반의 자거래는 익명 

5) 이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인증"이라 함은 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는 법인이 소유하는 자서명생성

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 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는 법인이 소유하는 자서명생성

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자  정보를 말한다.

8.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의 발   인증 련 기록의 리 등 인증역무를 제

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9. "공인인증기 "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인증역무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

10. "인증 리체계"라 함은 인증서의 발   인증 련 기록의 리 등 인증역무

를 제공하기 한 체계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 으로부터 그 자신의 자서명검증키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인인증기 의 지정) 

① 정보통신부장 은 인증업무를 안 하고 신뢰성있게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를 공인인증기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 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 ‧지방자치단체 는 법인에 

한한다.

③ 공인인증기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

력‧시설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공인인증기 의 지정 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인인증기 의 업무수행) 

① 공인인증기 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에 정보화 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

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 자서명검증키

를 인증받아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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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 방에 한 명확한 신원확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자거래시 당사자나 해커에 의한 거래

내용의 변조 그리고 송수신 행 에 한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인인증기 은 자서명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

제가 발생하 을 경우 법  효력을 가지는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즉,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당사자의 신원확인, 송되는 정보

의 변질여부 확인, 거래 당사자간 정보송수신에 한 부인방지 등의 

공인인증서비스를 개인, 법인, 단체  서버를 상으로 제공하는 기

이다. 재 우리 나라에는 융결재원, 증권 산원, 한국정보인증의 

3개 기 이 공인인증기 으로 지정받아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인인증기 으로 지정받기 해서는 자서명법 등 련법령에서 

정한 첨단의 기술과 시설들에 한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인

인증업무 수행능력을 검증받아야 하며6), 일반 비공인 인증업무를 수

6) 자서명법 시행령에서는 공인인증기 의 지정기 에 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지정기 ) 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 의 지정기 은 다

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 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술능력: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인증 리체계 운 인력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

격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 이 인정하는 자격

을 갖출 것

      나. 정보통신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는 정보통신 운 ․ 리 분

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인증 리체계의 운 ․비상복구 책  침해사고의 응 등에 하여 보호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자본  80억원 이상

    3. 시설  장비: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신원확인  리를 한 설비

      나. 자서명키 리체계를 안 하게 유지하기 한 설비

      다. 인증서를 안 하고 신뢰성있게 리하기 한 설비

      라. 자서명  시 확인을 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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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기 과는 다르게 국가인증 리체계로 운 되므로 자거래시 

노출될 수 있는 비 번호,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며, 공인인증

기 에서 인증한 자서명은 해당법률이 정하는 인감과 같은 법  효

력과 증거력을 가지게 된다. 

  2. 電子處方箋의 法的 效力

가. 자서명법의 규정에 의한 법  효력

  “ 자서명법” 제3조( 자서명의 효력) ①에서는 “공인인증기 이 발

한 인증서에 포함된 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한 제3조 ②에서는 “공인인증기 이 발 한 인증서

에 포함된 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자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서명이 당해 자문서의 명의자의 서

명 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자문서가 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

경되지 아니하 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처방 이 자서명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공인인증

기 이 발 한 인증서에 포함된 자서명생성키에 의해 암호화되어 

송‧수신되고 자서명검증키로 복호화되는 과정을 따르는 경우, 자

처방 은 자서명으로써 법 인 효력을 갖게되며, 송과정에서 그 

처방내용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법 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는 종이처방 에 의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경우만을 합법 인 처

방 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의사가 공인인증기 에서 

      마. 인증 리체계를 안 하게 운 하기 한 보호설비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장비에 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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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한 인증키로 자서명한 자처방 도 합법 인 처방 으로서 인

정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나. 자거래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법  효력

  자서명법과 함께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 자거래기

본법”은 자문서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용하도록 되어있다7). 

동법 제5조( 자문서의 효력)에서 “ 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

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문서의 법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 동법 제6조( 자서명의 효력) ①에서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 이 인증한 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 법률이 정하는 서명 는 기명

날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서명이 있는 자문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서명된 문서의 법  

효력  ‧변조되지 않았음을 법 으로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제7조( 자문서의 증거능력)에서는 “ 자문서는 재  

기타의 법  차에서 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문서도 재  등에 있어서 증

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자서명된 자처

방 이 사용되는 경우, 약화사고 등으로 인한 이해 계의 상충시 재

 등 법  차에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자거래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조( 용범 ) 이 법은 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하여 이를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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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망보 확장과 이용 진에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

 효력

  1995년 12월에 만들어진 “ 산망보 확장과 이용 진에 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 자문서라 함은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탁을 받은 자가 산망을 이용하여 송‧처리 

는 보 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 화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

여 자문서를 법 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 제17조의 2 

내지 5에서 자문서의 효력, 자문서의 도달시기, 자문서의 내용

추정, 자문서 등의 공개제한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8).

8) 법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제17조의2( 자문서의 효력 등) ①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자문서

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업무와 산망을 리

하는 자(이하 “ 산망 리자”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망 리자의 지정요건  차등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망을 이용하여 허가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

령에서 정한 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5․12․6].

  제17조의3( 자문서의 도달시기) 자문서는 수신자의 자계산조직의 일에 기록

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4( 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 자문서의 내용에 하여 당사자 는 이

해 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산망 리자의 자계산조직의 일에 기

록된 자문서의 내용 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산망 리자는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

안 자문서를 보 하여야 한다.

  제17조의5( 자문서 등의 공개제한) ① 산망 리자는 자문서 는 자계산조

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  국가의 안 보장에 해가 없고 타인의 비 을 침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망 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서 는 자계산조직에 입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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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동법 제17조의 2( 자문서의 효력 등)에서는 처리되는 자문

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

로 본다고 함으로써 자서명된 자문서에 법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라. 의료 련법에 의한 규정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의료 련법의 개정을 통해 의

사  치과의사에게 처방  교부의무를 부과토록 하 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처방  서식, 기재사항, 교부방법 등에 해 규정을 

하 다.9)

어 있는 기록을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 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의료법에 의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의2(처방 의 작성  교부)  ①의사 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

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 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9․7] [시행일 2000․7․1]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처방 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는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 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처방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 자서명법에 의한 자서명을 포함한

다) 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 의 명칭  화번호

         3.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 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별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 는 한약 에서 정한 명칭을 말

한다)‧분량‧용법  용량

         6. 처방 의 교부연월일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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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서는 의사 는 치과의사의 서명 

는 날인이 있는 처방 을 합법 인 것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자서명

법에 의한 자서명도 인정함으로써 자처방 이 자서명법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  효력을 인정받게되는 기틀을 마련하

다. 그러나 2항에서는 환자에게 처방 을 2부 교부토록 하고, 환자의 

편의를 해 환자가 추가요구시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 송,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 을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

서명법에 의해 자서명된 자처방 을 교부시에도 종이처방 을 마

찬가지로 2부 교부하여야 하는지, 1부만 교부해도 되는지에 한 의

문이 남게 된다.

  이 경우 1항의 취지에 의한다면, 자서명법에 의해 자서명된 

자처방 은 종이 처방 과 동일한 법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2항

에서 언 된 처방  2부는 종이처방 과 자서명된 자처방 을 모

두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서명된 자

처방 을 사용시에는 환자에게 종이처방 을 1부만 교부해도 처방  

2부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팩스에 의한 처방  송부 는 자서명이 포함되지 않은 처

방 달 시스템에 의한 자처방 의 경우는 에서 언 한 것과 같이 

법 효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종이처방 의 보

         7.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② 의사 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 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처방 을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 는 치과의사는 환자 치료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내원

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하여 미리 처방 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는 치

과의사 자신이 직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 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용한다. [ 문개정 20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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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자에

게 종이처방 을 2부 교부하여야 법  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가 들고 온 의사의 ‘수기

처방 ’으로 처방하여야 하며 이 처방 을 5년간 보 하여야 하고 인

터넷으로 보낸 처방 은 조나 해킹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사고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은 공식 인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최근 정부와 한의사 회간의 상에서 모사

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처방 은 보조  수단으로서만 인정한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자서명된 자처방 이라기보다는 자

서명이 되지 않은 자처방 에 국한지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리

라 본다.

  자서명법에 의해 자서명된 자처방 의 지는 환자, 의료기

  약국의 불편 래  효율화를 해하는 것으로 보안기술이 발

달해 모든 분야에서 자서류를 법  문서로 인정하고 있는 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주

식거래가 체 주식거래의 40% 수 에 육박하고 있는 시 에서 자

처방 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이버 주식 거래를 한 뒤 별도로 

증권사에 찾아가 다시 서류를 작성하라는 것”과 같은 논리  모순이

라는 지 을 하고 있다. 자 상거래 과정에서의 보안문제는 그 자체

로 풀어야 하는 것으로 보안문제를 이유로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정

한 자서명에 따른 자처방  발행 행 의 효력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처방 을 인정할 것인지에 하여 법  논란

이 일고 있다. 그런데 1998년 미국 스콘신주의 항소심법원은 자

처방 과 련하여 결(Walgreen Co. v. Wisconsin Pharmacy Exa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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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1998 Wisc. App.)을 내린 바 있다(엄격히 말하면 처방 의 자

송 시스템과 련된 사안이다). 미국의 월그린(Walgreen)이라는 회사

가 처방 을 자 송 시켜주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시행을 하

다. 그러자 제약 회(The Board of Pharmacy)는  시스템이 의사가 

직  처방하고 서명한 처방 만을 인정하는 스콘신 주법을 반하

다고 주장하고 제소하 다. 이에 하여 1심 법원은  회의 주

장을 배척했고, 2심 법원 한 1심 법원의 결정을 그 로 받아들 다. 

그리고 그 근거로 처방 의 자 송장치가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구

두나 화상의 처방  송방식과 크게 달라 이례 이라고 볼 수 없

기 때문이라는 을 들고 있다.  결을 통하여 자처방 의 효력

에 하여 정 으로 악하려는 미국 스콘신 주법원의 노력이 엿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인 인증기 이 인증한 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서명 

는 기명날인으로 보도록 한 자서명법이 1999년 7월 1일부터 발효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자서명된 자처방 이 종이처방 을 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②에 자서명법에 의한 방법으로 자서명된 

자처방  교부 시 종이처방 은 1부만 교부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 자처방  표 서식 등 필요 내역을 고시하고, 종이처방 의 경

우도 ‧변조 방지 등 자처방 에 하는 최소한의 보안방법을 명시

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개인 처방정보의 보안상 문제 을 우려한다

면 자서명법에 의해 고도기술로 암호화되어 자서명된 자처방

이 무슨 이유로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를 밝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의사가 자처방

을 사용하는 경우, 종이처방 의 수가와 동일한 정도의 수가를 인정하

도록 건강보험법 등 련 법규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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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節  便利性, 安定性  滿足度 評價

  1. 1次 評價의 目的  主要 點檢 事

  1차 평가에서는 주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되는가에 을 맞

추어 평가를 실하 다. 1차 평가에서 검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처방  달에 필요한 기본 기능 수행 확인

  둘째, 송‧수신된 자처방 의 무결성  보안성 확인

  셋째, 시스템의 안 성  신뢰성 확인

  넷째, 자처방  달을 한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요구 

규격 확인

  다섯째, 다양한 통신환경 서비스 제공( 용선, PSDN, ADSL)을 한 

송‧수신 속도  문제  도출 등을 주요 목 으로 하 다.

  2. 評價 參  機關

가. 참여 의료기   약국

  1차 평가는 의약분업 실시 이 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

약분업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다. 따라서 의약분업에 한 이해부족

과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편익 등을 사 에 감지하기 어렵기 때

문에 1차 평가에서 제외하고,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의 2차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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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자를 참여시켰다. 따라서 서울시 소재의 의원  약국 13개소를 

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에 참여한 의원 4개 기 과 약

국 9개 기  총 13개 기 들은 기존에 의원  약국용 S/W를 사용하

고 있었으며, 기존의 S/W에 자처방  달을 한 모듈을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 

나. 시스템 부문

  당 시스템의 평가를 해 처방  계시스템은 한국통신과 (주)메드

밴이, 의원  약국용 S/W 부문은 비트컴퓨터와 메디다스가 참여하

다(表 5-1 참조).

〈表 5-1〉 시스템 評價 參  機關

구 분 기 

총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처방  계시스템 한국통신, (주)메드밴

의원  약국 S/W 비트컴퓨터, 메디다스

  3. 評價日程

  1차 평가는 크게 기능평가와 장평가로 나 어 실시하 다. 기능

시험시에는 처방 의 송‧수신  체조제 통보‧확인 등의 기본기능

을 평가하 다. 기능시험시에는 실제 의원  약국과 연결되지 않았

으므로 보안기능을 추가하지 않은 채로 실시되었으며, 기능 시험 이

후에 보안기능을 추가하고 서버밖에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하 다. 1

차 평가를 한 단계, 주요 검 내용  일정은 아래 <表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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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2〉 시스템 評價 日程

단 계 시험내용 시행일정

기능시험

‧ 자처방  송‧수신  체조제 통보‧확인 등

의 기본기능 평가

‧보안 기능 미추가

5.24～25

시스템보완

‧보안 기능 용

‧ 약조제 신청 기능 추가

‧F/W 안으로 서버 치 변경

 - F/W 외부에 Gate Keeper 사용

‧ 속 불안정 검

5.29～6.3

Client API

‧보안 기능 용

‧ 약조제 신청 기능 추가

‧최종 API 약국  의원용 로그램 업체 제공

(6.3)

5.29～6.3

운용 리 ‧CA Interface 용 5.29～6.3

응용S/W

보완
‧각 업체별 검 사항 확인 5.29～6.3

통합시험 ‧서버 - 응용S/W 통합 시험 6.5

시스템 설치
‧시험 상 기  방문 시험

 － 병원, 약국에 개발자방문
6.7～6.8

장평가시험
‧시험 상 기  방문 시험

 － 병원, 약국에 연구자  개발자방문
6.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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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評價 環境

가. 시스템 구성도 

  1) 하드웨어 구성도

  1차 평가를 한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5-1]과 같다. 자처방  

계시스템의 서버밖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불순한 침입

을 차단하도록 하 고, 인증서버를 도입하여 보안기능을 강화하 다.

〔그림 5-1〕 1次 評價 시스템 構成圖(하드웨어)

I N T E R N E T

디 렉 토 리 서 버 C A 서 버

방 화 벽

G a t e  K e e p e r

전 자 처 방 전
중 계 시 스 템

의 원 / 약 국 가 입 자

전 자 처 방 전  중 계 센 타

ㅇ 메 디 다 스  :  의 원 2 개 , 약 국 4 개
ㅇ 비         트  :  의 원 2 개 , 약 국 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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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처방  계시스템 

  1차 평가를 한 계시스템의 규격은 다음 <表 5-3>과 같다.

〈表 5-3〉 電子處方箋 中繼시스템 規格

구분 세부내역

운 체제 Solaris 2.6

DBMS Oracle 8i

Application Server Inprise Application Server 4.0   

  3) 보안장비 

  1차 평가시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가받아 국민연 시스템에 

용되어 사용되던 한국통신 연구소의 보안 S/W를 용하 으며, 12월 

 실시된 2차 평가에는 정부 공인인증기 의 보안을 용하여 실시

하 다.

  4) 통신환경 

  평가에 사용된 통신방법은 ADSL(유동IP)뿐만 아니라 화 속 네트

워킹(KORNET)도 모두 평가하 다.

  5) 소 트웨어 구성도

  1차 평가를 한 소 트웨어의 구성은 [그림 5-2]와 같다. 계시스

템은 한국통신과 (주)메드밴의 처방 달서버, 보안S/W, 처방   운

용 리 D/B 등으로 구성되며, 인증  디 토리 시스템은 국민연 시

스템과 동시 사용하도록 하 다. 의원  약국의 사용자 시스템은 메

디다스  비트의 응용 S/W에 처방 달 API와 보안 S/W를 추가하여 

운용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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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1次 評價 시스템 構成圖(소 트웨어)

처방전달  중계시스템

방화벽

디렉토리  시스템
CA 시스템

(국민연금시스템
 과  동시  사용 )

처방전 DB
운용관리 DB

메드밴
처방전달

서버

 운용관리
o사용자등록
o 사용현황

사용자  시스템 (병의원 .약국 )

사용자
DB

 응용 S/W
메디다스 ,비트

 응용 S/W

인터넷
(ADSL,PPP)

보증서

보증서

UNIX 용
보안 S/W

메신져
Client
API

PC용
보안 S/W

  

  5. 現場評價 方法

가. 평가방법

  1차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첫째, 각 의원에서 가상의 처방  데이터를 9개 약국으로 약조제

를 한 약국 지정방식으로 송신한다.

  둘째, 각 의원에서 가상의 처방  데이터 9개를 처방  수신 약국

을 지정하지 않는 약국 미지정 방식으로 송신한다.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 評價 257

  셋째, 각 약국에서 자신에게 도착된(지정처방 ) 처방 을 수신한다.

  넷째, 각 약국에서 미지정 처방 에 해서는 각 약국별 환자의 주

민번호를 입력하여 계시스템으로부터 처방 을 수신한다.

  다섯째, 각 약국에서는 수신한 처방   1개에 해 체조제를 

한 후 체조제내역을 해당 의사에게 송신한다.

  여섯째, 의원에서는 체조제내역을 수신하고 확인한다.

  일곱째, 평가항목의 자처방  송‧수신 기능이외의 항목을 검

한다.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평가에 참여한 의사  약사가 직  의 

차에 따라 처방  송  수신, 체조제내역의 송  수신 등의 

기본기능과 각종 부가기능을 사용토록 하고, 평가에 응하도록 하 다.

나. 평가 항목

  1) 의료기  사용자 부문: 처방  송 기본 기능 시험

분류 세부기능 구분1)

처방  작성

처방  작성 응용

처방  장 응용

처방  수정 작성 응용

수신약국 선택 수신약국 지정 응용/ 계

처방  송신
수신약국 지정송신 응용/ 계

수신약국 미지정 송신 응용/ 계

체조제  수신 체조제  수신 응용/ 계

처방  취소 송신 처방  취소 응용/ 계

註: 1) 응용은 “의료기 용 S/W”, 계는 “ 자처방 달 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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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국 사용자 부문: 처방  수신 기본 기능 시험

분류 세부기능 구분1)

처방  수신

수신지정 처방  자동수신 계/응용

수신지정 처방  수동수신 계/응용

환자정보 이용 처방  수신(미지정수신) 계/응용

처방  조제 완료통보 계/응용

처방  반송 통보 계/응용

체조제  작성
체조제  작성 응용

체조제  장 응용

체조제  송신 데체조제  송신 계/응용

註: 1) 응용은 “약국용 S/W”, 계는 “ 자처방 달 계시스템” 

3) 계 운용 리 부문

가) 가입등록 신청/확인/인증서 발

분류 세부기능 구분

가입자 등록

가입신청 운용 리/ 계

가입확인 운용 리/ 계

가입신청 취소 운용 리/ 계

인증서 발
인증서 발  요청 응용/CA

인증서 취소 요청 응용/CA

나) 가입자 인증

분류 세부기능 구분

가입자 인증 가입자 로그인시 인증 운용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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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 황 확인

분류 세부기능 구분

사용내역조회
문서송수신 목록조회 운용 리/ 계

문서 송수신 내역 조회 운용 리/ 계

라) 계시스템 보안  안정성

분류 세부기능 구분

시스템 보안

시스템의 방화벽내 운용 계/CA

CA시스템의 운용체계 완벽성 계/CA

내부자의 시스템 침투 가능성 방지 운용 리/CA

의사의 고유 인증 사용 계/CA

약사의 고유 인증 사용 계/CA

국가공인인증기 의 자서명 인증 CA

처방  내용의 조불가성(unforgeable) CA

서명자 인증(user authentification) CA

처방  내용의 부인방지(non-repudiation) CA

처방  내용의 변경불가(unalterable) CA

처방  서명의 재사용 불가(non-reusable) CA

시스템 

안정성

 활용성

시스템에 한 monitoring 체계 운용 리/ 계

시스템 교란에 비한 24시간 운용체계 운용 리/ 계

이 시스템의 entry에 한 기술  는 기타 제

약조건의 배제성
계

시스템의 국 표 화 편의성 계

자처방 의 발송 계/응용

조제완료 확인 계/응용

체조제 통보 수신 계/응용

자처방 의 수신 계/응용

체조제 통보 계/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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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데이터

  평가시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가상의 환자데이터를 사용했다. 평가

에 참여한 각 의원에서 각 약국에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를 가진 환자

의 임의의 처방정보를 지정과 미지정 송신 2가지 방법으로 송신하

다. 약국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2가지 방법에 따라 수신받아 처리하고 

조제완료  체조제 여부를 해당 의원에 재송신하 다.

 평가에 사용한 가상 환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송신자 수신자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W 내과

X 내과

(B사 의원용)

A약국 염상민 101010-1010111

B약국 조도

101010-1010112

C약국 황규진

101010-1010113

D약국 정승화

101010-1010114

E약국 조수란

101010-1010115

F약국 주병
101010-1010116

G약국 지병철
101010-1010117

H약국 직 성
101010-1010118

I약국 최시명
101010-1010119

Y 내과

Z 내과

(M사 의원용)

A약국 김 숙
101010-1010101

B약국 이남기
101010-1010102

C약국 김강수
101010-1010103

D약국 장기철
101010-1010104

E약국 김성민
101010-1010105

F약국 이순 101010-1010106

G약국 유학수 101010-1010107

H약국 최범석 101010-1010108

I약국 손재권 101010-1010109

6. 評價結果  討議

2000. 6. 9～10(2일간) 의료기   약국에서 실시된 장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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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직  사용한 의사  약사, 연구진이 당 시스템의 기본기능 

 부가기능, 보안성  안정성 등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각 항목에 한 평가는 리커트 5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매우 좋다( 는 매우 그 다)는 “5”를, 매우 나쁘다( 는 매우 그

지 않다)는 “1”을 코딩하 다.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 용 로그램과 원외 자처방 달

시스템과의 연동시험에 한 평가는 당 평가사업에 참여한 의사 4인

과 연구진 4인 등 총 8인이 수행하 으며, 의료기 으로부터 가상의 

처방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약국용 로그램과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과의 연동시험에 한 평가는 당 평가사업에 참여한 약사 9

인과 연구진 8인 등 총 17인이 수행하 다.

  평가는 자처방 의 송‧수신과 련된 기본기능 외에 각 기능에 

한 사용자 측면의 편의성  부가기능 제공성, 그리고 시스템의 보

안성  안정성 등에 해 실시되었으며, 크게 의료기  부문, 약국부

문, 계시스템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하 다. 

가. 의료기  장시험 결과

  반 으로 의료기 용 로그램에서 계시스템에 속하여 자

처방 을 송신하고 체조제통보를 수신하는 기본 기능은 원활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사용자(의사) 측면에서의 편

의성에 을 두어 평가를 하 다.

  자처방  송신  체조제 내역 수신을 한 의료기 용 S/W와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약국용 S/W와의 연동시험 평가결과는 

아래 <表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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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4〉 醫療機關 現場 評價 結果

분류 세부기능(편의성) 구분1) 평가2)

계시스템 

속

계시스템 속 응용/ 계 4.13

의사 고유 인증 사용 응용/ 계 4.43

처방  작성

처방  작성 응용 4.13

처방  장(PC에 환자별 구축) 응용 4.29

진료비 심사청구용 D/B와 연계 응용 4.67

처방의약품 보험약가 제시 응용 3.86

처방  수정 작성 응용 3.88

처방  최종 확인‧검토 응용 4.13

처방  인쇄 응용 4.20

수신약국 선택 수신약국 지정 응용/ 계 3.88

처방  송신

수신약국 지정송신 응용/ 계 4.50

수신약국 미지정 송신 응용/ 계 4.13

동일 처방  재발송(재사용) 불가 응용/ 계 4.38

체조제  

수신
체조제  수신 응용/ 계 3.43

처방  취소
송신 처방  취소(약국 수신 이 ) 응용/ 계 4.17

송신 처방  취소 불가능(약국 수신 이후) 응용/ 계 4.50

처방  상태 

확인
발송 처방  상태확인 응용/ 계 3.63

송수신 

내역 리
송수신 내역 리 응용/ 계 3.43

註ː 1) 응용은 “의료기 용 S/W”, 계는 “ 자처방 달 계시스템” 

     2) 매우 좋다 5, 매우 나쁘다 1 

  계시스템에 속하고, 의사 고유의 인증을 사용하여 처방 을 송

수신하는 기능의 편의성에 해서는 ‘좋다’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 

고속통신망 ADSL을 이용한 계시스템 속뿐만 아니라, 기존 

화회선을 사용한 속 모두 원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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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 용 로그램에서 처방 을 작성하는 과정은 의사가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로그램을 커다란 변동없이 그 로 사용하기 때

문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처방 이 PC에 환자별

로 구축 장되고, 진료비 심사청구용 D/B와의 연계성 등은 매우 좋

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의료보험 EDI청구와의 연계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처방의약품 보험약가 제시  처방  수정

작성은 약간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처방  작성과 함께 처방의약품

의 보험약가가 제시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처방 의 수정작성시 처

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기존 작성내용을 일부 다시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 되었다. 자처방 의 최종 

확인‧검토, 종이처방  인쇄기능 등에 한 편의성은 ‘좋다’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종이처방  인쇄기능은 처방  양식의 표 화와 함

께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작성된 처방 을 인증키로 암호화해서 약국에 송하는데 있어, 수

신약국을 지정하여 송신하는 경우(약국 지정 방식)  지정하지 않고 

송신하는 경우(약국 미지정 방식) 모두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

나, 약조제를 한 수신약국 선택 방법의 다양화(지역별 검색, 약국

명 검색, 단골약국 자동 검색 등)가 필요한 것으로 지 되었다. 발송

된 처방 의 취소에 있어서 약국 수신 이 에 취소나, 약국 수신 이

후에 취소 불가능 등이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약국에서 체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조제의 통보  

체조제 내역 수신의 편의성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아, 체조제통

보의 자동수신 기능 는 원처방내역과 체조제내역과의 편리한 비

교 등 앞으로 좀 더 보완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지 되었다. 발송된 

처방 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은 계시스템과의 코드 인식 차이 등 

약간 불안정 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완이 필요했으며, 자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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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송수신 내역 리도 다양한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을 높여야 하며, 처방  발 시간이 단 로 세분화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 이 있었다.

  의약분업 시행과 련하여 의사가 이미 발송한 처방 의 오류를 발

견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와 환자에게 통보하기 한 기 의 

마련 는 약사의 수정 문의시 약사와 의사가 편리하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기 의 마련을 해 채  등 메시지 달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 되었으며, 환자의 조제포기 방  약조제 신청 후 부

도 방을 한 지불보장 기능의 추가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지

되었다. 

   나. 약국 장시험 결과

  반 으로 약국용 로그램에서 계시스템에 속하여 자처방

을 수신하고 체조제를 통보하는 기본 기능은 원활하게 수행되었

으며,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는 사용자(약사) 측면에서의 편의성에 

을 두어 평가를 하 다.

  평가결과는 <表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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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5〉 藥局 現場 評價 結果

분류 세부기능(편의성) 구분1) 평가2)

계시스템 속
계시스템 속 응용/ 계 3.93

약사 고유 인증 사용 응용/ 계 4.13

처방  수신

수신지정 처방  수신 계/응용 3.81

환자정보 이용 처방  수신(미지

정수신)
계/응용 3.80

약조제 편의성 계/응용 4.06

조제내역서 인쇄 응용 3.30

처방  조제 완료통보 계/응용 -

처방  반송 통보 계/응용 -

체조제  작성

체조제  작성 응용 3.88

체조제  장(PC에 환자별로 

구축)
응용 3.80

체조제  송신 체조제  송신 응용/ 계 3.83

부가서비스
약의 부작용/상호작용 정보 응용 3.67

진료비 심사청구용 D/B와 연계 응용 3.69

송수신 내역 리 송수신 내역 리 응용/ 계 3.07

註ː 1) 응용은 “약국용 S/W”, 계는 “ 자처방 달 계시스템” 

     2) 매우 좋다 5, 매우 나쁘다 1 

  계시스템에 속하고, 약사 고유의 인증을 사용하여 처방 을 송

수신하는 기능의 편의성에 해서는 ‘좋다’ 이상의 평가를 얻었으며, 

고속통신망 ADSL을 이용한 계시스템 속뿐만 아니라, 기존 

화회선을 사용한 속 모두 원활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존 화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속 후 해제되는 오류가 발견되기도 해 개선

이 필요하다는 지 이 있었다. 

  의료기 으로부터 자 처방 을 수신하는 것은 원활하게 이루어졌

으나 수신 방법(자동수신 등) 등에 있어서는 좀더 보완이 필요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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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되었으며, 약국 지정 처방  수신과 미지정 처방  수신이 그

런데로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통한 약조제의 편의성

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료기 에서 약조제를 한 약국 지

정송신에 의해 약국에 처방 이 자동수신 되는 경우 신규 처방 이 

도착할 때마다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보음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 되었다. 

  약국에서 체조제시 체조제 의 작성, 장  체조제 의 송

신 등도 그런 로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약사가 기존에 익숙하

게 사용하던 로그램을 변동 없이 그 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조제

의 작성  장 등의 사용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약의 부작용 는 상호작용 정보 제공  진료비 심사청구용 D/B

와의 연계성 등의 부가서비스도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약의 

부작용 는 상호작용 정보는 일부 로그램에서 아직 서비스되지 않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계시스템 장시험 결과

  약국과 의원간의 자처방  계에 따른 보안  안정성 부문 등

에 한  평가결과는 다음 <表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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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6〉 中繼시스템 現場 評價 結果

분류 세부기능 구분 평가
1)

 가입자 등록

가입신청 운용 리/ 계 -

가입확인 운용 리/ 계 -

가입신청 취소 운용 리/ 계 -

 인증서 발
인증서 발  요청 응용/CA -

인증서 취소 요청 응용/CA -

 가입자 인증 가입자 로그인시 인증 운용 리 4.5

 사용내역조회
문서 송수신 목록조회 운용 리/ 계 4.0

문서 송수신 내역 조회 운용 리/ 계 4.0

시스템 보안

시스템의 방화벽내 운용 계/CA 4.0

CA시스템의 운용체계 완벽성 계/CA 4.5

내부자의 시스템 침투 가능성 방지 운용 리/CA 4.0

의사의 고유 인증 사용 계/CA 4.5

약사의 고유 인증 사용 계/CA 4.5

국가공인인증기 의 자서명 인증 CA 1.0

처방  내용의 조불가성(unforgeable) CA 4.5

서명자 인증(user authentification) CA 4.5

처방  내용의 부인방지(non-repudiation) CA 4.5

처방  내용의 변경불가(unalterable) CA 4.5

처방  서명의 재사용 불가(non-reusable) CA 4.5

시스템 안정성

 활용성

시스템에 한 monitoring 체계 운용 리/ 계 4.0

시스템 교란에 비한 24시간 운용체계 운용 리/ 계 4.0

이 시스템의 entry에 한 기술  는 

기타 제약조건의 배제성
계 4.0

시스템의 국 표 화 편의성 계 4.0

자처방 의 발송 계/응용 4.5

조제완료 확인 계/응용 3.6

체조제 통보 수신 계/응용 3.4

자처방 의 수신 계/응용 3.8

체조제 통보 계/응용 3.8

註ː 1) 매우 좋다 5, 매우 나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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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처방 달시스템의 사용 권한은 의사  약사만이 가져야 하므

로 시스템의 사용을 한 가입 신청시 의사  약사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 하는 과정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 시스템 가입 의사 

 약사의 로그인시 인증 사용에 따른 보안  편의성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계시스템에서의 사용내역조회도 편리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시스템의 보안부문은 반 으로 만족할 만한 수 인 것으로 평가

되었는데, 시스템은 방화벽내에서 운용되었으며, PKI(Public Key 

Infrastructure)기반의 보안시스템을 용함으로서, 처방  내용의 조

불가성, 서명자 인증, 처방  내용의 부인방지, 변경불가, 처방  서명

의 재사용 불가 등 자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든 갖춘 시스템

으로 평가받았다. 한국통신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보안시스

템을 용함에 따라 국가 공인인증기 의 자서명 인증과 동일한 보

안효력을 갖는 시스템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국통신의 보안시스

템은 자처방 이 법 인 효력을 갖기 한 요건인 국가 공인인증기

의 자서명 인증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

로 지 되었다. 

  시스템의 안정성  활용성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시

스템에 한 모니터링 체계가 제 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시스템 

교란에 비한 24시간 운용체계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처방 달시스템이 의료기   약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로그램들과 기술 으로 연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 표 화에 따른 편의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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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次 評價를 통한 시스템의 問題點  改善事

가. 시스템 련 문제   개선

  1차 평가를 통하여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과 련하여 지 된 문

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 에서 약조제를 한 약국지정시 약국 검색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 이 있었으며, 약국명을 이용한 검색뿐만 아

니라, 지역별 검색이나 단골약국 자동 검색 등의 방법 등이 추가 보

완되었다.

  둘째, 의사가 발송한 처방  상태 확인의 보완으로서, 처방 이 약

국에서 수신 이 인지, 조제 인지, 조제가 완료되었는지에 한 상태

확인이 명확하게 되도록 보완이 되었다.

  셋째, 처방  발 시 발 시각 상세화가 필요한데, 과거 발 시간이 

시간단 로 되어있는 것을 단 로 변경하여 처방  내역조회의 편

의성을 제고하 다.

  넷째, 약사가 체조제하여 그 내역을 의사에게 통보하면 의사가 

원처방과 체조제내역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방법의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 이 있어 의료기 용 S/W 업체의 개선이 필요

하다.

  다섯째, 의사의 처방시 약의 상호작용  부작용 정보 제공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환자의 조제포기  약조제 신청 후 약부도를 막기 

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환자가 약조제를 신청하고도 본인이 지

정한 약국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약국에서는 조제해 놓은 약을 폐기

해야 하므로 막 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약조제시 신청한 약

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불보장 시스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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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응용 S/W 사용환경의 다양성에 한 면 한 고려가 필요하

다. 의료기   약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S/W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양, S/W버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 발생 가능성

에 비할 필요가 있다.

나. 제도 련 문제   개선

  첫째, 처방  발행번호 리체계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 되었

는데, 본 시스템에서는 각 S/W간에 처방  발행번호 부여 기 , 수정 

발행  재발행시 발행 번호 부여 기  등에 한 명확한 기 을 제

시하고 있다.

  둘째, 처방약품의 코드 표   리가 필요하다는 지 이 있었다.  

특히 비 여 약품에 해서는 공인된 코드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이

에 한 코드 표 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체조제 처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 에 따라, 본 시

스템에서는 체조제 통보서 표 양식  통보방법에 한 규정을 만

들어 사용하고 있다.

  넷째, 처방  양식에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

다. 산재보험의 경우 투약기간이,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번호의 기재

가 필요한데 처방 에는 재 해당항목이 없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당 시스템에서는 자처방  송‧수신시 해당항목의 

락 없이 송되도록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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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節  經濟性 評價: 費用‧便益分析

  1. 評價目的

  본 에서는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 한 2차 평가와 분석결과

를 다음과 같은 목 하에 제시할 것이다. 첫째, 자처방 달시스템 

사용자(의료기 , 약국  환자)가 사용상 얻을 수 있는 편의성, 경제

성, 만족도 등의 황 악  평가와 둘째, 시스템 구축시 의료기 , 

환자, 의료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순편익 그리고 사회 체 으로 얻

을 수 있는 사회  순편익을 추계할 것이다.

  2. 評價日程

가. 환자 평가

 ○ 평가환경 조성: 2000. 12. 18～12. 20

 ○ 평가 일정: 2000. 12. 21～12. 23(3일간)

 ○ 평가 장소

    — 서울 앙병원(지정 방식 시스템)

    — 인천 길의료원(미지정 방식 시스템)

나. 의료기 과 약국 평가

  ○ 평가 일정: 2000. 12. 26～12. 27(2일간)

  ○ 평가 장소

     — 서울 앙병원과 인근 약국

     — 인천 길의료원과 인근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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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評價 象  評價 目

가. 환자평가 

  1) 조사 상 규모

  지정방식 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는 서울 앙병원 이용 환자 300

명과 미지정방식 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는 인천 길의료원 이용 환자 

250명씩 총 550명에 하여 면   화조사를 실시하 다.

  2) 조사방법  내용

가) 면 조사(12. 21일)

  1일간(2000. 12. 21) 서울 앙병원  인천 길의료원에서 처방 이 

발행되는 장소에 안내문과 책상을 마련하고 훈련된 조사원이 화조

사  특성별 분류를 한 기본 인 사항을 조사하며, 이에 응해  

조사자에 해 사은품(2000원 상당의 화카드)을 증정하여 사후 조사

시 응답자가 극 으로 정확한 응답을 하도록 경제  유인을 제공하

다. 지 면 조사 내용은 성, 연령, 연락처, 지역(구‧동), 기록시간 

등을 조사하되 각 특성의 인구계층이 균등히 분포되도록 면 자를 선

정하 다. 

나) 화조사(12. 22, 23일)

  2일간(12. 22, 23일)에 걸쳐 면 조사에서 사  선정된 조사 상자에

게 화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상의 소요시간 련, 이용상의 비용 

련, 이용상의 편의성 련, 만족도 련 문항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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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  평가 

  의료기 에 해서는 자처방 달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하여 

처방  련 비용과 편익사항을 조사하 다. 증 되는 비용과 련해

서는 고정비용으로서 기 투자비용(추가장비  시설비, 업무 개발 

 보완을 한 인건비, 기타 비용 등)과 월간 변동비용(인터넷 회선

료, 자처방  달 수수료, 월간 정비 보수료 등) 등을 조사하 다. 

감소되는 비용 악을 해서는 처방  련사항(월평균 처방  용지

비용, 린터 토  등 유지 리비 등)을 조사하 다.

다. 약국 평가 

  약국에 해서는 자처방 달시스템의 경제성 평가를 하여 처방

 련 비용  편익을 조사하 다. 증 되는 비용과 련해서는 고

정비용으로서 기 투자비용(추가장비  시설비, 업무 개발  보완

을 한 인건비, 기타 비용 등)과 월간 변동비용(인터넷 회선료, 자

처방  달 수수료, 월간 정비 보수료 등) 등을 조사하 다.

  감소되는 비용의 추산을 해서는 입력요원 련 사항으로 자료입

력 요원 수, 자료 입력 요원의 월 여, 자료 입력 요원의 처방  련 

업무와 기타 업무와의 비율 등을 조사하 다. 의료보험 청구 련 사

항으로 월간 EDI 청구건수,  청구 액,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으

로 인한 청구기각 감소율, 재청구시 환 받는 비율 등을 조사하 다.

  4. 醫療機關  藥局의 經濟性 分析 方法  結果

가. 비용의 산정방법

  의료기   약국에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도입하고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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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비용을 크게 기투자비용(고정비용)과 월간 

변동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表 5-7 참조).

〈表 5-7〉 投入費用의 算定方法

구 분 산정 방법

기

투자비용

(고정비용)

추가장비  시설 소요비용 설문결과

업무개발 

 

보완비용

내부

인건비

총투여인력 설문조사 결과 평균(Man‧Day)

총인건비
1999년도 병원표 화심사 자료(1,703천원/월)

×8.53%(평균 임 상승률)

외부

인건비

총투여인력 설문조사 결과 평균(Man‧Day)

총인건비 2000년 S/W기술자 노임단가(97,571원/일)

소계 총인건비 내부  외부 인건비의 합

기타 소요비용 설문결과

소계

기 투자비용 총액
추가장비  시설 투자비, 업무개발  보완

비용, 기타 비용 총합계

감가상각비 소요비용÷48(4년 정액상각)

이자비용 소요비용×0.0813÷12

월간비용 감가상각비＋이자비용

처방‧조제건당비용 월간비용÷월간처방‧조제건수

월간

변동비용

인터넷 회선료 조사결과

월간 정비보수료 조사결과

월간비용 인터넷 회선료  정비보수료 합

자처방  달수수료(건당) 조사결과

처방‧조제건당비용
(월간비용 합÷월간처방‧조제건수)

＋ 자처방  달수수료

처방‧조제건당 투입비용 합계
기 투자비용의 처방‧조제건당 비용과 월간 

변동비용의 처방‧조제건당 비용의 합

  1) 기 투자비용

  원외 자처방 달 시스템의 구축을 해서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

어 측면에서 기 투자해야 할 비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 투자비

용 항목은 추가 장비  시설구입 비용, 업무개발 비용, S/W 도입비

용 등인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 으며, 각 투입된 비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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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기회비용을 산출하여 추가비용으로 산정하 다. 

  첫째, 의료기 에서 원외 자처방 달 시스템 구축을 하여 추가

된 장비  시설 구입 비용으로, 실제 조사된 투입비용을 기 으로 

산정 하 으며, 기존의 장비  시설 이용시 기 투자비용은 없는 

것으로 했다.

  둘째, 업무개발을 한 내‧외부 인건비로서 내부 인건비는 99년도 

병원 표 화 심사자료상의 사무기능직 월평균 임 에 ’95～’98년간 평

균 임 상승률 8.53%10)를 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월 평균임 을 

용하고, 외부인건비는 한국소 트웨어산업 회의『2000년도 S/W기

술자 임  실태조사』결과의 기술자 1인당 1일 평균임 을 용

하여 투입된 인건비를 Man‧Day 기 으로 산정하 다.

  셋째, S/W 도입비용 등 기타 비용으로 실제 조사된 투입 비용을 기

으로 산정하 다.

  이러한 기 투자비용은 기에 일시 으로 투자되며 그 효과는 일

정기간 이상 지속되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이를 체하는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분석을 하여 기 투자비용의 효과는 4년간 지속되

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비용을 4년간 정액상각하여 연간비용을 추계

하 다. 월 기  부담액은 연간비용을 12개월로 나 어 구하 다. 한

편, 이 투자는 자 을 조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 을 조달하는 

데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으로 자 조달비용은 이자율로 

표할 수 있으므로, 2000년 12월말 기  3년만기 회사채 평균수익률

인 8.13%를 고려하 다. 

  이 게 추산된 월 기  부담액을 월간 처방  발행건수 는 월간 

처방 조제건수로 나 어 처방‧조제 건당 비용으로 환산하 다. 

10) {1,148,122원(’98년 월 평균 임 )÷827,625원(’94년 월 평균임 )}1/4－1＝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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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간 변동비용

  의료기   약국의 월간 비용은 월간 인터넷 회선료와 자처방

달 수수료, 월간 정비보수료로 구분하여 산정하 다. 월간 인터넷 회

선료는 Web-EDI 청구 등의 목 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순수한 자처

방 달을 해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 어 조사결과를 기 으로 산정

하 고, 자처방 달 수수료는 자처방  송‧수신에 따라 지불하는 

수수료를 기 으로 산정하 으며, 월간 정비보수료는 자처방 달을 

한 PC  Client Application 유지비로서 조사 결과를 기 으로 하 다. 

나. 편익의 산정방법

  의료기   약국에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익

을 업무 변화에 따른 인건비 감소(보험 원청구 인력 감소와 재청구 

인력 감소), 리비용 감소(용지비, 리비 등)를 통해 산정하 다.

  1) 보험 원청구  재청구 인력 감소  융이득(약국의 경우)

  약국에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통

해 감되는 비용( 는 수익 증가) 항목은 EDI 청구를 한 입력요원 

인건비 약, 보험 청구 기각률 감소에 따른 재입력 인건비 약  

융 이득으로 나 어 산정하 다. 

  첫째, 처방조제 건당 입력요원의 인건비 약분은 자료입력요원의 

처방  련 업무시간과 기타업무(수납 등)시간과의 비율과 자료 입

력 요원 수  월평균 여를 곱하여 구한 처방정보 입력비를 월평균 

처방조제건수로 나 어 산출한다.

  둘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은 약국에서의 처방정보 입력오류

를 감소시킴으로써 건강보험 EDI 청구 기각률을 하게 낮추게 된

다. 따라서 처방조제건당 재입력 인건비 약분은, 재청구를 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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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인건비 감소분을 월평균 처방조제건수로 나 어 산출한다.

 셋째, 건강보험 청구 기각률 감소에 따른 처방조제건당 융이득은 

청구 기각 감소 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얻게되는 융이득을 월평균 

처방조제건수로 나 어 산출한다. 발생편익에 한 자세한 내역과 산

정방법은 <表 5-8>에 제시하 다.

  2) 리비용의 감소(의료기 의 경우)

  의료기 에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얻게되는 효과

는 처방  발행에 따른 비용의 감이다. 자서명된 자처방 이 

법  효력을 갖게 되면, 행 약국제출용과 환자용의 2장에서 약국제

출용 1장은 자처방 으로 체될 수 있으므로, 처방건당 리비용

감분은 월간 처방  용지비  린터 토  등  유지 리비 합의 

반을 월평균 처방 수로 나 어 산출하 다. 리비용의 감소와 

련된 발생편익에 한 자세한 내역과 산정방법은 <表 5-8>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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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8〉 發生便益의 算定方法

구 분 산정 방법

약국의 

비용 감 

 

수익증가

입력요원 

인건비 

약

자료입력요원의 처방  련 

업무 시간과 

기타업무(수납)시간 비율

조사결과(A)

자료입력요원 수 조사결과(B)

자료입력요원 월 여 조사결과(C)

처방정보 입력비 =A×B×C

처방조제건당 입력 인건비 

약
처방정보 입력비÷월평균 처방조제건수

보 험 청 구 

기각률 감

소에 따른 

재청구 인

건비 약

월간 EDI 청구건수 조사결과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청구기각 감소율(%)
조사결과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청구기각 감소건수
월간 EDI 청구건수×청구기각 감소율

재입력 인건비 약 청구기각 감소건수×처방조제건당 인건비

처방조제건당 재청구 인건비 

약
재입력인건비 약÷월평균 처방‧조제건수

보 험 청 구 

기각률 감

소에 따른 

융이득

청구건당 평균 청구 액 조사결과

청구기각 감소 액
청구기각 감소건수×청구건당 평균 청구

액(①)

재청구시 환 받는 비율 조사결과(②)

재청구시 환 기일 조사결과(③)

융이득 ①×②×③×0.0813÷12

처방조제건당 융이득 융이득÷월평균 처방‧조제건수

처방조제건당 비용 감  수익증가 합계
처방조제건당 입력  재입력 인건비 약

과 처방조제‧건당 융이득의 합

의료기

의 

비용 감

처방  

발행  

비용 감

월간 처방  용지비 조사결과

월간 린터 토  등 유지 

리비
조사결과

소계 처방  용지비  유지 리비 합

처방건당 비용 감 합계 (소계/2)÷월평균 처방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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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성 분석 결과

  1) 약국의 경제성 평가

  2차 평가에 참여한 약국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이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약국 가운데서 10곳이 경제성 평가를 한 설문에 

응답하 다. 따라서 약국의 비용‧편익 분석은 응답에 참여한 약국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表 5-9 참조). 

  약국의 경우 기존 약국용 S/W를 그 로 활용하기 때문에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투입되는 고정비용이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조사 상 약국의 월평균 처방조제건수 5,610건을 바탕으로 

처방조제 건당으로 환산했을 때, 약 0.7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

었다. 월간 변동비용에 있어서는 인터넷 회선료  월간 정비 보수료

가 처방조제 건당으로 환산했을 때, 약 6.04원 소요되었으며, 자처방

달에 따른 수수료로서 처방조제 건당 평균 22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약국에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

축에 따라 투입되는 총비용은 처방조제 건당 226.77원으로 추산되었다. 

  약국의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경제  편익은 건

강보험 청구를 한 입력  재입력 인건비 약이 처방조제 건당 약 

378.82원(처방‧조제 건당 입력 인건비 약분 312.25원＋재청구 인건

비 약분 66.57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융이득이 처방조제 건당 

41.07원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약국에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되는 비용  증 되는 수익은 처방조제 건당 

419.89원으로 추산되었다.

  결국, 약국에서는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처방조

제 건당 193.12원의 비용 감  수익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당 조사에 참여한 약국당 월 평균 108만 3천원 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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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의 년간 처방조제 건수가 

299백만건11)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체 약국 입장에서는 년간 약 

577억원12)의 순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2000년 9

월말 재 약국수가 19,109개소임을 감안할 때, 약국 1곳 당 평균 301

만 7천원 가량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량화된 

경제  편익 이외에도 이용 환자에 한 개선된 서비스 제공(조제 

기시간 감소, 조제여부 사후 모니터링 등)  약화사고 가능성 방지 

등 비계량  편익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表 5-9〉 藥局의 費用‧便益 分析

구  분 원 비 고

투입

비용

기

투자비용

(고정비용)

추가장비  시설 소요비용 51,100

업무개발 

 

보완비용

내부

인건비

총투여인력 0

총인건비 0

외부

인건비

총투여인력 1

총인건비 97,571

소계 월간비용 97,571

기타 소요비용 0

소계

기 투자비용 총액 148,671

감가상각비 3,097 4년 정액상각

이자비용 1,007 이자율 8.13%
2)

월간비용 4,104

처방‧조제건당비용 0.73
1)

월간

변동비용

인터넷 회선료 27,900

월간 정비보수료 6,000

월간비용 33,900

자처방  달수수료 220 설문결과 평균

처방‧조제건당비용 226.04
1)

처방‧조제건당 투입비용 합계 226.77

11) 24,881천건(2000. 11. 약국 청구건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개월＝298,572천건

12) 298,572천건×193.12원＝57,660,22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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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5-9〉 계속

구  분 원/월 비 고

약국의 

비용

감  

수익증

가

입력요원 

인건비 약

자료입력요원의 처방  련 업무 

시간과 기타업무(수납)시간 비율
70% A

자료입력요원 수 2.6 B

자료입력요원 월 여 962,500 C

처방정보 입력비(월) 1,751,750 A×B×C

처방‧조제건당 입력 인건비 약 312.25
1)

보험청구 기

각률 감소에 

따른 재청구 

인건비 약

월간 EDI 청구건수 4,273건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청구기각 감소율(%)
28%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청구기각 감소건수(월)
1,196건

재입력 인건비 약(월) 373,451

처방‧조제건당 재청구 인건비 약 66.57
1)

보험청구 기

각률 감소에 

따른 융이

득

청구건당 평균 청구 액 54,060

청구기각 감소 액(월) 64,655,760

재청구시 환 받는 비율 80%

재청구시 환 기일 20일

융이득 230,423 이자율 8.13%2)

처방‧조제건당 융이득 41.07
1)

처방‧조제건당 비용 감  수익증가 합계 419.89

처방‧조제건당(비용 감  수익증가－투입비용) 193.12

註ː 1) 조사 상 약국의 월평균 처방‧조제건수: 5,610건

     2)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2000년 12월말 기 ,  한국은행

   2) 의료기 의 경제성 평가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의료기   

2차 평가에 참여한 의료기 인 서울 앙병원과 인천 길의료원을 상

으로 경제성 평가를 한 설문조사를 하 다. 따라서 의료기 의 비용‧

편익 분석은 두 기 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表 5-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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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 의 경우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과 련하여 새로이 

투입되는 PC  네트워크 비용 등과 산 련 내부 인력 투입 등의 

고정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처방건당으로 환산했을 때, 약 2.59원이 소

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과 련한 부

분의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약국과 마찬가지로 의료기

에서 부담하는 고정비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변동비용에 

있어서도 인터넷 회선료  자처방  달에 따른 수수료, 월간 정

비 보수료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기 에서 원

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을 해 투입되는 총비용은 처방 건당 

2.59원으로 추산되었다. 

  의료기 에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경제  편익

은 처방  발행에 따른 비용 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서명

된 자처방 이 법  효력을 갖게 되면, 행 약국제출용 1장이 

자처방 으로 체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처방  용지  출력에 따

른 리비용을 반으로 일 수 있다. 의료기 에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되는 비용은 처방건당 14.70원으로 추산

되었다. 

  따라서 감비용에서 투입비용을 차감하 을 때, 의료기 에서는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처방조제 건당 12.11원의 비

용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 조사에 참여한 의료

기 의 경우 의료기  당 월 평균 56만원 가량의 순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11월 약국 청구건수(2488만 1천건, 건강보

험심사평가원)를 바탕으로 환산한 년간 처방 건수가 2억 9900만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체 의료기  입장에서는 연간 약 36억원13)

의 순편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량화된 

13) 298,572천건×12.11원＝3,615,70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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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익 이외에도 이용 환자에 해 조제여부 사후 모니터링 등

의 개선된 서비스 제공과 약화사고 가능성 방지 등 비계량  편익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表 5-10〉 醫療機關의 費用‧便益 分析

구 분 원 비 고

투입

비용

기

투자비용

(고정비용)

추가장비  시설 소요비용 1,250,000

업무개발 

 

보완비용

내부

인건비

총투여인력 41.88

총인건비 3,095,770 1,848천원/월2) 

외부

인건비

총투여인력 0

총인건비 0

소계 월간비용 3,095,770

기타 소요비용 0

소계

기 투자비용 총액 4,345,770

감가상각비 90,537

이자비용 29,443

월간비용 119,980

처방건당비용 2.59
1)

월간

변동비용

인터넷 회선료 0

월간 정비보수료 0

월간비용 0

자처방  달수수료 0

처방건당비용 0

처방건당 투입비용 합계 2.59

의료기

의 

비용 감

처방  

발행  

비용 감

월간 처방  용지비 635,000

월간 린터 토  등 유지 리비 725,000

소계 1,360,000

처방건당 비용 감 합계 14.70
1)

처방건당(비용 감－투입비용) 12.11

註ː1) 조사 상 의료기 의 월평균 처방건수: 46,250건

    2) 1,703천원(99년 병원표 화 심사자료)×1.08527(’95～’98년평균 임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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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醫療利用  評價 結果

가. 분석 상

  인천 길의료원  서울 앙병원을 이용한 환자에 한 조사 완료

자는 길의료원 229명, 앙병원 293명 등 총 522명이었다. 조사완료자

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아래 <表 5-11>과 같다.

〈表 5-11〉 調査 完了  分

구 분
서울 앙병원 인천 길의료원

남 여 계(비율) 남 여 계(비율)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

19

27

30

32

29

29

38

34

35

49(16.7)

48(16.4)

65(22.2)

64(21.8)

67(22.9)

16

15

15

16

18

24

46

31

24

24

40(17.5)

61(26.6)

46(20.1)

40(17.5)

42(18.3)

계(비율) 128(43.7) 165(56.3) 293(100.0) 80(34.9) 149(65.1) 229(100.0)

나. 분석 결과

 서울 앙병원의 경우는 지정방식 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다. 따라

서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지정하여 자처방 을 미리 송해 놓고 

약국을 방문하여 조제된 약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정방식 

시스템의 경우 환자가 약국에 방문하기 이 에 처방 이 송되기 때

문에 약조제가 가능하여 조제 기시간을 폭 감소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본 평가에 참여한 약국들은 재 약조

제 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환자들이 약국을 지정

하여 자처방 을 송하고도 지정 약국을 방문하지 않는 사례가 있

어서 사 에 조제해 놓은 약품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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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식 시스템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고 미지정 방식 시

스템과 유사한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다.

  지정방식 시스템과 종이처방 에 의한 일반 인 처방 조제 방법

(Non-system)과의 탐색약국수, 약국탐색시간, 탐색비용, 조제 기시간, 

만족도 등을 비교하기 해서는 처방 이 집 되는 문 약국보다는 

처방 이 분산된 동네약국 등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왜

냐하면, 문 약국에 처방 이 몰릴 경우에는 기행렬(queue)이 발생

하여 조제 기시간이 증가하고 약국탐색시간이 감소하는 상이 발

생하기 때문이다. 

  지정방식 시스템과 Non-system과의 비교를 통해 자처방 달시스

템의 효과를 보면(表 5-12 참조), 

  첫째, 탐색 약국수는 평균 0.77곳을 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약국탐색시간은 평균 12.90분을 약할 수 있었고, 그 비용도 

2,494원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제 기 시간은 평균 7.4분을 약할 수 있고, 

  넷째, 처방  조제 방식에 한 만족도는 지정방식 시스템 이용자

의 경우는 보통 이상의 정 인 평가를 한 반면, Non-system 이용환

자의 경우는 불만족한 것으로 평가를 하 다.

〈表 5-12〉 서울 中央病院(指定 方式 시스템) 分析 結果

지정방식 시스템 Non-system
효과

(B-A)문  약국
동네약국 등

(A)
문 약국

동네약국등

(B)

탐색 약국 수(곳)

약국 탐색 시간(분)

약국 탐색 비용(원)

조제 기 시간(분)

만족도
1)

1.00

6.91

1,300

15.37

3.24

1.00

11.31

1,150

6.91

3.42

1.80

7.10

1,500

16.1

1.7

1.77

24.21

3,644

14.34

2.44

0.77

12.90

2,494

7.43

0.98

註: 1) 5  리커드 척도 활용(5  매우 만족함, 3  보통, 1  매우 불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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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길의료원의 경우 미지정방식 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다. 따라

서 환자가 약국에 도착하여 처방 을 제시하면 약국에서는 환자의 주

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환자의 처방정보를 계시스템으로부터 자동 

수신받기 때문에 환자의 처방정보 체를 입력하는 시간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길의료원의 경우는 시스템이 운 되고 있는 약국이 부분 문 에 

집 되어 있는 계로 탐색 약국수, 약국 탐색시간  비용 등의 수

치를 비교하여 효과를 평가하는데 많은 제약 이 있다. 따라서 조제

기시간을 주로 미지정방식 시스템과 Non-system의 효과를 비교하

면(表 5-13 참조),

  첫째, 약국에 한 인터뷰 조사결과 미지정 시스템에 의한 처방

달 시스템의 경우 평균 15～18분 가량의 수시간을 일 수 있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자에 한 조사에 있어서도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평균 19분 정도의 시간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 약국에 처방 이 몰린다는 제약 에도 불구하고, 미지정

방식 시스템 이용 환자의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조제 기시간을 

18분 가량을 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5-13〉 仁川 吉醫療院(未指定 方式 시스템) 分析 結果

구  분
미지정 방식 

시스템(A)
Non-system(B) 효과(B-A)

탐색 약국 수(곳)

약국 탐색 시간(분)

약국 탐색 비용(원)

조제 기시간(분)

만족도
1)

1.1

3.65

0

17.26

2.07

1.4

30.45

1,375

35.37

2.00

0.3

26.80

1,375

18.11

0.07

과거 비 약국 기시간 변동 정도(분) -19.08 -

註: 1) 5  리커드 척도 활용(5  매우 만족함, 3  보통, 1  매우 불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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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경제  효과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경제  효과를 산

출하기 하여 지정 방식 시스템으로 인한 효과를 이용하 으며, 특

히 처방 이 집 되는 문 약국의 경우 기행렬(queue)이 발생하여 

조제 기시간이 증가하고 약국탐색시간이 감소하는 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네약국 등 처방 이 분산된 약국간 비교를 통하여 사회‧경

제  효과를 측정하 다(表 5-14 참조).

〈表 5-14〉 院外 電子處方傳達시스템의 經濟的 效果

구   분 효 과 비 고

처방‧조제건당 약국 탐색  조제 기시간

약분
20.33분

약국탐색시간 약: 12.90분

조제 기시간 약: 7.43분

약국탐색비용 약분 2,494원

년간 처방‧조제건수 298,572천건
1)

년간 약국탐색  조제 기시간 약분 101,166천시간 =20.33분×298,572천건÷60분

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 6,804원
2)

약국 탐색  조제 기시간 약으로 인한

사회  순이익
688,333백만원 =6,804원×101,166천시간

약국탐색비용 약으로 인한 사회  순이익 744,639백만원 =2,494원×298,572천건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사회  순이익
1,432,972백만원

註ː1) 24,881천건(2000년 11월 약국 청구건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개월 

    2) 1,148,122(’98년 월간 평균임 , 통계청)×(1.08527)
2
(’95～’98 평균 임 상승률)÷45.9

(주평균 근무시간, 통계청)÷4.33주 

  우리 나라의 2000년 11월 약국 청구건수(24,881천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를 바탕으로 환산한 년간 처방‧조제 건수가 2억 9900만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약

국 탐색  조제 기시간 약분은 연간 1억 116만 시간에 이른다. 

’98년 재 근로자의 월 평균임 은 1,148,122원으로서, ’95～’98년간 

평균 임 상승률 8.53%을 용하여 추산한 2000년도 근로자의 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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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임 은 1,352,271원14)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2000년도 근로

자의 시간당 평균임  6,804원15)을 이용하여 원외 자처방 달시스

템의 도입으로 인한 시간 약분 즉, 기회비용의 감분을 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68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약국탐색 

비용 약으로 인한 사회  순이익은 년간 74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이용자(환자) 

련 사회‧경제  편익은 1조 43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국민 1인당 30,312원16)에 해당하는 것이다.  

  6. 全體 社 的 便益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공 자(의료기   

약국) 련 순편익은 약국의 경우, 577억원, 의료기 의 경우 36억원

으로 총 610억원에 이른다. 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으

로 인한 의료이용자(환자) 련 순편익은 1조 4300억원에 이르고 있

어, 의료이용자(환자)  의료공 자(의료기   약국)의 순편익을 감

안한 체 인 사회  순편익은 약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악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시 계량 으

로 환산되지 않은 만족도의 증가,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조제 포기시

( 는 투약연기시) 건강악화 방지, 정보화 진에 따른 외부경제효과

(external economy effects) 증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고려할 때, 

사회  순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된다.

14) 1,148,122원(’98년 월 평균임 )×(1.08527)2＝1,352,271원 

15) 1,148,122원(’98년 월간 평균임 , 통계청)×(1.08527)2(’95～’98 평균 임 상승률)

÷45.9(주평균 근무시간, 통계청)÷4.33주 ＝ 6,804원

16) 1,432,972백만원÷47,274,543명( 국 추계인구, 통계청, 2000)＝30,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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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7월부터 실시한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각각의 문 

역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문성 제고를 통해 약물 오‧

남용 방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 약제비 감소를 이룩하고자 하

는 제도이다. 이는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기능은 의사

가,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기능은 약사가 담

당하도록 하여 의사와 약사가 리 목 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목 을 

해  상호 조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의약분업은 의약제공체계 일치의 

의료 행에 익숙한 의료이용자  의료제공자가 쉽게 응하기에는 

상당한 불편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 을 노정하고 있다. 

  의료이용자는 의료기 과 약국 동시방문뿐 아니라 처방  발행 기

시간, 약국탐색시간  조제 기시간이 증 되고, 처방약을 찾아 약국

을 하고, 불편으로 조제를 미루다가 조제를 포기하는 등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기 은 종이처방 발행, 진료기록, 진료비청구자료 작성이라는 

삼 작업에 따라, 그리고 약국의 경우는 처방 자료의 재입력과 건강

보험청구심사자료 작성의 이 작업으로 인한 인건비  리비 부담

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약국은 처방빈도가 낮은 약에 해서는 약

을 미리 구비할 수 없어 고객확보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

게 된다. 의료기 과 약국의 경우는 공히 종이처방 이 수정되었을 

경우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른 불편  비용증가가 해당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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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료이용자, 의료기 , 약국이 모두 분업의 원칙에 배되는 편

법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바, 의료 란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한 

국민고통과 련 의료보험수가 인상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의

약분업이  제 로 정착되지 않고 정책  측면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의 문제 으로 두되고 있는 의료이용자

와 의료제공자의 불편 해소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지원하기 하여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이라는 하나의 안을 

제시하 다.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은 국을 상으로 의료기 과 

약국을 고속인터넷통신망으로 통합하여 의료기 에서 발생하는 처

방 에 한 리  약국에서의 처방조제를 한 신속한 정보교환을 

행하는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정보교류체계이다. 이를 통해서 의

료이용자는 조제 기시간  약국탐색시간과 련된 비용 감효과, 

처방  분실에 한 손쉬운 처, 처방내역에 따른 정확한 조제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이 을 얻을 수 있다. 의료기 은 처

방 발행과 리, 그리고 약국은 자료입력 비용 감소  조제 기시

간 감소로 인한 조제수입 증  등의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국민불편 황  문제 을 

악하고 의약분업제도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 한 심층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설계‧개발하 다. 

자처방 의 메시지 리, 표 서식, 자처방 달시스템과 의료기

과 약국의 시스템 연계 등 바람직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모형을 

개발하고 소 트웨어  네트워크 구성에 한 기술  구 에 해 

논하 다. 그리고 개인 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자처방 의 보안을 한 각종 시스템 보안 장치  안정  서비스

를 한 책들을 제안하고, 법률 검토를 통해 자문서의 일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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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처방 이 지니고 있는 법률  의미를 악하고, 종이처방 과 같은 

법  효력을 갖기 해 갖추어야 할 요건인 자서명에 해 자세히 

설명하 다. 

  이 게 개발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구축과 확 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서는 과연 이 시스템이 의료이용자, 의료기 , 약국에 

어떤 비용과 편익을 창출하며 이것이 사회 체로 보면 어느 정도의 

사회  순편익을 발생시키느냐를 분석‧ 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약분업과 련한 미증유의 의료 란이라는 난국에도 불

구하고 의료기 과 약국을 설득하여 2000년 6월과 12월에 2차례에 걸

쳐, 의료이용자, 의료기 , 약국을 상으로 자처방 달시스템의 편

리성, 유효성, 안정성, 보안성과 경제성에 한 장평가를 실시하고 

본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경제  가치를 평가하 다.  

평가결과,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공 자(의료

기   약국) 련 순편익은 약국의 경우 577억원, 의료기 의 경우 

36억원으로 총 610억원에 이르며, 의료이용자(환자) 련 순편익은 1

조 43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체 인 사회  순편익은 약 1조 5000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계량 으로 환산

되지 않은 만족도의 증가, 조제 포기시( 는 투약연기 시) 건강악화 

방지, 정보화 진에 따른 외부경제효과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그 효과

는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으로 의료이용자와 의료제공자의 편익 

 사회  순편익을 효과 으로  증 시키기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 자서명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등 자처방  

련법규에 한 해석이 모호하여 자처방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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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서명법에 의한 자서명시 자처방 을 인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종이처방 을 체할 수 있으나, ②에서는 환자에게 처방

을 2부 교부토록 하는 규정만 제시되고, 자서명법에 의한 방법으로 

자서명된 자처방  교부 시 종이처방 은 1부만 교부해도 되는지

에 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조항에 모호한 이 있다. 한편, 정부

에서는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가 들고 온 의사의 ‘수기처방 ’으로 

처방하여야 하며 이 처방 을 5년간 보 하여야 하고 인터넷으로 보

낸 처방 은 조나 해킹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사고나 사생활 침

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은 공식 인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자서명법에 의해 자서명된 자처방 의 지는 환자, 의료기

  약국의 불편 래  효율화를 해하는 것으로 보안기술이 발

달해 모든 분야에서 자서류를 법  문서로 인정하고 있는 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주

식거래가 체 주식거래의 40% 수 에 육박하고 있는 시 에서 자

처방 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이버 주식 거래를 한 뒤 별도로 

증권사에 찾아가 다시 서류를 작성하라는 것”과 같은 논리  모순이

라는 지 을 하고 있다. 자 상거래 과정에서의 보안문제는 그 자체

로 풀어야 하는 것으로 보안문제를 이유로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인정

한 자서명에 따른 자처방  발행 행 의 효력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공인 인증기 이 인증한 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서명 

는 기명날인으로 보도록 한 자서명법이 1999년 7월 1일부터 발효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자서명된 자처방 이 종이처방 을 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②에 자서명법에 의한 방법으로 자서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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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처방  교부 시 종이처방 은 1부만 교부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

다. 한 자처방  표 서식 등 필요 내역을 고시하고,  종이처방

의 경우도 ‧변조 방지 등 자처방 에 하는 최소한의 보안방법

을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개인 처방정보의 보안상 문제 을 

우려한다면 자서명법에 의해 고도기술로 암호화되어 자서명된 

자처방 이 무슨 이유로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를 밝히고 이

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 의사

가 자처방 을 사용하는 경우, 종이처방 의 수가와 동일한 정도의 

수가를 인정하도록 건강보험법 등 련 법규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둘째, 처방데이터 리 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를 들면, 각

계각층 문가로부터 처방데이터의 공공 리에 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처방 에 기록된 데이터를 정부가 수집하여 총 으로 

리할 필요가 있는 지 아니면 환자개인의 의사에 맡길 것인지 여부, 

그리고 개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 범 는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해야 한

다. 한 구체 으로 의료이용자의 동의 없을 시 상용목 으로 처방

데이터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의료이용자가 건강 리기 으로

부터 약력 리나 질병 리를 받을 목 으로 개인의 처방정보의 탁‧

리를 요청한 경우에도 여 히 보안상의 문제로 허용하지 않을 것인

지, 의료이용자가 자신의 신상 자료를 삭제하고, 약력자료를 활용하도

록 허용하 을 경우 그 활용이 공공복리에 반되는 경우는 자료활용

을 지한다든지 등이 그 가 될 것이다. 굳이 공공 리의 필요성이 

없는 데에도 이를 정부가 수집‧ 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막아 보건의료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지식정보

화 순기능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처방  련 문서의 표 양식 확정에 한 사항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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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는 거래상 방간의 로그램환경이 상이하

기 때문에 서로간에 원활한 메세지 달을 하기 해서는 통일된 

자처방  표 서식의 사용이 필수 이다. 본 연구에서도 표 양식을 

제안하고 있는 바,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처방 서

식은 크게 서식종류정보, 처방 일반정보, 의료보험증정보, 처방의약

품 내역정보, 처방주사제 내역정보, 지불보장 내역정보 등 여섯 부분

으로 구성되며, 체조제서식은 서식종류 구분, 원처방  정보, 약국

정보, 체의약품 상세내역정보, 체주사제 상세내역정보 등 크게 다

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서식의 표 화 확정은 장차 시장에 진입할 수

도 있는 업체들의 자처방 달시스템의 호환성을 제고함으로써 이용

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처방  

련문서의 표  양식을 정부가 개입해서 확정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

기능에 의해 자연 으로 표 화되는 것을 정부가 지켜볼 것인가 이

다. 자처방  시장이 메이져  1개 업체에 의해 독 되는 경향을 

보일 경우 정부가 공연히 자처방  련문서 표 양식 확정에 깊게 

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당 업체의 양식을 검토하여 처방 발행

의 당  목 에 반되지 않고 타 업체의 시장진입 등 경쟁제약  특

성이 발견되지 않는 다면, 그 양식을 그 로 표 양식으로 확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만일, 자처방  시장이 소수의 업체로 분 되는 양

상을 보이고 각 업체의 양식이 상이하여 호환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업체 표와 문가를 동원하여 각 양식의 장 을 구비한 표

양식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에 표

양식의 자처방 이 발행되고 수취된다면 환자는 국에 치한 

어느 약국에서나 불편없이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획기 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이 국 규모를 지향한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이 외국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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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세계가 표 방식으로 채택할 가능

성도 있을 것이다.

   넷째,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허용하는 경우 정부는 자처방

의 공인인증기  인증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

다. 공인인증기 이 아닌 사설 보안시스템을 사용한 자처방 의 경

우 법  효력을 취득할 수 없으며, FAX 는 E-Mail과 마찬가지로 종

이처방 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체 으로는 활용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정부가 개인 건강정보의 출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 유

념해야 할 사실은 ‘완벽한 보안성’이라는 것은 상 이며, 확률 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재 보안성이 완벽하다는 것은 재 침투기

술수 으로 볼 때  보안기술로 구축된 보안체계를 뚫고 침투할 확

률이 무시할 정도로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침입을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논리는 지식

정보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자서명법에 의해 암호화

된 자처방 은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 으로 인정하고 있

으며  보안기술의 한계내에서 시스템에 한 해킹 등 외부교란 가

능성이 무시할 정도로 낮다면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을 인정하는 

향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제도선택의 문제에서 비용 ‘0’와 편

익 ‘100’인 제도는 이상 인 것이긴 하나 실존하기 어려운 바, 비용에 

비해 편익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임을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시장이 주요 업체에 의한 독과

 형태의 시장구조가 될 가능성에 한 우려이다. 만일 존하는 보

건의료정보화 시장이 특정업체에 의해 독 으로 운 되고 있고 특

정업체가 원외 자처방  시장의 선 을 한 시설  장비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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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련업체와 수직  정 인 라를 이미 갖추고 있어 후발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이미 인  진입장벽(entry barrier)을 구축

하고 있는 지 여부를 독과 방지  공정거래 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류의 독과 은 보건의료부문의 비효율화를 진

할 것이고 결국은 사회  순편익을 감소할 것이다.

  끝으로, 차제에 정부는 어느 부문보다도 심각한 정보의 제약성을 

노정하고 있는 보건의료부문의 정보 비 칭성 완화, 소비자의 알 권

리 증진, 개인정보 비 유지,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등을 

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행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법령은 재와 같이 속도로 발

하는 인터넷시 에서 욕구(needs)가 증가하는 인터넷상담․ 자처방

․ 자정보 장․원격진료나 재택진료를 상치 못하고 만들어졌

다. 이에 따라 행법령과 법 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구고령화와 소득수 의 증가 등으로 크게 확 될 보건의

료부문이 정보의 제약성으로 인한 비효율  국민지출이 어느 국가경

제부문보다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가칭 보건의료정보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부문의 지식정보

화를 강력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의료정보의 종류, 표 화  D/B구축 방안 등

    － 정부부처 상호간, 공공과 민간간 정보제공의 권리와 의무범  

    － 원격진료, 자진료기록, 자처방  등 인정  리 방안

    － 환자 정보의 비 유지와 공개의 원칙  범

    － 환자의 자기정보에 한 알 권리  통제권 인정

    － 보건의료정보  산자료의 수집, 보안  리 기반 구축

    － 기타 보건의료정보화 진에 한 사항



結論  政策提 297

  한 보건의료기 이 자체 으로 정보화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의 의

료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의 확산을 지원하기 하여 진료수

가의 기본 진료료에 보건의료 정보 리료 수가를 신설하여 추가하거

나, 수련병원지정  공의수책정과정인 병원표 화심사 는 장래 

의료기 에게 신임을 주는 의료기 신임기구 평가기 에 보건의료정

보화 정도를 감안하는 방안 등도 극 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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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次 評價 調査票(患 , 醫療機關  藥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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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서비스 제공분야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문항          평가 

A1. 전자처방전 중계시스템 접속 과정은 편리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2. 의원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처방전을 작성하는 과

정은 용이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3. 환자가 약국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는 경우 전자처방전

을 송신하는 과정은 편리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4. 환자가 예약조제를 위해 전자처방전을 수신할 약국을 

사전에 지정하는 경우 수신약국 지정방법은 편리한

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5. 전자처방전 발송 및 인쇄전에 최종적으로 확인‧검토하

기 위한 과정은 편리한가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6. 전자처방전을 작성‧송부하는 경우 환자에게 교부할 종

이처방전은 편리하게 인쇄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7. 의사가 전자처방전의 입력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방법은 편리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8. 전자처방전은 문제없이 발송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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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평가

A9. 의사가 자신이 발송한 전자처방전이 어느 상태(약국에서 

수신 또는 조제완료 여부 등)에 있는 지를 확인하기는 

편리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0. 동일한 전자처방전의 재발송(재사용)은 불가능한가?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

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않다 

⇒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1. 의사가 발송한 전자처방전을 약국에서 수신하기 이전에 

취소가 편리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2. 의사가 발송한 전자처방전을 약국에서 수신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한가?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

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않다 

⇒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3. 의사가 이미 발송한 전자처방전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

정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와 환자에게 통보하기는 편

리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4. 의사는 약국에서의 조제완료 및 조제약국명, 조제내역

을 완벽히 확인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5. 약사의 대체조제 통보시 의사는 편리하게 통보를 받을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6. 대체조제 통보 수신시 의사는 원처방내역과 대체조제내

역을 편리하게 비교 확인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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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평가

A17. 약사의 처방전 수정 문의시 의사는 편리하게 약사에게 

문의사항에 응답하고 필요시 전자처방전을 편리하게 

수정하여 송신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8. 송수신 내역관리(문서함 관리) 기능은 의사가 사용하기 

편리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2. 전자처방전 작성의 배타성, 의료기관의 D/B 구축 및 부가서비스 공급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문항          평가

B1. 진료의사 개인만이 고유의 인증으로 배타적으로 자신의 

환자를 위한 전자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2. 의사 개인의 처방 D/B는 하드디스크에 환자별로 편리

하게 구축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3. 의사가 처방시 약의 부작용 및 상호작용정보 참고기능

은 완벽하게 구현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4. 의사가 환자의 진료내용을 입력할 경우 이는 자동으로 

편리하게 진료비 심사청구용 D/B와 전자처방전으로 

분리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5.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은 제공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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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평가

B6. 법‧제도적 허용시,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의 

조제를 거쳐 환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될 수 있는 기

능은 제공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7. 본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관리시

스템과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8. 조재포기 예방 및 예약조제를 위한 지불보장 기능은 

제공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3.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참여의사 및 선결요건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문항          평가

C1.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C2.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인터넷회선설치료, 인터넷

회선사용료, 송‧수신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

이 합당하다고 보는가?

    인터넷회선설치 및 사용료 부담 (              )

    전자처방전 송‧수신수수료 부담 (              )

  ① 의료기관 ② 약국 ③ 정부(보험자)

  ④ 환자

  ⑤ 의료기관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이, 

약국해당 비용은 약국이 부담

⇒ 기타 의견은 무엇인가?

  (                                                                           )

C3.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

는가?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의사가 있다면 선결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

⇒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C4. 지금까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사용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입

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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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스템 평가사업 평가표(약국 부문)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중에도 본 평가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타당

성 연구의 일환으로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평가사업”을 실시하여, 원외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정성껏 응답하여 주신 결과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자료들은 연구 이외의 목

적으로 절대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본 평가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부연구위원‧이상호 주임연구원

전화: 355-8003(교:137,263), 팩스:382-45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약 국 명

작성자명

일    시 2000. 6. 9(금) ～ 10(토): 2일간

장    소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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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서비스 제공분야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문항          평가

A1. 전자처방전 중계시스템에 접속과정은 편리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2. 전자처방전은 문제없이 수신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3. 약국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처방전을 받아 조제

하는 과정은 용이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4. 법‧제도적 요구 시, 대체조제의 경우 환자에게 교부

할 조제내역서는  편리하게 인쇄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5. 환자가 약국을 사전에 지정하여 예약조제를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오기 전에 미리 조제하는 방법은 편리

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6. 환자가 약국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는 경우 중계망에

서 전자처방전을 수신하는 과정은 편리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7. 약사가 처방된 약을 대체조제 하는 경우 대체조제내

역서 작성방법은 편리한가(대체조제 약품 리스트 제

공 여부 및 원본 처방전과 대체조제 내역과의 비교

창 제공 여부 등)?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8. 대체조제 통보는 문제없이 이루어지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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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평가

A9. 약사가 대체조제시 의사에게 대체조제내역을 편리하게 

통보하고 통보사실의 저장 및 의사의 통보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0. 약사는 처방내용에 대한 문제점 발견시 편리하게 의사

에게 문의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1. 송수신 내역관리(문서함 관리) 기능은 약사가 사용하기 

편리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2. 조제의 배타성, 약국의 D/B 구축 및 부가서비스 공급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문항          평가

B1. 약사 개인만이 고유의 인증으로 배타적으로 자신의 환

자를 위해 전자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2. 약사 개인의 조제 D/B는 하드디스크에 환자별로 편리

하게 구축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3. 약사가 조제시 약의 부작용 및 상호작용정보 제공기능

은 완벽하게 구현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4. 처방된 약을 약국에서 구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이 약

품을 구비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탐색기능은 제공되

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5. 약사가 수신한 전자처방전 또는 약사의 대체조제내역은 

자동으로 편리하게 진료비 심사청구용 D/B와 조제

D/B로 분리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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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평가

B6. 법‧제도적 허용시, 약국에서 조제한 약이 환자가 지정

한 장소로 택배될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7. 환자의 조제 대기시간 감소 및 조제포기를 예방하는 예

약조제를 위한 지불보장기능은 가능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불편하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3. 전자처방전달시스템 참여의사 및 선결요건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문항          평가

C1.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C2.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인터넷회선설치료, 인터넷

회선사용료, 송수신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가?

    인터넷회선설치 및 사용료 부담 (              )

    전자처방전 송‧수신수수료 부담 (              )

  ① 의료기관 ② 약국 ③ 정부(보험자)

  ④ 환자

  ⑤ 의료기관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이, 약

국해당 비용은 약국이 부담

⇒ 기타 의견은 무엇인가?

  (                                                                           )

C3.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① 매우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의사가 있다면 선결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

⇒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C4.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활용으로 평균조제 및 자료입력 시간이 몇 분 정도 단축되는가?

⇒ ( 평균조제시간 단축정도:                       분  )

   ( 자료입력시간 단축정도:                       분  )

C5. 지금까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사용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

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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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스템 평가사업 평가표( 계시스템 부문)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중에도 본 평가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타당

성 연구의 일환으로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평가사업”을 실시하여, 원외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정성껏 응답하여 주신 결과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자료들은 연구 이외의 목

적으로 절대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본 평가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부연구위원‧이상호 주임연구원

전화: 355-8003(교:137,263), 팩스:382-458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 속 명

작성자명

일    시 2000. 6. 9(금) ～ 10(토): 2일간

장    소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



附 315

 1. 중계 시스템의 보안 분야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문항           평가

A1. 시스템은 완벽한 방화벽내에서 운용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2. CA시스템은 완벽한 관리체계내에서 운용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3. 시스템이 내부자에 의해 침투될 가능성은 없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4. 시스템은 해커들의 교란 및 침입 등에서 완벽하게 보

호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5. 시스템에서 의사는 각각 고유의 인증으로 보호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6. 시스템에서 약사는 각각 고유의 인증으로 보호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7. 시스템에서 환자는 각각 고유의 인증으로 보호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8. 국가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인증은 획득되나?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9. 처방전 내용의 위조불가성(unforgeable)은 확보되나?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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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평가

A10. 처방전에 대한 서명자 인증(user authentification)은 

확보되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1. 처방전내용의 부인방지(non-repudiation)는 가능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2. 처방전내용의 변경불가(unalterable)는 보장되나?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3. 처방전서명의 재사용불가(non-reusable)는 보장되나?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4. 법‧제도적 허용시 중계서버 등에 구축되는 의사 개인

의 처방 D/B의 보안성은 완벽한가?

 ‧외부접근 통제성

 ‧의사 ID와 처방 D/B의 분리 보관성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5. 법‧제도적 허용시 중계서버 등에 구축되는 약사 개인

의 조제 D/B의 보안성은 완벽한가?

 ‧외부접근 통제성

 ‧약사 ID와 처방 D/B의 분리 보관성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A16. 법‧제도적 허용시 중계서버 등에 구축되는 환자 개인 

약력 D/B의 보안성은 완벽한가?

 ‧외부접근 통제성

 ‧환자 ID와 처방 D/B의 분리 보관성

 ‧환자 요청시 자료삭제 가능성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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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계 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성 분야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문항          평가

B1. 중계시스템 관리자가 전자처방전 송신과 이에 따른 전

달과정의 전체 History가 단계별로 목록 작성되고 있

는 지와 이에 따른 과정 및 문제점을 항시 monitoring

할 수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2. 정전시 또는 시스템교란 발생시 시스템이 24시간 완벽

히 운용되도록 하는 대안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3. 의료기관과 약국이 다수 어떤 자체 관리 애플리케이션

이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참여

하여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 즉, entry

에 대한 기술적 또는 기타의 제약조건은 전혀 없는

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4. 시스템의 전국 표준화는 편리하게 가능한가?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 안 된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5. 전자처방전 송신시작(인증확인포함)후 송신완료까지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가?

  지정송신시:           초

  미지정송신시:         초

⇒ 오래 걸린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6. 전자처방전 목록 확인 후 처방전 수신완료까지의 시간

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가?

  지정송신시:           초

  미지정송신시:         초

⇒ 오래 걸린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B7. 대체조제 후 대체조제 내역을 통보하는데 있어서 통보

시작(인증확인 포함)후 통보완료까지의 시간은 평균

적으로 얼마나 걸리는가?

                        초

⇒ 오래 걸린다면 그 이유 또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附  2. 2次 評價 調査票(患 , 醫療機關  藥局)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2차평가: 서울 앙병원 

외래환자용

  
조사표

 일련번호 1 －
                              조사원 이름:                  (서명)

성 연령 거주지 이름 연락처

□① 남

□② 여
(         )세

□① 의료기 과 동일구     

□② 의료기 과 타구(동일 역자치단체)

□③ 의료기 과 타구(타 역자치단체)

번호 조사항목 질      문 응 답 구 분

1 조제 여부
귀하께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후 조제를 받으셨습
니까? 

□①   → 질문 3으로      
□② 아니오 → 질문 2로

2
조제 포기 
이유

귀하께서는 왜 조제를 받지않으셨습니까? 

□① 불편하고 귀찮아서
□② 증세가 호 되어
□③ 처방 을 분실하여
□④ 약국에는 갔으나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
아서
□⑤ 조제비가 부담이 되서
□⑥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조제약국
지정 여부

귀하께서는 병원의 처방 발 시스템(키오스크시스템)
을 이용하면서 조제약국을 지정하셨습니까? 

□①         
□② 아니오

4
처방  발  
기시간

병원에서 진찰받으신후 처방 을 발 받을 때 까지 걸
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____ 분

5
조제약국명
 유형

귀하께서 조제받은 약국이름은 무엇입니까? 한 그 
약국의 치는 어디입니까? 
(시스템내 약국: 남일약국, 학약국, 이화약국, 정문앞 

앙약국, 새 앙약국, 약국  키오스크에서 지
정한 인근약국)

약국명: ______________________

□①(병원 근처의) 주변약국(키오스크에서 지
정한 약국)
□②병원 인근약국(키오스크에서 지정한 약국)
□③집에서 도보 10분 이내의 동네약국
□④기타(              )

6 탐색 약국수
 약국은 귀하께서 처방약을 조제받기 해 몇 번째

로 방문한 약국입니까?
____________ 번째

7
약국

탐색 비용

병원에서  약국을 방문하기까지 이용수단은 무엇입
니까? 교통 이용시 교통비 등의 소요비용은 얼마
나 됩니까?

□① 자가용
□② 약국제공 셔틀버스
□③ 교통수단: ____________ 원

8
약국

탐색 시간
병원에서  약국을 방문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얼마
나 됩니까?

____________ 분

9
약국

선택 이유
 조제약국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의료기 과 가까워서        
□②집( 는 직장)과 가까워서
□③약국지정( 약조제)이 가능해서 
□④의약품이 잘 구비되어 있을 것 같아서 
□⑤동네 단골약국이어서
□⑥의사(의료기 )의 권유로
□⑦기타(   

    )

10
조제
기 시간

 약국에 도착하여 조제받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얼마
나 됩니까?

____________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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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제약국 지정방식 이용자(질문3에 ① 응답자)에 해

11
약국지정 
방식 

이용선호도

조제약국 지정방식 시스템의 편의성 때문에 타의
료기 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러 당의

료기 을 이용하신 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2
약국지정 
방식 만족도

의료기 에서 약국을 미리 지정하여 조제를 신
청한 후 조제된 약을 받아가는 방법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함. 

□②만족함

□③보통이다.

□④불만족함

□⑤매우 불만족함.

질문 13으로

질문 14로

13 만족 이유 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조제 기시간이 약되므로
□②여러 약국을 할 필요가 없어서
□③내가 원하는 (동네)약국에 갈 수 있어서
□④기타(    )

14 불만족 이유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이용방법이 불편해서    
□②내가 원하는 (동네)약국을 지정할 수 없어서
□③기타(    )

  ※ 조제약국 지정방식 비이용자(질문3에 ② 응답자)에 해

15 만족도

의료기 에서 처방 을 발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방식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함. 

□②만족함

□③보통이다.

□④불만족함

□⑤매우 불만족함.
질문 16으로

16 불만족 이유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처방  발 시간  조제 기시간이 많이 소요

□②진료비  약제비 인상 부담

□③주사제에 따른 불편  

□④의료이용 차  주변약국에 한 안내부족
□⑤약국까지 이동
□⑥기타(    )

원외 자처방 달시스템 2차평가: 인천 길의료원 

외래환자용

  
조사표

 일련번호 2 －
                                   조사원 이름:                  (서명)

성 연령 거주지 이름 연락처

□① 남

□② 여
(         )세

□① 의료기 과 동일구     

□② 의료기 과 타구(동일 역자치단체)

□③ 의료기 과 타구(타 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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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조사항목 질      문 응 답 구 분

1 조제 여부
귀하께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후 조제를 받으

셨습니까? 

□①   → 질문 3으로      

□② 아니오 → 질문 2로

2
조제 포기 
이유

귀하께서는 왜 조제를 받지않으셨습니까? 

□① 불편하고 귀찮아서

□② 증세가 호 되어

□③ 처방 을 분실하여

□④ 약국에는 갔으나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아서

□⑤ 조제비가 부담이 되서

□⑥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처방  발  
기시간

병원에서 진찰 후 처방 을 발 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____ 분

4
조제약국명
 유형

귀하께서 처방 을 가지고 조제받은 약국이름은 

무엇입니까? 한 그 약국의 치는 어디입니까?

(시스템내 약국: 두드림약국, 샛길약국, 앙메디카

약국, 구내약국) 

약국명: ______________________

□①(병원 근처의) 문 약국(시스템내)        

□②(병원 근처의) 문 약국(시스템외)

□③집에서 도보 10분 이내의 동네약국

□④기타(     )

5 탐색 약국수
 약국은 귀하께서 처방약을 조제받기 해 몇 번

째로 방문한 약국입니까?
____________ 번째

6
약국

탐색 비용

병원에서  약국을 방문하기까지 이용수단은 무
엇입니까? 교통 이용시 교통비 등의 소요비용
은 얼마나 됩니까?

□① 자가용
□② 교통수단: ____________ 원

7
약국

탐색 시간
병원에서  약국을 방문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____ 분

8
약국

선택 이유
 조제약국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의료기 과 가까워서        

□②집( 는 직장)과 가까워서

□③의약품이 잘 구비되어 있을 것 같아서 

□④동네 단골약국이어서

□⑤의사(의료기 )의 권유로

□⑥기타(    )

9
조제
기 시간

 약국에 도착하여 조제받기까지 기다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_______ 분

10

과거 외래 
이용여부  
조제시간 
변동

귀하께서는 10월 이 에 길병원에서 외래 처방 을 

받고 병원 바깥의 약국을 이용한 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에 비해 조제 기시간이 얼마나 변동

되었습니까?

□①10월 이 에 이용한 경험 없다

□② ________________ 분 늘었다.

□③변동없다

□④________________ 분 었다.

11 만족도
의료기 에서 처방 을 발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

는 방식에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함. 

□②만족함

□③보통이다.

□④불만족함

□⑤매우 불만족함.

질 문 

12로

12
불만족 
이유

불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처방  발 시간  조제 기시간이 많이 소요

□②진료비  약제비 인상 부담

□③주사제에 따른 불편  

□④의료이용 차  주변약국에 한 안내부족

□⑤약국까지 이동

□⑥기타(    )

2차 자처방 달시스템 평가사업 평가표(의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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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중에도 본 평가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타당

성 연구의 일환으로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평가사업”을 실시하여, 원외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정성껏 응답하여 주신 결과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자료들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본 평가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부연구위원‧이상호 주임연구원

전화: 355-8003(교:137,263), 팩스:353-03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병 원 명 TEL          -

작성자명

일    시 2000. 12. 21(목) ～ 27(수)

장    소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

1.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경제성 평가
※해당란에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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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응  답 비고

기

투자비용

(고정비용)

추가장비

 시설
소요비용  (       )

※ 자처방 달을 한 장비  시설 

구입 비용으로 기존 장비 이용시는 

0으로 표시

업무개발 

 

보완비용

내부

인건비
총투여인력  (       )

※ 투입인력 수×투입일 수

 2인이 4일간 투입된 경우 8(=2×4)기

입외부

인건비
총투여인력  (       )

기타 소요비용  (       )

월간

변동비용

인터넷 

회선

월간 회선료  (       )

자처방 달업무

와 기타이용과의 

사용 비율

:

※실제로 자처방 달 업무를 해 

사용하는 시간과 기타(인터넷 이용, 

EDI 청구 등)이용을 해 사용하는 

시간 비율

  ( ; 5: 5 등으로 표시)

자처방  달수수료 (       )원 ※ 자처방  송‧수신 수수료

월간 정비보수료 (       )원
※ 자처방 달 업무와 련하여 지출

되는 정비보수료

처방

련사항

일평균 원외 처방 발행건수 (       )건

월평균 처방  용지비용 (       )원

린터 토  등 월평균 

유지 리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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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자처방 달시스템 평가사업 평가표(약국)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중에도 본 평가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타당

성 연구의 일환으로 “원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평가사업”을 실시하여, 원외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의 효과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정성껏 응답하여 주신 결과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자료들은 연구 이외의 목

적으로 절대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본 평가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우진 부연구위원‧이상호 주임연구원

전화: 355-8003(교:137,263), 팩스:353-034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약 국 명 TEL          -

작성자명

일    시 2000. 12. 21(목) ～ 27(수)

장    소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



324

1.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경제성 평가
※해당란에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  답 비고

기

투자비용

(고정비용)

추가장비

 시설
소요비용 (        )

※ 자처방 달을 한 장비  시설 

구입 비용으로 기존 장비 이용시는 

0으로 표시

업무개발 

 

보완비용

내부

인건비
총투여인력 (        ) ※ 투입인력 수×투입일 수

 2인이 4일간 투입된 경우 8(=2×4)기

입
외부

인건비
총투여인력 (        )

기타 소요비용 (        )

월간

변동비용

인터넷 회선

월간 회선료 (        )

자처방 달업

무와 기타이용과

의 사용 비율

:

※실제로 자처방 달 업무를 해 

사용하는 시간과 기타(인터넷 이용, 

EDI 청구 등)이용을 해 사용하는 

시간 비율

  ( ; 5: 5 등으로 표시)

자처방  달수수료 (       )원 ※ 자처방  송‧수신 수수료

월간 정비보수료 (       )원
※ 자처방 달 업무와 련하여 지출

되는 정비보수료

입력요원 

련사항

자료입력요원의 처방  련 

업무 시간과 

기타업무(수납)시간 비율

: ※ ) 8: 2 등으로 표시

자료입력요원 수 (       )명

자료입력요원 월 여 (       )원

의료보험 

청구

련사항

일평균 처방조제건수 (       )건

월간 EDI 청구건수 (       )건

청구건당 평균 청구 액 (       )원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청구기각 감소율(%)
(       )%

※ 자처방 달시스템 도입 이 에 보

험환  청구할 때보다 자처방 달

시스템 도입 이후에 청구 기각률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입력 오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청구시 환 받는 비율 (       )%
※재청구시 재청구한 액  체로 

몇 %를 환 받는지?

재청구시 환 기일 (       )일
※재청구시 재청구한 액을 환  받

는데까지 걸리는 기일은 몇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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