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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율점검내용 점검결과 증빙자료보유여부 대응방법

11
1.5.1 진료목적 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제공받는 경우 제공받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개인 정보를 파기(복국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1. 전자적 파일 : 이네트너PC필터로 완전 삭제
2. 별도저장 매체(하드디스크, USB, CD) : 천공, 소각, 파쇄등

12 1.5.2 임시파일 및 출력자료 등은 목적달성 후 즉시 파기 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임시파일 : 이네트너PC필터로 전자적 문서 완
전 삭제 출력자료 : 파쇄기로 파기

30
3.2.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 청구S/W 등)에대한접근권한을최소한의범위로업무담당자에따라(1인 1계정) 차등

부여하였는가?
양호 이네트너DB접근제어도입인증서

이네트너DB접근제어로 DB 접근 및 권
한 제어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31 3.2.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 청구S/W 등) 접근권한의부여·변경·말소내역의기록관리를최소 3년간보관하고있는가? 양호 이네트너DB접근제어도입인증서
이네트너DB접근제어로 기
록 관리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32 3.2.3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양호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33 3.3.2.4 계정정보(ID) 또는비밀번호(PW)를일정횟수이상잘못입력한경우접근을제한하는가? 양호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34 3.2.5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이상업무처리를하지않는경우시스템접속차단하고있는가? 양호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35
3.2.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 청구S/W 등)에 대하여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통제시스

템을 설치/운영하고있는가?
양호 이네트너UTM도입인증서 이네트너UTM으로 방화벽 기능 적용

36 3.2.7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속 시가상 사설망,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혹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UTM도입인증서 이네트너UTM으로 VPN 기능 적용

37 3.2.8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노출 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UTM도입인증서 이네트너UTM으로 방화벽 기능 적용

38
3.2.9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하고 필요

한 보완조치를하고있는가?
양호

이네트너UTM도입인증서 이
네트너WAF도입인증서

이네트너UTM으로 방화벽 기능 적
용 이네트너WAF으로 홈페이지
취약점 방어

39 3.2.10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여부 양호 모바일 단발기 비밀번호, 패턴, PIN등을 이용한 화면 잠금등

40 3.3.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의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고 있는가?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 양호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41
3.3.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내부망에 저장시 암호화 조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적용 여부하고 있

는가?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 저장)
양호

이네트너DB암호화도입인증서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이네트너DB암호화로 정형Data(DB), 비정형Data(이미지)
암호화 이네트너PC필터로 전자적 문서 암호화 적용

42
3.3.3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 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

여 전달시암호하고있는가?
양호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이
네트너PC필터로 전자적 문서 암호화
적용

43 3.3.4 고유식별정보의 인터넷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DB암호화도입인증서 이네트너DB암호화로 정형Data(DB), 비정형Data(이미지) 암호화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표 대응 방법(기술적 보호조치)

대한병원협회,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표대응방법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표 대응 방법(기술적 보호조치)

대한병원협회,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표대응방법 (계속)

순번 자율점검내용 점검결과 증빙자료보유여부 대응방법

44 3.3.2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컴퓨터(업무용PC) 및 모바일기기에 저장 시 암호화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이네트너PC필터로 전자적 문서 암호화 적용

45
3.3.6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파기

등에 관한절차수립·시행하였는가?
해당없음

46
3.4.1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 및점검하여 관리하고 있고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있

는가?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년)
양호 이네트너DB접근제어도입인증서 이네트너 DB접근제어를 통해 이력 관리 저장

47 3.4.2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DB접근제어도입인증서 이네트너DB접근제어로 DB접속 기록 매니저 장비에 보관

48
3.5.1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운영하여
발견된 악성프로그램등에대해삭제등을하고있는가?

양호 이네트너백신도입인증서 이네트너백신으로 백신 프로그램 적용

정보보안사업팀 : 02-3149-4822 내선(0)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안전성확보조치대응방안자료다운로드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안전성확보조치방법(기술적보호조치)

동영상시청하기

랜섬웨어및비정형데이터암호화방법

https://www.elim.net/newsLetter/20210902/elimnet_personal_table_guide.pdf
https://vimeo.com/565890253
https://www.goodmoim.com/seminar/svy/view/770


순번 자율점검내용 점검결과 증빙자료보유여부 대응방법

6
1.5.1 수집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제공받는 경우 제공받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파기하고있는가?
양호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1. 전자적 파일 : 이네트너PC필터로 완전 삭제
2. 별도저장 매체(하드디스크, USB, CD) : 천공, 소각, 파쇄등

7 1.5.2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전자적 파일 : 이네트너 PC필터로 완전 삭제
별도저장 매체(하드디스크, USB, CD) : 천공, 소각, 파쇄등

8 1.5.3 임시파일 및 출력자료 등은 목적달성 후 즉시 파기 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임시파일 : 이네트너PC필터로 전자적 문서 완
전 삭제 출력자료 : 파쇄기로 파기

22
3.2.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 청구S/W 등)에대한접근권한을최소한의범위로업무담당자에따라(1인 1계정) 차
등부여하였는가?

양호 이네트너DB접근제어도입인증서
이네트너DB접근제어로 DB 접근 및 권한
제어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23 3.2.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 청구S/W 등) 접근권한의부여·변경·말소내역의기록관리를최소 3년간보관하고있는가? 양호 이네트너DB접근제어도입인증서
이네트너DB접근제어로 기록
관리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24 3.2.3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양호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25
3.2.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청구S/W등)에대하여불법적인접근및침해사고를방지하기위한접근통제시스템을 설
치/운영하고있는가?

양호 이네트너UTM도입인증서 이네트너UTM으로 방화벽 기능 적용

26 3.2.5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속 시가상 사설망,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 혹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UTM도입인증서 이네트너UTM으로 VPN 기능 적용

27 3.2.6 P2P(peer to peer), 웹하드 등 비 인가프로그램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UTM도입인증서 이네트너UTM으로 방화벽 기능 적용

28 3.2.7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UTM도입인증서
이네트너WAF도입인증서

이네트너UTM으로 방화벽 기능 적
용 이네트너WAF으로 홈페이지 취
약점 방어

29 3.2.8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가? 양호 E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30 3.2.9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 양호 E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31
3.3.1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및바이오정보를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 홈페이지,청구S/W 등)에 저

장시암호화하고있는가?
양호

이네트너DB암호화도입인증서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이네트너DB암호화로 정형Data(DB), 비정형Data(이미지)
암호화 이네트너PC필터로 전자적 문서 암호화 적용

32
3.3.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내부망에 저장시 암호화 조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적용 여부하고

있는가?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암호화 저장)
양호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이네트너PC필터로 전자적 문서 암호화 적용

33
3.3.3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

하여 전달시암호화하고있는가?
양호 이네트너DB암호화도입인증서 EMR/OCS 등 HIS 개발 회사 확인 이

네트너PC필터로 전자적 문서 암호화
적용

34 3.3.4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을 하였는가? 양호 이네트너PC필터도입인증서 이네트너PC필터로 전자적 문서 암호화 적용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표 대응 방법(기술적 보호조치)

대한의사협회,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표대응방법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표 대응 방법(기술적 보호조치)

순번 자율점검내용 점검결과 증빙자료보유여부 대응방법

35 3.3.5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에 저장 시 암호화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DB암호화도입인증서 이네트너DB암호화로 정형Data(DB), 비정형Data(이미지) 암호화

36 3.4.1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해당없음 이네트너DB접근제어도입인증서 이네트너 DB접근제어를 통해 이력 관리 저장

37 3.4.2 접속기록의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DB접근제어도입인증서 이네트너DB접근제어로 DB접속 기록 매니저 장비에 보관

38
3.5.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설치된 업무용 PC에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업

데이트,  악성프로그램 삭제 등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양호 이네트너백신도입인증서 이네트너백신으로 백신 프로그램 적용

정보보안사업팀 : 02-3149-4822 내선(0)

대한의사협회,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표대응방법 (계속)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안전성확보조치대응방안자료다운로드

의료기관,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안전성확보조치방법(기술적보호조치)

동영상시청하기

랜섬웨어및비정형데이터암호화방법

https://www.elim.net/newsLetter/20210902/elimnet_personal_table_guide.pdf
https://vimeo.com/565890253
https://www.goodmoim.com/seminar/svy/view/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