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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UAE의 진료정보교환시스템 추진


UAE는
중동지역 여러 국가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국민 보건 및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동지역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UAE도 연방정부 혹은
토후국(에미레이트, Emirate) 수준의 여러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있는데, 많은 계획들에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 발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UAE의 중심축인 아부다비(Abu Dhabi) 토후국의 경우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 추진할 주요 분야별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추진요소(driver)가 될 9가지 요소를 정하고 헬스케어를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아부다비 내 낙후 지역의 의료의 질을 균등하게 높이며, 의료장비(equipment)등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１) 이를 위해 아부다비에서는 공공 의료분야 여러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중이며,
아부다비 보건청은 토후국내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통합, 교류시키는 진료정보교환(Health
Information Exchange)시스템을 2019년 1월 개통하였다. UAE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와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의 헬스케어 적용은 이제 뚜렷한 추세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신 헬스케어
트랜드로 UAE의 통합 진료정보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Ⅱ

통합 진료정보교환시스템 말라피 개요

□ 추진과정
아부다비 보건청(DOH, Department of Health)은 의료정보전문기업과 민관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한지
3년만인 2019년1월 통합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인 ‘말라피’(Malaffi)를 구축하였다.２)
말라피를 운영하는 주체는 아부다비헬스데이터서비스사(Abu Dhabi Health Data Services; ADHDS)로서
민간회사인 인제이잣데이터시스템(Injazat Data System)과 아부다비보건청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설립되었다.

아부다비
보건청은 말라피의 구축이 아부다비 헬스케어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사업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３)

말라피
계획은 2016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아부다비내각협의회(General Secretariat of the
Executive Council)의 결정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8월, 아부다비 보건청은 의료 데이터처리 전문회사 인제이잣과 합작프로젝트 협정을 맺고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４)
2018년 11월, 아부다비 보건청이 건강정보교환 정책(Health Information Exchange Policy)를 발표하여
각종 진료정보의 공유와 활용,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１)	 아부다비경제청,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2019에 발표
２)	 Malaffi는 아랍어로 ‘나의 파일’(my file)이라는 뜻
３)	 말라피 홈페이지 등 malaffi.ae
４)	 인제이잣(Injazat)은 UAE의 주요 국부펀드인 무바달라투자회사(Mubadala Investment Company)가 투자한 자회사이다.  malaff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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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년간 준비 끝에 최초 6개 주요 의료기관이 참여하면서 말라피가 런칭되었고 이후 계속
참여기관 통합계획 발표 및 사용자를 늘려나가고 있다.５)

□ 주요 기능
말라피는 아부다비 토후국의 최초의 환자 진료정보 통합, 교류를 위한 시스템이다.

말라피는
아부다비 내에서 진료정보의 보안성을 보장하면서 각 의료기관의 EMR을 연결시킨
IT플랫폼으로서, 빠른 시기에 모든 아부다비 병원과 헬스케어 시설들을 참여시키며, 보건관련 정부와
공공기관, 의료시설 및 일반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６)
말라피는 하나의 통합 진료정보 데이터베이스(centralized database)를 구성하였으며, 실시간으로 환자의
진료정보가 접근될 수 있다.

말라피에
아부다비 내의 의료시설과 환자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모든
의료행위, 즉 건강검진, 진단, 응급의료, 일반검사 및 방사선 검사의 결과들이 개인별로 정리되고 이
진료기록은 안전히 보관되고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말라피는 환자별 시간순 의료기록을 즉시 열람 할수 있게 함으로써, 임상에서 의사결정을 더 쉽도록 하고,
진료의 이전과 조정을 돕고, 불필요한 검사와 의료사고 리스크를 줄여 환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포털(Malaffi Provider Portal)은 각 EMR에 공통의 정보 템플릿을 적용시켜 통일된
형식의 정보를 승인된 사용자(authorized user)에게 보여주게 되며. 접속 및 정보열람 권한에 대해서는
보건청이 발표한 참여 의료기관별 사용권한과 역할에 관한 각종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또 공중보건관련 정보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공공보건 정책 지원에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을 적용시켜 지속적으로 개선된 활용성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７)

□ 관련법 및 규정 등
아부다비와 두바이보건청, 그리고 UAE연방정부는 최근 보건의료 관련 법률들을 제정, 개정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헬스케어의 신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주요한
관련법들은 2018년 아부다비보건청(DOH)신설과 확대를 위한 법８), 의료책임배상법９), 약사법
１０)
개정 등이 있으며, 특히 2019년에 제정된 헬스케어ICT사용에 관한 법은 헬스케어의 디지털화와 전환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다.１１) ICT사용에관한법에 근거하여 아부다비보건청은 진료정보 보호
기준(ADHICS, Abu Dhabi Health Information Cyber Security Standard, 2019년2월, 이하 ‘기준’) 및 향후
５)	 최 초 말 리 피 참 여 6 개 기 관 은 아 부 다 비 병 원 관 리 청 ( S E H A ) , 클 리 블 랜 드 클 리 닉 , 임 페 리 얼 칼 리 지 당 뇨 센 터 , 헬 스 포 인 트 ,
유나이티드이스턴메디칼그룹, 오아시스 병원이며 이들은 공공의료기관, 국부펀드 투자로 설립된 민간의료기관, 또는 해외선교로 건국초기에
설립된 의료기관들로서 아부다비 내 대표적인 의료기관들이다.
６)	 아부다비 외에 두바이 에미레이트에서도 별도의 의료정보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말라피를 운영하는 ADHDS사 대표는 향후 전체UAE의
의료정보가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 법무법인 알타미미(Al Tamimi) 세미나
７)	 말라피 홈페이지,  malaffi.ae
８)	 The law no. 10, 2018
９)	 the Federal Decreed Law no. 4, 2016 on the subject of Medical Liability
１０)  the Federal Law no. 5, 2019 on regulating the practice of human medicine, and their respective implementing regulations, all
as amended
１１)  the Federal Law no.2, 2019 on the us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 in healthcar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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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활용의 운영방향을 담은 아부다비 진료정보교환 정책(DOH Policy on Abu Dhabi Health
Information Exchange, 2019년11월, 이하 ‘정책’)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또한 이 ‘기준’(ADHICS)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ADHICS)도 2020년1월 발표하였다.

‘정책’에서는
아부다비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말라피 시스템에 규격을 조화시키고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잇으며 참여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의료기관들이 2020년 2월말까지 말라피 운영사와의
참여협약을 체결하는 일정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기준’의
목적은 공유될 진료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참여기관의 규모 수준, 이해관계자별 역할 등을 나누어 상세히 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보호에 대해 법령과 기준 등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
요소인 데이터 보관(data localization)에 관하여 헬스케어ICT법에서는 진료기록 및 개인 건강 정보는
UAE국가 영역 밖으로 전송하거나, 국외에 저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관청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예외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현재 어떤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시행령이나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며 관련 법률 위반시에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１２)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UAE밖으로 의료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보의 처리, 저장 활용을 하는
어떤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활용하는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１３)

또한
의료책임배상법(medical liability law)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2019년 7월 발표된 내각합의(Cabinet
Resolution No 40 of 2019)에 따르면 원격의료서비스(Remote Health Service) 제공시 진료정보 및 그
백업을 열람하고 보관하기 위한 서버에 대해 UAE국가 내에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다.１４)

한편
정보보호 관련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위해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995년
발표된 Data Protection Directive를 2016년 교체)과 미국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
Accountability Act, 1996년 제정)의 규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１５)

１２)  알타미미(Al Tamimi)법무법인 세미나 발표자료, 2019년10월
１３)  진료정보관리및보호기준(ADHICS), SecB-4.2. Communications Requirement, 2019년 2월
１４)  내각합의(UAE Cabinet Resolution No 40 of 2019) 2.1(f)
１５)  알타미미,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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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피의 기능 및 운영 방식

□ 말라피의 주요 기능

１６)

① 임상데이터 교환(Clinical Data Exchange)
환자관련 데이터를 보안된 채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열람되는 정보에는 인구학적 데이터(Patient
demographic data), 의료진 방문기록(encounter), 알러지(allergies), 검사 및 방사선검사결과(Laboratory
and radiology results), 처방(medications), 문제와 진단(Problems and diagnosis), 치료절차(Procedur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의료기관용 포털(Provider Portal)
말라피 시스템이 제공한 포탈을 통해 의료기관의 공인된 사용자들이 환자의 이력에 접근하도록 한다.

③ 환자용 포털(Patient Portal)
아부다비 거주자(자국민과 해외국적자)들이 자신들의 의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환자용 서비스를
제공한다.１７)

④ 공중보건 지원(Population Health Management)
말라피는 아부다비 보건청에게 해당 업무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의료의 질 제고, 각종
건강 증진, 질병예방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통합한 말라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

⑤ 데이터 보호(Secure Data Protection)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의 보안은 사업에서 고려하는 최고 우선순위로서, 참여하는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아부다비토후국과 UAE연방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률들에는 지정된 사용자의 정보
접근, 데이터 안전 및 보안 네트웍상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

□ 의료기관용 포털(Malaffi Provider Portal) 소개
참여 의료기관별로 접속을 승인받은 사용자(참여기관의 의료진)는 각자 기관에서 사용하는 EMR로 포털에
접근하게 되며, 사용되는 EMR 종류와 상관없이 접근화면은 통일되어 있다.
기관별 승인된 사용자가 처음 말라피에 접속하게 되면 최종사용자동의서(End-user License Agreement)
내용이 보여지며 이를 동의하면 말라피에 접속하게 된다.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화면이 제공되며, 환자별로 더 세분화된 화면에서는 요약정보(‘Delta View), 진료관련
내용(Patient Summary), 시간별 기록(Timeline), 보험청구내용(Claim View)등이 보이며 각각의
１６)  말라피 홈페이지 malaffi.ae
１７)  환자(개인)용 모바일앱이 2020년1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Arab Health”에서 발표되었으며 20년 6월 현재 상용버전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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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탭)별로 상세 메뉴가 트리구조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진료관련 내용 화면으로 들어가면, 임상기록들이 요약 제시되며, 특이하게 화면상단에 알러지(Allergies)
메뉴가 배치되어 이를 클릭하면 환자의 알러지 관련 내용 및 의료기관별 확인기록이 나온다. 의료기관별
기록이 모두 정렬되기 때문에 한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알려진 알러지 없음’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기록한
특정 알러지에 대한 내용이 나란히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는 모든 수집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여 의료진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다.(그림)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진료정보에는 어느 의료기관이 언제 기록한 것인지를 함께 제시해준다.
<의료기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별 진료정보 메인화면>

출처: 말라피 소개영상(youtu.be/Eitd9vTAWEM)

<환자별 세부 정보 화면 예>

출처: 말라피 소개영상(youtu.be/Eitd9vTAW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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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관리 정책

아부다비 보건청은 건강정보교환에 관한 정책(DOH Policy on Abu Dhabi Health Information Exchange,
2019년11월) 및 아부다비진료정보보호 기준(ADHICS, 2019.2월)과 가이드라인(2020.1월)을 제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문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연방정부 차원의 정보보호 기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청의
진료정보교환 정책은 시스템 구현의 내용과 목적, 비전을 제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 등을 정한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1) 이해관계자와 환자의 광범위한 참여, (2) 데이터 관리, (3) 데이터 품질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세부목표와 해당 요구사항을 보건청, 의료기관, 시스템(말라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책의 중요한 요구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이해관계자와 환자의 참여 확대 정책
진료정보교환시스템 구축의 목표는 아부다비내 모든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환자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능한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아부다비
보건청은 의료관련 인허가가 관리되는 모든 의료기관과 헬스케어 관련시설들이
아부다비진료정보보호기준(ADHICS)에 따라 진료정보시스템에 데이터 제공자로서 참여토록 추진하고
또한 모든 참여시설이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환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요구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보건청, 의료기관, 시스템 각자의 기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보건청은 (1) 보건의료 기관의 참여 관련 정책,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며, 여타 다른 정책, 표준,
가이드라인과 조화되도록 한다. (2) 환자 참여와 관련한 정책,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한편 보건청은
의료기관이 본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해 환자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한다.
환자정보 공유를 동의받기 어려우면, 보건청은 모든 연방과 아부다비내 관련 법률에 비추어 의료기관이 진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요구하고 승인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관련법(2005년 아부다비 법률 23호)에
근거하여 환자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강제화한다.
- 모든 의료기관은 정해진 계약형식에 의해 말라피 운용사와 참여협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보건청의 정책과 이
협약을 통해 진료정보교환시스템 참여 요구사항과 기준들에 조응해야 한다.
-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은 (1) 현행 아부다비와 연방의 관련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책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을
관리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프로토콜(물리적, 기술적, 행정적)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 데이터의 관리
보건청이 정책 및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의 상당량이 데이터 관리와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다. 말라피
진료정보교환시스템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한 데이터 접근과 저장, 전송 및 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최소한 관리할 수 있도록 발표하고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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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접근(System Access), 기관의 보안(Enterprise Security), 데이터 사용(Data Use),
침해(Breaches) 등에 대해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충분한 시스템
사용을 보장하려고 한다.

① 시스템 접근 관련 요구사항
• 이 요구사항을 통해 의료정보의 접근은 접근자의 수를 가능한 적게 제한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개인의 진료정보가 보호될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한다.
• 시스템 접근은 승인(authorization), 인증(authentication), 접근(access), 환자참여(patient
engagement)의 4가지 측면에서 해당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승인관련 요구사항
1. 모든 의료시설은 (1) 접근 허가 수준은 승인된 사용 목적에 비추어 적당해야 한다. (2) 승인된 사용자마다
강제력있는 문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적절한 접근 관리 방침과 절차를 개발, 적용해야 한다.
2. 진료정보교환 시스템은 (1) 참여 의료기관의 승인받은 사용자에 의해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허용한다. (2) 승인된 사용자를 구분 하에 접근수준을 정리하여 접근하게 해야한다. (3) 전송될 민감 정보의
분류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4) 승인된 사용자가 해당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환자정보의 분류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5) 공인된 사용자의 접근 목적에 관한 분류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6) 사용자를 역할기준으로
분류하고 접근이 허용되는 목적, 열람 정보의 유형을 정의해야 한다.
* 인증관련 요구사항
1. 보건청은 접근자 확인인증 가이드라인을 발행해야 한다.
2. 모든 의료시설은 초기 신원확인 절차를 만들어 적절한 자가 사용 승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진료정보교환 시스템은 접근 허용 관련 최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규정한다.
* 시스템 접근 관련 요구사항
1. 모든 의료시설은 진료정보교환 시스템에서 개발한 접근용 암호화 표준에 따라야 한다. 또한 소속 사용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2.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은 자동화된 사용자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아부다비 및 연방정부의 관련규정 및 사용자
관리기준에 조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환자참여 관련 요구사항
1. 모든 의료시설은 환자와 그 대리인에게, 환자 정보가 시스템에서 공유되는 조건 및 환자가 직접 자기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2.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은 안전한 진료정보교환을 위해 업계 기술 표준을 채택해야 하며, 환자포털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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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별 보안 관리 사항
교류 대상 정보에 대해 미승인된 접근과 사용, 수정, 시스템 파괴 등의 위험에 대해 적절한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 모든 의료시설은 (1) 환자정보의 취득, 유지 및 전송 관련 기밀유지와 통합성 및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2)
환자 정보는 예상되는 위험과 피해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환자 정보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상,
예상되는 사용이나 공개를 금지한다. (4)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 프로세스, 기타 방식의 접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내 관리정책에 근거하여 장치접근권한에 관한 문서의 생성, 검토, 수정방법의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6) 사용자 고용이 종료될 시와 필요시 시스템 접근을 정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7) 물리적 보안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8) 외부 공격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네트워크 관련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9) 데이터 전송전에 안전한 접속이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10) 시스템 사용과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은 (1) 자동화된 사용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아부다비와 연방정부 관련법과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2) 승인된 사용자 접근제어 관련 표준을 채택한다. (3) 시스템내 환자와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어도구를 설치해야 한다. (4) 시스템 사용과 보안에 대한 정기적 검토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데이터 사용 관련 사항
데이터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외에도 보건청의 사용자로서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보건청은 법률로 정해진 업무 활동을 위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자 데이타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 사용 목적의 예는 전염병 의심이나 확진사례 조사, 인구집단별 백신 보급 분석, 백신접종 확인서 발행,
감염병 원인 확인, 사망률 저하를 위한 정책 수립, 질병이나 유행병, 사망원인 및 지역관련 효과 등의 연구, 감염
보고, 데이터 사용의 질 개선, 기타 관련법령이 제시한 공중보건 업무 등이다. 또한 환자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업로드하는 것을 허가해야 하며, 적절한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품질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책임에 대응해야
한다.
2. 의료시설은 (1) 법률과 정책에 의해 허용된 목적으로만 시스템을 통해 의료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2)
임상치료, 수술, 정책에 명기된 목적에 한하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가능 예는 처치전에 환자
확인, 의료기관 방문 기록 열람, 기존 진단과 치료, 의료비 지불 정보 등이며, 사용불가한 예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환자정보 획득, 의료관련 행위중 취득한 환자 정보의 공개, 제3자에 접근허용이나 유출, 재사용허가,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환자 정보를 자기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등이다. (3) 정보의 잘못된 사용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4) 허가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해야
한다. １８)
3.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은 공중보건 관련 목적인 경우 보건청에 환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기이식
관련기관에게 장기기증과 이식 목적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운영사가 시스템 유지, 테스트,
문제해결을 위해 데이터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１８)  이와 관련, 아부다비헬스정보보안기준(ADHICS)의 의료기관 요구사항에 따르면 의료정보가 UAE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하며, 정보 처리,
저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못하며, 보건청 허가없이 제3자와 환자정보를 공유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DHICS, CM 4.2, 2019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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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침해 관련 규정
보건청의 정책에서는 시스템이나 데이터 보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위반시 대처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보건청은 시스템측에서 승인받지 않은 진료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적절한 감사 방침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 의료기관은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한다. 또한 위반의 유형(예: 우발적 공개, 외부 공격,
직원의 실수 등)별로 그 발생 기전을 정의하고 대응방침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반 발생시 해당 환자 및
해당 규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은 사고가 난 환자데이터에 관해 해당 의료시설에 알려야 하다. 또한 가능한 방법으로
해로운 결과에 대해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 관리(Data Quality)
보건청은 교류되는 모든 환자데이터가 정확하고, 적절하고, 최신일 것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솔루션과 구성요소들은 공개된 표준을 사용한다. 또한 한 의료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과 규격이 조정되도록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1. 모 든 의료시설은 자신의 E M R시스템과 진료정보교환시스템 데이터 센터를 연결시켜야 한다.
연결시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이나 루틴, 또는 데이터(트로이목마나 바이러스 포함)를
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해당의료기관은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2.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은 상호운용성에 관한 표준 및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상호운용성을 위해 다음
기준들을 마련해야 한다. (1) 도메인 데이터 구조 표준(정보모델, 데이터명칭, 용어표준화, (2) 메시지와 전송
표준(광대역네트워크, SSL프로토콜, 웹서비스 표준 등)

□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향후 발전 계획

한편
아부다비헬스케어정보및사이버보안 기준(‘ADHICS’)에 따르면, 각종 관리방법(controls)들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규정들이 제시되었고, 여기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으나 총
692개의 관리 방법을 갖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법은 적용할 대상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적용시한도 규정하고 있다. 즉 기본,
이행, 고급으로 관리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적용되는 의료기관 및 관리방법 구현하는 시한도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요구사항은 인력, 자산관리부터 정보시스템까지 11가지 영역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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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등급 및 관리방법 규모 요약>
관리등급의 수준

적용 기관(시기)

관리방법(Control) 수

하위 관리방법 수

총계

기본(Basic)

모든 헬스케어 관련 기관
(6개월내 구현)

73

255

328

이행(Transitional)

20병상이하 병원,
1차진료기관, 진단센터, 재활센터,
투석센터, 난임센터, 원격의료센터,
홈케어, 약국 (1년내 구현)

56

162

218

고급(Advanced)

21병상이상 병원
(1년내 구현)

33

223

146

출처: 아부다비헬스케어정보및사이버보안기준(ADHICS)

< 헬스케어정보 관리 및 사이버보안 기준의 요구사항 분야 >
관리 분야

관련 세부 분야

인적자원 보안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인력의 채용, 해고, 배치

자산 관리

자산관리정책, 자산의 관리, 자산의 구분과 레이블링, 자산취급, 자산폐기

물리적 보안

물리적 환경적 보안 정책, 안전영역, 장비보안

접근권한 관리

접근권한 관리정책, 사용자접근관리, 장비 및 장치 접근제어, 접근사항보고, 네트웤제어,
시스템운영 접근권 제어, 정보 접근 제어

운영관리

운영관리정책, 절차, 계획과 승인, 백업, 보안평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정책, 정보의 교환, 전자상거래, 정보공유플랫폼, 네트웍보안

건강정보 및 보안

건강정보 보호정책, 프라이버시 보호

제3자 보안

제3자 보안정책, 제3자 서비스 전달과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획득, 개발, 유지

정보시스템 획득, 개발 유지정책, 정보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보안사항,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암호화제어, 시스템파일 보안, 공급망관리

정보보안사안관리

정보보안 사안 정책, 사안의 관리와 개선, 취약점보고

정보시스템 유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정책 및 계획

출처: 아부다비헬스케어정보및사이버보안기준(ADHICS)

11

보건산업브리프

Ⅴ

말라피 향후 발전 계획 및 방역 활용 사례


아부다비
보건청은 인허가 관리를 받는 모든 헬스케어 기관이 말라피에 참여토록 일정을 발표하였다.
최초의 통합 계획은 아래 표와 같으며 몇 단계로 나뉘어 있다.
특정 헬스케어 시설이 특정한 단계에 할당되는 작업은 여러 가지 기술적, 보안적 준비 및 의료기관그룹 또는
단독기관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각 의료시설은 아래 통합리스트에 제시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아부다비 건강정보교환에 관한 정책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들은 이 일정에 따라야만 한다.
한편 초기 오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스템 이행기로 분류된 의료시설들이 있으며 이들은 초기 다음
단계에서 참여가 요구되는데, 치과, 일반 치과클리닉, 헬스케어서비스, 모바일헬스(원격의료)시설, 약국,
사립학교보건소, 재활센터 등이 포함된다.

발표된
계획은 의료시설(병원)의 대부분은 2020년2월말까지 참여시킨다는 일정이었으나, 실제로는
늦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현재 협약이 이루어져 연결되어 있는 의료기관(그룹)은 20개로 아부다비의 대표적인 공공,
민간 의료기관그룹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총1,879 의료시설이 참여를 약속하였고 총523개 시설(병원, 클리닉)의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있다. 또한 13가지 종류의 EMR를 통한 330만명의 환자 관련 8,100만건의 임상기록이
연결되어있으며 시스템 사용자는 총 24,600명에 달한다고 한다.
< 의료기관 참여 일정 계획 >

구분

의료기관/시설의 유형

참여협약 체결 시한

연결 시한

1A단계

최초 참여기관 6곳(부속시설 포함)
- 아부다비병원관리청(SEHA),
클리블랜드클리닉아부다비, 임페리얼칼리지
당뇨센터, 헬스포인트, 유나이티드이스턴
메디칼그룹, 오아시스 병원

2018.12월

2019,9월

1B단계

2차 참여기관(부속시설 포함)
메디클리닉미들이스트, NMC헬스케어, VPS그룹,
내셔널레퍼런스랩, 메나랩스

2019.4월

2019.10월

2단계

1단계 미참여 의료기관, 시설(병원), 클리닉,
전문센터와 전문클리닉

2019.6월

2019.11월

3단계

2단계 미참여 의료기관, 시설(병원), 클리닉,
개별 의료센터와 클리닉

2019.6월

2019.12월

4단계

그룹약국 및 개별약국, 진단서비스시설

2019.7월

2019.12월

출처: 홈페이지, malaff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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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UAE는 말라피 시스템을 코로나 대유행 대응에도 활용하고 있다. 구축된 진료정보 데이터베이스와
ICT플랫폼을 활용하여 COVID-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도 활용하려는 실용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아부다비
보건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COVID-19 검사 기록과 COVID-19관련 정보를 말라피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저장해 두고 이를 의료기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 및 구축된
진료정보데이터베이스를 아직 말라피 참여협약을 맺지 않은 기관에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접근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료인이 코로나 관련 응급 상황이나 관련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１９)
이러한 코로나 대유행 관련 정보의 수집, 집적 및 공유 정책은 효과적인 재난 대응 방법으로 보여진다.
< 진료정보교환시스템 참여 의료기관, 2020년 5월 >
의료기관명

사용EMR

Kanad Hospital(Oasis Hospital)

Concepts

Danat Al Emarat Hospital

Yasasi

HealthPlus

Pragmedic

SEHA (Abu Dhabi Health Services Company)

Cerner

Mediclinic Al Noor Hospital

TrakCare

Cleveland Clinic Abu Dhabi

EPIC

Moorfields Eye Hospital

Pragmedic

Healthpoint Hospital Abu Dhabi

Cerner

Imperial College London Diabetes Centre

Diamond

NMC Healthcare

NMC INSTA

Capital Health

TrakCare

Al Salama Hospital

Oracle Apex

Specialized Medical Care Hospital

Mediplus

VPS Healthcare

SAP

NMC Ruwais Hospital

NMC INSTA

SEHA Emirates Hospital

Concepts

Dar Al Shifaa Hospital

Concepts

Emirates International Hospital

Concepts

AL Basheer Medical Centre

SHADE

Cambridge Medical &Rehabilitation Center

MEDiCACLOUDCARE

출처: 홈페이지, malaffi.ae

１９)  DOH, Abu Dhabi further strenghtened response to COVID-19 through Malaffi, 보도자료, 2020.4.27., UAE는 연방보건부, 아부다비,
두바이보건청이 미디어채널을 통해 자주 투명한 방식으로 확진자 숫자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드라이브스루 검사장 설치와 격리시설 확대 및 대량
검사 실시 등 적극적인 중앙통제식 방역 및 대응으로 코로나 대유행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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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사점

UAE는 공공보건과 의료 수준의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UAE정부는 원유로 축적한
부를 국부펀드 ２０)를 통해 국가사업에 다양하게 재투자하고 있는데, 헬스케어도 중요한 추진영역 중의
하나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내지는 헬스케어의 ICT도입, 신기술도입)의 추진은 UAE 보건의료의 주요한 혁신의
방향으로서,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진료정보의 전국가적 통합, 나아가 관련 정보의 연결을 통한 빅데이터와
정밀의료의 추진,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시대 신기술 흐름의 적극적 적용, 의약품 유통관리과정
디지털화, 원격의료와 온라인 약국 등이 빠르게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다.２１) 여기에 필수적인
정보관리와 개인정보보호를 규제하기 법규정들이 최근에 다수 제정되어 왔다.

UAE의
헬스케어 신분야의 추진 과정은 이해관계자 참여나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한국과는 달리 중동 국가의 특유한 정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진행이 빠른 특징을 보인다. 말라피
진료정보교환 시스템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3년만에 구축하였으며 다만 2020년
2월까지 모든 의료기관을 참여 협약을 마치려던 애초 계획이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행정상의
강제력을 발휘하여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２２)
UAE 아부다비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의 도입 과정은 매우 빠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헬스케어의 디지털화 추진을 핵심 의료혁신 요소로 선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였고,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사업 방식을 적극 활용하였다.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 기술이 요구되었으므로 해외의 관련
전문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유연한 모습을 보였으며,２３) 활용
측면에서도 이미 구축된 진료정보교환시스템을 용응 플랫폼화하여 아직 미참여한 의료기관에게도 코로나
대유행에의 대응을 위해 구축된 환자정보를 공개하고 코로나테스트 검사결과를 제공하는 등 실용적이고
개방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２０)  아부다비투자청(ADIA),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 무바달라투자회사(Mubadala Investment Company), 두바이투자공사(ICD),
에미리ㅡ투자청(EIA)등이 있으며 이들 자산의 총합계는 1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주UAE대사관, UAE개황, 2018
２１)  환자 정보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한후 유전체정보, 유행병정보 등 의료관련 빅데이터를 통합시키려는 비전이 말라피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UAE 모든 거주민의 건강정보를 저장, 활용하는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Arab Health 2020, 두바이 정부 전시관
자료
２２)  아부다비 보건청의 의료기관의 조속한 가입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가입이 늦어지거나 거부하는 경우 보건청은 다양한 제재(의료기관 면허
갱신 거부 등)를 가할 수 있다. 알타미미(Al Tamimi)법무법인 세미나, 2019년10월
２３)  U AE에서는 헬스케어의 정보보안을 위해 개방형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통신사, 해외벤처 등과 다양한 사업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의약품 유통관리 시스템을 보건청과 UAE통신사업자 및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기술벤처가 합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장기이식 관리 앱을 출시하기도 했다. ‘UAE보건의료분야의 블록체인기술 적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리포트,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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