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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창의자율과제명
링 서명과 스텔스 주소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강화 

방안
연구기간 2019. 06. 01 – 2020. 2. 28

연구 필요성
o 진료정보교류의 중요성

- 건강관리 질의 향상: 환자의 진료정보 히스토리를 활용해 진료 및 진단의 정확성 향상

- 진료 및 병원 행정업무의 효율화: 불필요한 재검사의 감소로 인한 진료 프로세스 간소화, 업무 소요

시간 단축

- 환자의 만족도 향상: 재검사의 감소로 인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고 진료정보 히스토리를 활용

해 더 정확한 진료 및 진단을 받을 수 있음 

o 진료정보교류 장애 요소

- 미국, 유럽 등에서 많은 금액을 들여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적용되어 활

용되는 경우가 적음

- 진료정보교류 실현 장애요소로 1)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비용, 2)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우려, 3) 효율성 부재 등이 존재 (Kruse et al., 2014; Eden et al., 2016)

o 블록체인을 활용한 진료정보교류 방식

- 최근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활용해 진료정보교류 실현 장애 요소 중,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블록체인 활용 시 무결성(integrity), 이용가능성

(availability), 신뢰성(trust) 측면의 장점 존재

- 무결성 측면: 블록체인에 저장된 진료정보교류 활용 정보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문제 발생 시 

블록체인 상의 정보를 활용해 문제 원인 파악 및 검증 가능

- 이용가능성 측면: 새로운 중앙화된 공격 포인트를 생성하지 않으며 진료정보교류를 실현할 수 있고, 

중앙화된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단일지점실패(single point failure)로 인한 서비스 중단 확률이 매

우 낮음

- 신뢰성: 하나 또는 소수의 엔티티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된 상황에서도 진료정

보교류 가능

o 제시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방식의 개인정보 측면의 문제

-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 1) 병원A의 환자B에 대한 진료정보 접근권한(병원A – 환자B, 접근허가)

을 블록체인에 저장, 2) 병원B에서 병원C로 진료정보를 요청, 3) 병원C는 블록체인을 확인하여 병원A

가 환자B의 정보에 대해 접근권한이 있는지 확인 후, 접근권한이 있다면 병원B에 진료정보 전달

-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 블록체인 상에 공개된 블록체인 주소를 활용하여 환자, 병원 등의 진료정보교

류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기존의 주요 논문에서도 이미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

(Azaria et al, 2016; Dagher et al, 2018; Rahmadika & Rhee, 2019)

- 환자, 병원 등이 식별되면, “환자B가 산부인과, 정신과 등을 방문했다”와 같은 민감한 정보 유출이 

가능하며, 이는 진료정보 실현에 큰 장애요소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o 기존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o 진료정보교류 요구사항을 고려한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방식 제시

o 프로토타입 개발 및 방안 검증

□ 주요내용

o 송신자의 블록체인 주소를 감추는 링 서명(ring signature) 방식과 수신자 주소를 명시하지 않는 스텔

스 주소(stealth address) 방식 활용한 작업 흐름 제시



o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진료정보 교류 시, 링 서명 및 스텔스 주소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소프트웨어 구성도 제시

o 제시한 작업 흐름, 아키텍처, 스마트 계약,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활용해 프로토타입 개발 및 정성적 

검증 진행

주요실적 / 구현결과

o  링 서명 & 스텔스 주소를 활용한 진료정보 접

근 허가 요청 및 요청 확인 작업 흐름 (그림 1)

o 링 서명 & 스텔스 주소를 활용한 진료정보 접근 

허가 요청 작업 흐름 (그림 2)

o 예비지식

- 링 서명: 트랜잭션의 송신자를 1명이 아닌 

n명으로 하여 트랜잭션을 송신하는 방식. n명 중, 

실제 트랜잭션을 송신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움

- 스텔스 주소: 트랜잭션에 수신자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 수신자만이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트랜잭션에 명시하는 방식. 송신자 – 수신자 

정보의 연결을 끊어 개인정보를 강화

o 링 서명 & 스텔스 주소를 활용한 진료정보 접근

허가 요청 작업 흐름 (그림 1 참조)

- 송신자(정보 요청자): 암호화된 진료정보 접근허

가 요청과 링 서명, 스텔스 주소를 트랜잭션에 

담아 블록체인에 전파

-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링 서명을 검증하고, 완료

되면 요청을 블록체인에 저장

- 수신자: 블록체인을 모니터링하며, 자신에게 전

달된 트랜잭션을 검색 (스텔스 주소 활용). 암호

화된 요청서를 복호화하여 확인

- 상세 설명

1. 데이터 요청자는 생성한 대칭키를 활용해 진료정

보 접근 요청서를 암호화

2. 환자(수신자)만 대칭키를 복호화 할 수 있도록, 

환자의 공개키를 활용해 대칭키를 암호화

3. 수신자의 공개키와 임의로 생성한 개인키를 활용

해 스텔스 주소를 생성

4. 랜덤 생성한 개인키에 대응하는 공개키를 생성

5. 블록체인에 저장된 다른 진료정보교류 참여자들

의 공개키 중, 임의로 선택한 공개키와 데이터 요청

자 본인의 개인키를 조합해 링 서명을 생성. 데이터 

요청자는 생성한 5개 정보(암호화된 요청서, 암호화

된 대칭키, 스텔스 주소, 랜덤 생성한 공개키, 링 서

명)을 트랜잭션에 담아 블록체인에 전송

6. 링 서명 스마트 계약은 참여자의 공개키를 활용

해 트랜잭션의 링 서명을 검증



o 링 서명 & 스텔스 주소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3)

o 링 서명 & 스텔스 주소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스마트계약 (그림 4)

o 소프트웨어 구성도 (그림 5)

 

7. 링 서명 스마트 계약는 링 서명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트랜잭션을 접근허가 요청 스마트 계약에 전달

하여 해당 트랜잭션을 저장한다.

8. 환자(수신자)는 본인에게 전달된 접근허가 요청서

가 존재하는지 지속적으로 블록체인을 확인

9. 데이터 요청자가 임의로 생성한 공개키와 환자(수

신자) 본인의 개인키를 조합하여 스텔스 개인키, 스

텔스 주소를 생성하고 생성한 스텔스 주소가 허가 

요청서에 명시된 스텔스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10. 환자 본인의 개인키를 활용해 생성한 스텔스 주

소와 트랜잭션에 명시된 스텔스 주소가 일치한다면, 

암호화된 대칭키를 수신자 본인의 개인키를 통해 복

호화

11. 암호화된 접근허가 요청서를 대칭키를 활용해 

복호화하고 접근허가 요청서를 확인

o 링 서명 & 스텔스 주소를 활용한 진료정보 접근

허가 및 허가서 확인 작업 흐름 (그림 2 참조)

- 송신자(접근 허가자): 접근 권한과 진료정보 교류

에 필요한 메타 정보(IP, PORT) 등을 암호화하고, 

링 서명, 스텔스 주소를 트랜잭션에 담아 블록체

인에 전파

-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링 서명을 검증하고, 완료

되면 접근 권함 및 메타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

- 수신자: 접근이 허가되었다는 알람을 받은 후, 

해당 트랜잭션을 복호화. 메타정보를 통해 진료

정보를 요청하고 획득 

- 상세설명

1. 접근허가서를 임의로 생성한 대칭키를 활용해 암

호화

2. 임의로 생성한 대칭키를 데이터 수신자의 공개키

를 활용해 암호화

3. 실제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병원의 공개키를 활용해 임의로 생성

한 대칭키를 암호화

4. 접근 허가 요청서 확인 시, 생성했던 스텔스 주소 

개인키를 활용해 서명을 생성한다. 4가지 결과물을 

트랜잭션에 담아 접근허가 요청이 저장된 스마트 계

약에 전송



o 프로토타입 구현 결과 (그림 6)

<로그인 화면>

<접근허가 요청 생성 화면>

<접근허가 요청 알림 화면>

5. 스마트 계약 상(블록체인 상)에서 해당 트랜잭션

이 허가 요청서에 명시된 스텔스 주소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성한 트랜잭션인지 서명을 통해 검증

6. 허가 요청서에 접근이 허가되었다는 표시

7. 그 후, 접근 허가서를 블록체인에 저장

8. 허가 수여자는 허가가 완료되었다는 이벤트를 수

신

9. 해당 접근 허가서를 블록체인에서 가져옴

10. 허가서 안에 포함된 암호화된 대칭키와 본인의 

개인키를 활용해 대칭키를 복호화

11. 복호화한 대칭키를 활용해 암호화된 허가서를 

복호화하여, 진료정보 요청에 필요한 메타정보를 획

득. 획득한 메타정보를 활용해 진료정보 보유 기관

에 진료정보를 요청

o 링 서명 & 스텔스 주소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아키텍처 (그림 3 참조)

- 환자: 진료받은 후, 전달받은 QR 코드로 본인의 

진료정보 메타정보를 관리. 블록체인을 모니터링 

하며 스텔스 주소 확인. 본인에게 전달된 요청 

이라면, 메타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요청자에게 

전달

- 서드파티(데이터 필요자): 블록체인을 통해 환자

에게 진료정보 접근을 요청. 송신자 주소를 감추

기 위해, 링 서명을 활용. 환자가 허가 시, 블록

체인을 통해 알람과 메타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진료정보 교류 시 활용

- 병원: 환자의 실제 진료정보를 로컬 데이터베이

스에 저장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진료정

보 요청자의 접근권한을 확인한 후 진료정보를 

제공

- 블록체인: 링 서명 검증, 접근허가 요청서, 접근 

허가서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o 링 서명 & 스텔스 주소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스마트계약 (그림 4 참조)

- Access Request Contract(ARC): 진료정보 접근허가 

요청서를 저장, 관리하는 스마트계약. RVC의 

function call을 통해서만 변경 가능

- Access Permit Contract(APC): 요청서에 대응하는 



접근 허가서, 메타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스마트계

약. ARC의 function call을 통해서만 변경 가능

- Exchange Log Contract(ELC): 접근 허가, 진료정보 

교류 후, 히스토리 추적을 위해 로그를 저장, 관리하

는 스마트 계약

- Health & Meta info hash Contract(HMC): 정보의 위

변조를 파악하기 위해 진료정보, 메타정보의 해시 

값을 관리하는 스마트계약

- Participant Contract(PC):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환자, 병원, 서드파티 등의 참여자들의 계정, 공개

키, 역할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 계약. PC에 저장되

어 있는 참여자들의 공개키 중, n-1명의 공개키를 

임의로 가져와 링 서명에 활용

- Fing Verifier Contract(RVC): 트랜잭션에 포함된 링 

서명을 검증하는 스마트 계약. 링 서명이 검증된 트

랜잭션만 RVC를 통해 ARC에 요청서를 저장 가능

o 소프트웨어 구성도 (그림 5 참조)

- User interface & controller: 진료정보교류 

참여자가 활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

- Model: 사용자 프로그램과 블록체인을 연결시키기 

위한 요소이며, 6가지 컴포넌트로 구성

1) push manager: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알람을 

전달하기 위한 요소

2) cipher manager: 링 서명 & 스텔스 주소 생성, 

정보 암호화를 위한 요소

3) scanner: 트랜잭션의 스텔스 주소를 스캔하며, 

본인에게 전달된 트랜잭션을 찾기 위한 요소

4) blockchain manager: 트랜잭션 생성과 같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역할 담당

5) database manager: 로컬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쓰기 위한 요소

6) 외부 API manager: 인증기관을 통한 회원가입, 

메타정보 활용 진료정보 요청을 위한 요소

- Blockchain: 블록체인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계약 

배포 및 활용을 위한 요소

o 구현된 프로토타입 (그림 5, 6 참조)

- UI 및 controller: AngularJS 기반으로 Electron을 

활용해 개발

- Model: Node.js를 활용해 서버사이드 프로그램 개



발

- 블록체인: 이더리움 테스트 넷을 활용하여 구성

하였고, 솔리디티(solidity)와 리믹스(remix)를 활용해 

스마트 계약 구현 및 배포 진행

- 로그인 화면: 블록체인 주소에 대응되는 개인키

를 활용해 로그인

- 접근허가 요청서 생성 화면: 임의의 n-1명의 공

개키와 본인의 개인키를 활용해 링 서명을 생성

한 후, 수신자의 공개키를 활용해 스텔스 주소를 

생성하는 화면

- 접근허가 요청서 알림 화면: 본인의 개인키에 대

응하는 스텔스 주소가 검색되어, 사용자에게 알

람을 통해 알려주는 화면. 요청서를 복호화하여 

세부 요청 내용을 디스플레이

활용방안 / 기대효과
o 블록체인은 여러 참여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동기화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고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를 무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이로 인해, 진료정보교류 시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방안은 공개된 정보를 통해 참여자 식별이 가능하다는 문

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각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본 방안에서는 링 서명과 스텔스 주소를 활용해 참여자 식별 가능성을 낮추는 블록체인 기반 

진료정보교류 방안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을 진료정보교류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성을 증진

시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진료정보교류에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