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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Healthcare란 언제 어디서나 의료 장비  센서 등을 이용하여 수집된 생체 정보를 유선 는 무선

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유비쿼터스를 지향하는 지능형 의료정보를 제공하는데 목 을 두고 있는 서

비스이다. 각종 센서에서 수집된 생체 신호  의료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  는 병

원 등에 송되어야 하는데, 시 에서는 하드웨어나 서비스 심의 구 에만 집 되고 있어서 송 

시에 보안에 한 연구가 제 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한 이와 같은 이런 정보들은 개인에게는 

매우 요한 데이터로써 외부로 노출될 시에 심각한 라이버시 침해가 상된다. 이를 해 본 논문

에서는 PKI 사용자 인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u-Healthcare서버에 로그인 하는 시스템을 설

계하고 구 하 다. 

1. 서론 

   u-Healthcare란 “인체의 건강 련 정보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ubiquitous) 수집, 처리, 달, 

리할 수 있게 해 으로써 제공되는 원격지 의료서비

스(Healthcare)"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용 단말기

로 측정하고 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u-Healthcare 서버 는 병원으로 송하여 치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송받는 것이 u-Healthcare의 기

본 서비스이다. 이를 해서 수집한 생체신호를 병

원 는 필요한 기 으로 송하는 시스템이 필수

이다. 하지만 이러한 u-Healthcare 시스템은 아직 

기단계이기 때문에 센서부분이나 송시스템 부분 

등 하드웨어  서비스 심의 구 에만 이 맞

추어져 있다. 한 이와 같은 사용자의 생체신호정

보는 개인의 라이버시에 직결되는 것으로 보안의 

필요성이 매우 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체 

신호 근 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증과, 비 보장, 무결성, 

부인방지를 만족하기 해서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를 통하여 사용자 인증과 암호화/복호

화를 용한 u-Healthcare 서버 로그인 시스템을 설

계하고 구 하 다.

2.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PKI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으며 

인증이 완료된 송수신자끼리 키를 송함으로써 비

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서로간의 필요한 생

체 데이터를 안 하게 송할 수 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연 되어 있는 두 개의 

키를 이용하여 암호화하거나 복호화 하는 알고리즘

이다. 즉, 하나의 키로 암호화하고 나머지 다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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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키로 이를 복호화할 수 있다. 따라서 키 에서 

하나의 키를 공개하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 한다. 이때 공개하는 키를 공개키(Public 

Key)라고 하며 공개하지 않고 개인이 비 로 보

하는 키를 개인키(Private Key)라고 한다[3]. 이를 

통해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통신을 하기 해서는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그림 1)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개키(Kb+)를 통해 수신자에

게 보내는 자의 메시지(m)을 암호화하고 이를 송

한다. 수신자는 이 암호문을 자신의 개인키(Kb-)로 

복호화 하여 메시지를 얻는다[4]. 

  이 공개키 암호화에서는 부인 방지의 기능도 제공

한다. 부인 방지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메시

지를 보냈을 때 나 에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으로서, 송신

자는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해야 공개키로 해독되

므로 부인 방지 기능을 가진다. 이 부인 방지는 주

로 서로가 확실한 신원이 확인되어야 하는 자 상

거래에서 쓰인다. 

3. 인증과 PKI

3.1 인증

  인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되어진다. 첫 번

째는 자 서명을 통하여 구 될 수 있는 사용자 인

증 는 메시지 인증을 의미하는 “Authentication"이

고, 두 번째는 공개키 암호방식에서 공개키의 무결

성을 보장하기 해 인증기 이 발행하는 인증서의 

의미를 갖는 ”Certification"이다.

  인증(Authentication) 서비스의 필요성은 공개키 

암호시스템의 사용에서부터 비롯되며, 자상거래 

환경 구축을 해서는 인증, 무결성, 비 성, 부인방

지 등의 정보보호 서비스가 필수 으로 요구되며, 

이는 자 서명 기술을 활용함으로서 해결 가능하

다. 공개키를 이용한 상 인증 방식은 (그림 2)와 같

다.

(그림 2) 공개키의 의한 사용자 인증

  송신자는 공인기 에 수신자의 공개키(Kb+)를 조

회하여 Kb+를 획득한다. 송신자는 난수 r을 생성하

고 수신자의 공개키 Kb+를 이용하여 r을 암호화한

다. 그리고 암호문 C를 수신자에게 보낸다. 수신자

는 자신의 비 키(Kb-)를 이용하여 암호문 C를 복

호화하고 t를 구한다. 수신자는 t를 다시 암호화 과

정을 거쳐 송신자에게 보낸다. 송신자는 t의 값과 r

의 값을 비교하여 같으면 수신자를 정당한 사용자로 

인증한다. 

3.2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키 암호기법을 이용한 자 서명 기술은 수학

으로 그 안정성을 증명 할 수 있는 표 인 인증

(Authentication) 기법으로, 이것의 실제 용을 

해서는 인증(Certification)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해서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자서명 기

술의 효과 인 이용이 요구되며,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인증방법을 구 하기 한 기술 , 제도  

기반이 요구되는데 이를 공개키 기반구조(PKI : 

Public Key Infrastructure)라고 한다[7-10]. PKI를 

구축함으로서 암호키 갱신, 복구 탁 등과 같은 키 

리, 인증서 생성  취소 리, 그리고 인증 정책

리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PKI 환경을 

구축하는 주요 객체는 인증기 인 CA(Certification 

Authority), 인증서 장소(Certification Repository), 

최종 사용자(End User or Client) 그리고 서비스 제

공 주체 등으로 구분된다. 

4. 제안 모델 설계

4.1 기존의 시스템의 문제

  기존에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송신자와 수

신자 사이의 다른 알고리즘보다 비교  안 하게 데

이터를 송할 수 있다. 하지만 송신자에게 들어온 

수신자의 공개키가 정당한 수신자인지 단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당하지 못

한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인증되지 않은 공개키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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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주었다면, 송신자는 개인 데이터를 손쉽게 넘겨주

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설 인증기 을 마련하고 JAVA언어를 통하여 

SinedApplet과 RMI 로토콜을 이용한 신뢰성 있는 

통신 시스템을 구 하 다.

 

4.2 PKI를 통한 u-Healthcare 서버의 로그인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인증 서버를 통하여 

u-Healthcare 서버와 클라이언트 시스템(생체신호 

송시스템) 인증을 하고, 세션 정보 생성  데이

터에 하여 공개키 기반 TLS(Transport Layer 

Security)를 통하여 암호화함으로써 보안성을 강화 

하 다. (그림 3)은 체 시스템의 개요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체 시스템 개요도

본 논문의 u-Healthcare 송시스템은 시리얼포트를 

통하여 생체신호를 입력받는다. 생체신호가 입력되

면 인증서버에게 인증을 요청하고 공개키를 송받

는다. 공개키를 송받은 송시스템은 공개키를 이

용하여 u-Healthcare와 상호인증을 수행하고 인증이 

완료되면 비 키를 송받아 이를 통하여 생체신호

를 암호화하여 서버로 송한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 을 요약하면, 각 구성요소간의 

신분확인, 신호를 송하기까지 과정에서 교환되는 

제어정보에 한 무결성  기 성, 신호가 송되

는 동안에 교환되는 정보의 기 성에 한 보안 책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안 취약 은 u-Healthcare 

서버에 공개키 기반 서버인 인증 서버를 두어 인증

서를 통한 사용자인증을 확인함으로서 해결한다.

  인증서를 통한 송 보안 로토콜은 각 참여자뿐

만 아니라 하드웨어 자원에 한 인증도 가능하여 

보안성이 강화된 사용자 신분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부하를 이기 해서는 키

의 생성은 서버에서 이루어지게 설계하 으며 클라

이언트에서는 오직 인증을 한 공개키 암호화  

생체신호 암호화를 한 비 키 암호화만을 수행하

게 하 다. 다음의 (그림 4)는 u-Healthcare 서버에 

로그인하는 인증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Basic인증{

 MAC 어드 스 필터링을 통해 인증 수행;

 if(허가된 사용자) {u-Healthcare 서버공개키 송;

 if(u-Healthcare서버의 공개키를 이용해

서버와 상호간 인증수행==Pass)

   비 키 알고리즘을 통해 비 키 송;

}}

Basic 송{

 비 키 획득후 생체신호를 암호화 송;

 u-Healthcare 서버는 암호화된 메시지 수신후 복호화;

}

(그림 4) u-Healthcare 서버의 로그인 인증 알고리즘

  인증 차는 (그림 5)와 같다. 먼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MAC 어드 스를 통하여 인증 서버에 인증

서 발 을 요청한다. 인증 서버는 이를 통하여 클라

이언트 신원을 확인하며, 정당한 사용자로 확인되면 

인증서를 발 한다. 클라이언트는 이를 통해 

u-Healthcare 서버의 공개키를 획득한다.

(그림 5) 인증 차

5. PKI를 통한 u-Healthcare서버의 로그인 시스템 구

  송 시스템이 생체신호측정단말기로부터 생체신

호를 달받아 인터넷망으로 송하기 한 시스템

의 모듈 구조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송시스템 모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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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된 시스템은 생체신호를 암호화 모듈을 통해 

암호화를 수행한 후 TCP/IP를 통해 u-Healthcare 

서버로 패킷을 송한다.

  우선 인증 모듈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공개키 

알고리즘을 통한 인증을 실시하고 연결을 설정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암호화 모듈은 생체신호를 송하

기 하여 암호화를 수행하고, 네트워크 모듈은 클

라이언트와 서버간의 통신을 한 모듈이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MAC 어드 스를 통하여 인

증 서버에게 u-Healthcare 서버의 공개키를 요청하

게 된다. 인증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MAC 어드 스

로 클라이언트를 인증하고 u-Healthcare 서버의 공

개키를 인증서에 첨부하여 송한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 구 한 로그인 시스템은 자바의 애 릿을 기

반으로 설계하 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PC에서 

일을 장하거나 읽어올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자바

의 보안 정책 때문인데 이를 해서 사용자 인증서

를 발 하여 클라이언트 PC에 장을 하고 인증서

를 읽어오는 과정을 처리하기 해서는 ActiveX와 

같이 사용자에게 로그램을 설치할 때 설치 할 것

인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물어보는 Signed Applet

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한 클라이언트에 인증

서를 설치하 다면 이 인증서에는 공개키가 포함되

어 있는데 사용자가 웹에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곳에 근을 할 때 사용자가 입력한 비 번호를 확

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버에는 개인키

를 보 하고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개인키를 리

하기 해서 자바의 RMI(Remote Method 

Invocation) 통신 로토콜을 이용한다. (그림 7)은 

Signed Applet과 RMI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것을 나

타낸 그림이다.

(그림 7) Signed Applet과 RMI 구조도

6. 결론

  u-Healthcare 서비스는 병원이나 형 의료기 을 

심으로 발 한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재까지 설계된 

u-Healthcare 시스템은 송이나 서비스 구 에 

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송되는 생체데이터는 

각 개인의 요한 정보로서 보안의 필요성이 실히 

요구된다. 이때 송신자와 수신자가 정상 인가를 확

인할 수 있는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고 데이터 한 

암호화하여 송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KI를 통하여 인증이나 기 성  무결성을 구 한 

u-Healthcare 서버 로그인 시스템을 제안하 다. 이

를 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인증을 한 인증 

모듈과 암호화 모듈을 설계하 고 구 하 다.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u-Healthcare 시스템의 센서

에서 얻어진 요한 생체데이터의 보안에 가장 합

한 알고리즘의 선정과 보안 모듈의 설계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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