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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 의료 정보를 다루는 분야로서 단

순한 건강 검진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

가 있다. 개인 의료 정보 속성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개

인 의료 정보가 불법적으로 노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단순한 개

인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개인 의료 정보 공유 및 인증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보안성을 고려하여 u-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

로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기관에 의한 개인 의료 정보 남용을 방

지하기 위해 보안 감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u-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보안 취약점 및 

최신 정보보호 기술 동향에 관해 알아본다.

Ⅰ. 서 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는 고도의 의료 

기술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더욱 

더 연장되었다. 또한 u-지능화 사회에 대비한 융복합(IT/BT/

NT) 기술융합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정보통신 기술과 바이

오 산업 간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서

비스 이용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등장으로 시간적, 공간

적 제약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특징과 IT-BT-NT 기술융합은 개인 정보의 공유 및 사용자 편

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바이오 디지털 융합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

로 인해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이하 u-헬스케어)의 실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1]. 

2006년도에 IDC의 IT 세계 시장 전망 자료에서 향후 가장 높

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IT 분야의 하나로 u-헬스케어 

분야를 선정하였다[2]. u-헬스케어 서비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의료 센서 및 기기의 활용과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공유, 개

인인의 생체 정보, 헬스케어 정보 등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수

집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u-헬스케어 서비스 활용 과정에서 개인의 정

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헬스케

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u-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 의료 정보를 다루는 분야로서 단순한 건강 검진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생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인 의료 정보 속성

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만약 개인 의료 정보가 불법적으로 노

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단순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개인 의료 

정보 공유 및 인증방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보안성을 고

려하여 u-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건강 

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기관에 의

한 개인 의료 정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감사 시스템이 강

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u-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

된 다양한 보안 취약점 및 보안 기술 동향에 대해 기술한다.

Ⅱ. u-헬스케어 서비스 보안 이슈

u-헬스케어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등장으로 환자의 집이나 사무실 또는 환자

가 이동 중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공간

적 제약을 없애고 환자가 생활 공간속에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u-헬스케어 서비스는 바이오 

센서 및 의료 기기의 발달과 안정된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 개인 의료정보 교환 및 처리를 위한 표준 기술들로 인해 서

비스의 실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의료 관련 

법규제등의 이유로 느리게 확산되고 있다[3]. u-헬스케어 서비

스는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된 서비스로서 <그림 1>과 같다.

u-헬스케어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병원 출현과 의료 기기 간

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진료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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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형태의 u-병원(u-Hospital) 형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사

용자를 노인 및 만성질환자임을 고려하여 건강을 모니터링 받

아 관리하는 개념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최근에는 질병 치료보다 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제공

하기 위해 운동량, 칼로리 섭취량, 스트레스 등을 사용자의 단

말기를 이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

고 관리할 수 있는 웰니스(Wellness) 형식 등의 다양한 방법으

로 구축되고 있다[4]. 

u-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의 건강 및 의료 정보를 포함하며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Privacy) 측면에서 다양한 위

협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법·제도적 장애물로는 의료기관 전

반적으로 인적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용통제 등의 정보보안

의 적용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개인건강정보(PHR: 

Personal Health Record)는 개인의 병력을 비롯한 민감한 개

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유출 시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축척·관리되어 이를 활용하면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양면을 가진다. 의료

정보시스템의 확산에 따란 이의 위변조, 정보유출, 해킹 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다. 개인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료정보 서비스

는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료

정보에 대한 해킹, 변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성이 담보되

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안기술 

및 관리체제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4]. 

Ⅲ. u-헬스케어 서비스 정보보호 기술 소개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u-헬스케어 서비스에서의 정보

보호 기술 향상을 위해 RFID 기술을 이용한 u-헬스케어 서비

스 인증 프로토콜 개발 연구, EHR 클라우드 보안 기술 개발 연

구, 안전한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개발 연구, 안전한 전자 처

방 시스템 개발 연구, WSN 기반 헬스케어 보안 인증 스킴 개

발 연구, 원격 의료 정보 시스템을 위한 인증 스킴 개발 연구, 

WBAN 인증 스킴 개발 연구, 보안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연구, 모바일 에인전트를 사용한 의료 정보의 안전한 통신 기술 

개발 연구, Shamir의 비밀 공유 스킴을 사용한 의료 정보보호

와 EPR 은닉 기법 연구 등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 및 연

구하고 있다.

1. RFID 기반 u-헬스케어 보안 기술 연구

유비쿼터스 환경의 핵심 기술인 RFID는 소지가 간편하고 빠

른 인식 속도 및 반영구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u-헬스케어 환

경에서 의료 과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적으로 사용된

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환자들에 대한 의료처방 및 치료를 정

확하게 수행 할 수 있다. 하지만 태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리더의 신호에 의하여 쉽게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청

(Eavesdropping), 트래픽 분석(Traffic Analysis), 데이터 가로

채기(Data Interception), 데이터 위조 및 변조(Data Forgery 

and Alteration) 등의 보안 공격들에 의해 기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으로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다루는 u-헬스케

어 환경에서는 훨씬 더 강한 정보보안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RFID 기술을 이용한 u-헬스케어 서비스 인증 프로토콜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로 인증(Authentication), 

무결성(Integrity), 기밀성(Confidentiality), 통신로 보안

(Communication Channel Security), 효율성(Efficiency) 등의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u-헬스케어 의료 환경에서 

RFID 기술 활용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제공이다. 이를 위해 2012

년에 Yoon 등은 위와 같은 u-헬스케어 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환자 인증 및 환자 개인 의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RFID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5]. <그림 2>와 같이 동

작하는 제안된 시스템은 병원 내의 모든 환자들이 자신들의 의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RFID 태그를 전자팔찌(Bracelet) 또는 전

자발찌(Ankles) 등의 스마트 밴드(Smart Band) 형태로 착용하고 

있음을 가정하였으며, RFID 기반의 환자 인증 프로토콜과 데이터

베이스 보안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강인한 보안성과 효율성을 제

그림 1. u-헬스케어 융합 서비스[1]

그림 2. RFID 기반 환자 인증 프로토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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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주어, 첨단 의료 환경 상에서 환자 인증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RFID 정보보호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RFID 이용한 환자 관리, 수혈 관리, 의약품 관

리, 신생아 관리, 근태 관리 및 위치 추적, RFID 건강검진 시스

템, 의료 자산 관리, 감염성 폐기물 관리, 사체 관리 등 광범위

한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2. EHR 클라우드 보안 기술 연구

2012년에 Chen 등은 <그림 3>과 같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에서의 안전한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을 

제안하였다[6-16]. 제안된 시스템에서 u-헬스케어 클라우드 

생태계는 병원과 클라우드 제공자에 의해 구축된다. 대형 병원

은 자신만의 개인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진료 

정보, 검진 자료, 병리 자료, 간호 차트와 같은 환자의 의료 정

보는 병원 내 개인 클라우드와 공개 헬스케어 클라우드 제공자 

내에 각각 저장된다.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병원 간의 교차 

접근은 요청 병원과 소유 병원 사이에 안전한 EHR 공유 환경 

구축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 

클라우드 EHR 시스템에서는 정보 소유권(Ownership 

of information), 인증(Authentication), 부인봉쇄(Non-

repudiation), 환자 동의와 인가(Patient consent and 

authorization), 의료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Integrity and 

confidentiality of data), 가용성과 유용성(Availability and 

utility), 감사와 저장관리(Audit and archiving) 등 다양한 보

안 요구사항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안전한 EHR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의사에 의한 안전한 전

자 의료 레코드 생성(Electronic medical record creation) 프

로토콜, 개인 EMR 접근(Private EMR access) 또는 크로스 병

원 EMR 접근(Cross hospital EMR access)에 따른 구분된 전

자 의료 레코드 접근(Electronic medical record access) 프로

토콜, 긴급한 상황에서 접근이 필요한 긴급 접근(Emergency 

access) 프로토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표 1>은 EHR 클라

우드 보안과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의 보안 성능을 비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6-16].

3. 안전한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연구

전자 처방 기록, 전자 처방전, 진단 정보 시스템 등을 포함

한 E-약(E-medicine)은 이제 미래의 추세로 간주된다. 특

히 전자 환자 기록의 구조와 포맷의 개발에 따른 각종 전자 정

보 시스템을 통합으로 구성하는 종합 의료 정보 시스템의 구현

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환경에서 환자

의 약물과 환자의 익명성관 연관된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에 대

한 기밀성 보장을 위해 통합 환자 기록의 안전한 송수신은 반

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012년에 Hsiao 등은 <그림 4>와 같은 

등록 단계, 진단(diagnosis) 단계, 처방전 수집(prescription 

collection) 단계, 보험비(subvention) 지급 단계의 4단계로 구

성된 안전한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IMIS: Integrated Medical 

Information System)을 제안하였다[17]. 
그림 3. EHR 클라우드 시스템 개념[16]

표 1. EHR 클라우드 보안 기술 관련 연구와의 비교[16]

Paper

Security Objective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Non-repudiation
Protection of

patient’s privacy

Patient consent

and authorization

Lekkas	

Pharow	

Kuge	

Ahmad	

Takeda	

Hu	

Kalra	

Sucurovic	

Bonacina	

Gobi	

Chen

O

O

X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X

O

O

O

O

O

X

O

O

O

O

O

O

O

O

O

O

X

X

X

O

O

X

O

O

O

X

X

X

X

X

X

X

X

X

X

O

X

X

X

X

X

X

X

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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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IMIS 환경에서는 최근 의료 기록의 이동성, 위임 

처방전 수집 기능, 추적성과 프라이버시 보호(Linkability and 

privacy protection), 환자 처방전의 불법적 사용 방지, 처방 약

물의 오남용 방지, 의사와 환자/약국 사이의 공모 방지 등의 조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안전한 전자 처방 시스템 연구

2002년에 Ateniese과 Medeiros는 환자가 스마트 카드를 사

용하여 처방전(eprescription) 및 관련 정보를 저장할 수 있

는 전자 처방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18]. 2004년에 Yang 등은  

<그림 5>와 같이 Ateniese와 Medeiros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견고한 스마트 카드 기반 전자 처방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19]. Yang 등은 처방 데이터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하

고 환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그룹 서명 기반의 스킴

과 자신의 서명 기능을 위임할 수 있는 프록시 서명 기법을 각

각 제안하였다. 최근 2012년에 Hsu 등은 <그림 6>과 같은 스마

트 카드 기반의 견고한 보안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새로

운 전자 처방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였다[20].

Yang 등이 제안한 시스템의 역할 구성은 환자, 보험사, 프록

시 서명자, 의사, 병원(그룹 관리자) 및 약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안된 시스템 모델에서 약국에 의해 위임된 약사는 처

방전 처리를 수행 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즉 약사는 환자 처방

전과 약에 대한 서명을 생성하게 된다. 처방 관련된 분쟁이 발

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서명은 의료 처방 판결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 Hsu 등이 제안한 전자 처방 시스템에서는 그룹 서명

과 위임 서명 스킴 모두 적용하여 안전한 전자 처방을 수행하

게 된다. 제안된 시스템은 식별자 기반(ID-Based)의 스킴으로 

익명성(Anonymity)을 제공하며 제3자에 의한 그룹 멤버 폐지

(Revocation)가 불가능한 장점들을 가진다[21].

5. WSN 기반 헬스케어 보안 인증 스킴 연구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과 만성 질환 

그림 4. Hsiao 등이 제안한 IMIS 동작 과정[17]

그림 5. Yang 등이 제안한 전자 처방 시스템[19]

그림 6. Hsu 등이 제안한 전자 처방 시스템[20]

그림 7. 시스템 환경 구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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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어떻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 2012년에 Hsiao 등은 <그림 7>과 같은 

센서 노드가 환자의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무선 센서 기술

과 의료 서비스를 통한한 새로운 환자 인증 스킴을 제안하였다

[22]. 제안한 스킴은 환자의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인 의료 종사

자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인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 노드에서 수집 된 의료 데이터는 의료 직원과 

시스템 관리자의 모바일 장치로 전송되어 환자의 건강 개선

을 위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의료 데이

터가 전송되는 사이에 공격자에 해킹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

료 관리 품질(Medical care Quality) 개선, 데이터의 정확성

(Accuracy), 의사의 상시 모니터링,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림 8>은 환자 생체 

정보 처리 예를 보여주고 있다.

6. 원격 의료 정보 시스템을 위한 인증 스킴 연구

전화 번호, 의료 기록 번호, 건강 정보 등과 같은 환자의 기

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제공을 위해 원격 의료 정보 시스템

(TMIS: Telecare Medicine Information Systems)을 위한 인

증 스킴 개발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2010

년에 Wu 등은 처음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TMIS를 위

한 인증 스킴을 제안하였다[23]. 하지만 He 등은 Wu 등이 제

안한 스킴이 위장 공격과 내부자 공격에 안전하지 않음을 보였

으며 개선된 스킴을 제안하였다[24]. 하지만 Wei 등은 여전히 

보안 문제점을 가짐을 증명하였으며 TMIS를 위한 효율적인 인

증 스킴을 제안하였다[25]. 2012년 최근 Zhu는 Wei 등이 제

안한 스킴 또한 오프라인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안전하지 않음

을 증명하였으며 보안성을 더욱 개선한 새로운 스킴을 제안하

였다[26]. 제안한 스킴은 등록(Registration)과 로그인 및 인증

(Login and Authentication) 단계로 구성된다. 

등록 단계에서 의료 서비스 사용자는 <그림 9>와 같이 자신의 

식별자와 비밀번호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증 값이 저장된 스마

트카드를 발급 받는다.

로그인 및 인증 단계에서 의료 서비스 사용자는 <그림 10>과 

같이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 과정을 거쳐 서버의 인

증을 받아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현재까

지 연구되고 있는 대부분의 원격 의료 정보 시스템을 위한 인증 

스킴은 스마트카드의 보안성과 편리성을 활용하여 사용자 편리

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또한 내부자 공격, 패스워드 추측 공격, 

위장 공격, 홈침 검증자 공격, 재전송 공격, 중간자 공격과 같은 

다양한 암호학적 공격들에 안전하도록 개선 연구되고 있다.

7. WBAN 인증 스킴 연구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 기술은 인체에서 3m 이내의 착용 또는 체내에 

이식된 장치들 간의 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의미한다[27-28]. 

WBAN 기술은 인체의 내부 및 외부에서 여러 가지 용도에 따

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환

경에서 구현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IEEE 

802.15.6 TG 승인 및 PHY/MAC 표준화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림 8. 환자 생체 정보 처리 예[22]

그림 9. 등록 단계[26]

그림 10. 로그인 및 인증 단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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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TTA에서는 Project Group 317을 신설하여 표준화 수행 

및 기업체, 연구소에서 PHY/MAC와 응용서비스 연구가 진행 

중이다[29-39]. 

<그림 11>은 WBAN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29-39]. 

<그림 11>과 같이 WBAN 네트워크 구조는 의료 환자의 상태 정

보를 다양한 통신 기기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종사

자들에게 전송 및 활용된다. 이때, WBAN의 보안은 환자 개인

의 중요한 데이터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

리고 인체에서의 센서 신호는 안전하고 제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한 사람의 센서 신호가 다른 사람의 센서 

신호와 절대로 혼합되어서는 안된다. 결국 WBAN이 WLAN 등

과 같은 다른 네트워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의

료용 장치로서 사용되거나 인체에 이식되는 장치로 응용 및 활

용된다는 점이다. 최근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의료용 이식 장치에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있

는 상황이다. 

2012년에 Ali 등은 헬스케어 모니터링을 위한 인체 무선 네트

워크(Body-Sensor Networks) 기반의 인증 스킴을 제안하였

다[38]. 제안된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2>와 같이 서로 다른 

장치와 여러 대의 액세스 포인트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의료 센

서 네트워크 상에 무선 센서, PDA, 모바일 폰, 태블릿, PC, 온

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통신을 수행

한다. 예를 들면, MobiHealth [35]와 UbiMon [36] 프로젝트의 

목표는 환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부가가치의 의료 서비스

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의 환자는 초단위로 자신의 혈압 측정, ECG 등을 위해 

무선 센서 장치를 입고 있으며, 모바일 폰 또는 PDA 등의 베이

스 스테이션과 주기적으로 통신을 수행하여 해당 정보를 전송

한다. 베이스 스테이션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게 인터넷을 통

해 해당 정보를 전송하게 되며, 의사 또는 간호사와 같은 데이

터베이스 접근이 가능한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 진단 또는 환자

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2012년에 Ahn 등은 <그림 13>과 같은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

크(WBAN)를 위한 실용적인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39]. 제

안한 인증 시스템은 AES와 같은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기반으

로 동작하며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인증, 데이터 무결성 등의 

보안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타임스탬프 기술을 적용하여 재

전송 공격 방지 및 센서 노드, 마스터 노드, 베이스 스테이션, 

의료 서버 사이에 안전한 인증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8. 보안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연구

국제의료표준화 단체인 IHE(Integration the Healthcare 

Enterprise)에서는 u-헬스케어 환경에서 진료소와 병원 간의 

안전한 EHR 교환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2년

에 Masi 등은 의료 전문가를 인증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한 IHE에서 제시한 XDS(Cross-Enterprise Document 

Sharing) 모델과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헬스

그림 11. 무선 인체 영역 네트워크 구조[39]

그림 12. 시스템 구조[38]

그림 13. 제안하는 WBAN 기반 인증 스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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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보안 의료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40]. <그림 14>는 XDS를 사용한 환자 문서 정보 교

환 과정을 보여주는 헬스케어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위 모델은 데이터 카탈로그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문서 저장

소를 사용한다. 의료 기기와 같은 문서 소스는 환자의 헬스케

어 데이터를 산출하고 하나 이상의 문서 저장소(데이터베이스)

에 보관한다. 문서 저장소는 문서로부터 메타 데이터를 추출하

고 레지스트리를 갱신한다. 문서 소비자(의사의 워크스테이션)

는 레지스트리에 질의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저장

소에 관한 링크를 얻는다. 

IHE 모델은 환자 식별을 위해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SAML)을 사용하여 인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

다.SAML은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에서 개발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프레임워크로, 플랫폼

의 거래 파트너들이 인증 정보, 권한 부여 정보, 그리고 프로파

일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SAML은 

Assertion, Profile, Binding, Protocol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전한 보안 의료정보 공유를 위해 응용 활용되어 질 수 있음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

<그림 15>는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은 병원에 대한 환자 문

서 정보 교환 과정을 보여주는 헬스케어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의료 기관 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실제 환경에서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IHE에서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XDM(Cross Enterprise 

Document Sharing using Portable Media) 통합 프로파일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서 소비자, 소스, 레지스트리, 저

장소 간의 몇몇 통신은 적합한 미디어(CD, DVD, USB 저장소)

로 저장하고 자량 이송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는 XDS 모델을 기

반으로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시나리오 모두 다양한 보안 문

제점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환자가 약물 처방과 같은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 자신의 저장 매체를 분실할 수도 있고 공격자

가 해킹 등을 통해 해당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다.

9.   모바일 에인전트를 사용한 의료 정보의 안전한 통신 

연구 

최근 전자 의료 시스템(e-medicine systems)의 보안성과 효

율성 제공을 위한 다양한 보안 스킴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어져 오고 있다. 이들 스킴의 목적은 환자 의료 정보가 인터

넷과 같은 이기종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 기관들에 안전하게 전

송하는 것이다. 2012년에 Nikooghadam와 Zakerolhosseini

은 기존 스킴 대부분이 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에 취약함을 증명하고 하이브리드 암호시스템(hybrid 

cryptosystem)을 적용한 동적 모바일 에이전트를 제안하였다

[41]. 제안한 보안 시스템은 안전성과 높은 비용 효율성을 제공

하여 전자 의료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많은 보안 요구사항을 충

족시켜준다. <그림 16>은 Nikooghadam 등이 제안한 전자 의

그림 14. XDS를 사용한 환자 문서 정보 교환 과정[40]

그림 15.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은 병원에 대한 환자 문서 정보  

교환 과정[40]

그림 16. 모바일 에이전트 기반 의료 정보의 안전한 통신[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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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시스템에서 응용 가능한 보안 통신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제

안한 시스템은 계층적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AES와 ECC 암호

시스템을 사용하여 송수신 파일에 대한 기밀성과 인증을 제공

한다[41]. 

<표 2>는 모바일 에이전트 보안을 위한 Nikooghadam와 

Zakerolhosseini이 제안한 보안 통신 방식과 관련 연구와의 성

능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1-47].

10.   Shamir의 비밀 공유 스킴 기반 의료 정보보호와 

EPR 은닉 기법 연구

원격 진단과 같은 의료 응용은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의료 영상의 무결성과 기밀성 보

호는 아주 중요하다. 또한 스테가노그레피(steganographic) 또

는 워터마킹(watermarking)을 사용한 의료 영상 내에 전자 환

자 정보(EPR: Electronic Patient Record) 저장은 중요한 보안 

기술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이러한 보안 영상을 다

수 중에 한사람만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의료 영상은 원격 진단을 하는 많은 병원들에 분산되어 사용되

어 질 수 있다. 병원 내의 많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 상태

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환자의 의료 정보가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은 아주 중요하다. 2012년에 

Ulutas 등은 (k,n) 비밀 공유 스킴을 사용하여 n개의 병원의 건

강 팀 가운데 의료 영상을 공유하여 진단을 위해 최소한 k명 이

상의 의료 종사자가 모여야만 의료 영상을 복원할 수 있는 기법

을 제안하였다[48]. Shamir의 비밀 공유 스킴은 이와 같은 보안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제안된 기법은 <그림 17> 및 <그림 18>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의료 영상들에 실험을 하여 왜곡없이 완벽히 원본 영상 및 EPR 

정보가 복원된다. 또한 인증과 기밀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

은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도로 EPR 영상을 저장 및 활용할 

수 있다. 제안한 기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전자 환자 정보는 저장 공간과 네트워크 대역폭을 줄여주

기 위해 의료 영상 내에 은닉된다.

②    공유된 의료 영상은 일반 정상적인 영상처럼 보이며 공격

자는 환자 개인 정보가 은닉된 것을 전혀 눈치 챌 수 없음

으로 기밀성을 제공한다.

③    수신자는 환자 개인 정보 및 의료 영상의 위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인증을 제공한다.

 

Ⅳ. 결 론

본 고에서는 u-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보안 취약

점 및 최신 정보보호 기술 동향에 관해 알아보았다. 특히 u-헬

스케어 서비스에서의 정보보호 기술 향상을 위한 최근 연구 동

향으로 RFID 기술을 이용한 u-헬스케어 서비스 인증 프로토콜 

개발 연구, EHR 클라우드 보안 기술 개발 연구, 안전한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 개발 연구, 안전한 전자 처방 시스템 개발 연

구, WSN 기반 헬스케어 보안 인증 스킴 개발 연구, 원격 의료 

정보 시스템을 위한 인증 스킴 개발 연구, WBAN 인증 스킴 개

발 연구, 보안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연구, 모바일 에인전

트를 사용한 의료 정보의 안전한 통신 기술 개발 연구, Shamir

의 비밀 공유 스킴을 사용한 의료 정보보호와 EPR 은닉 기법 

표 2. 모바일 에이전트 보안 기술 관련 연구와의 비교[41]

Mobile agent security scheme Cryptographic basis
Secure for dynamic mobile

agent frameworks

Secure for dynamic mobile

agent frameworks

Huang	et	al. ECC No No

Wu	and	Chen Hybrid	cryptosystem Yes No

Nikooghadam	et	al. ECC No Yes

Chen	et	al. Chinese	Remainder	Theorem No No

Liu	et	al. Hash	and	symmetric	cryptosystems No No

Chen	et	al. Lagrange’s	interpolation No No

Nikooghadam	&	Zakerolhosseini ECC Yes Yes

그림 17. (a)왜곡없이 복원된 비밀 영상 (b)추출된 EPR 정보[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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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향후 u-헬스케어 정보보호 시장에

서는 위와 같은 정보보호 기술들을 잘 활용하여 안전성과 효율

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용화하는 기술 개발 연구가 추가적

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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