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1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이중 접근통제 모델 연구

최경호*, 강성관**, 정경용***, 이정현****

A Study of Network 2-Factor Access Control Model

for Prevention the Medical-Data Leakage

Kyong-Ho Choi
*
, Sung-Kwan Kang

**
, Kyung-Yong Chung

***
, Jung-Hyun Lee

****

요  약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설치/운용되는 의료자산보호 솔루션 중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은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자원을 사용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가된 정보
통신 디바이스의 위장 및 허가된 사용자의 이석 시간을 이용한 비인가 사용 등으로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의료 정보
절취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장시간 운영되는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경우는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대
에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외부 네트워크 임의 접속 및 의료 정보유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을 차단
하기 위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현행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
을 개선하여 적용한 네트워크 이중 접근통제 모델을 제시한다. 제안한 네트워크 이중 접근통제 모델은 사용자가 실제 
조직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가된 정보통신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때에만 내부 네트워크 접속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비인가자의 내부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허가된 사용자 부재 시의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의
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자산 환경을 제공한다.

주제어 : 접근통제, 정보보호, 식별, NAC, 의료자산보호

Abstract  Network Access Control system of medical asset protection solutions tha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n 
system and network to provide a process that to access internal network after verifying the safet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devices. However, there are still the internal medical-data leakage threats due to 
spoof of authorized devices and unauthorized using of users are away hours. In this paper, Network 2-Factor 
Access Control Model proposed for prevention the medical-data leakage by improving the current Network 
Access Control system. The proposed Network 2-Factor Access Control Model allowed to access the internal 
network only actual users located in specific place within the organization and used authorized devices. 
Therefore, the proposed model to provide a safety medical asset environment that protecting medical-data by 
blocking unauthorized access to the internal network and unnecessary internet access of authorized users and 
devices.

Key Words : Access Control, Information Security, Identification, NAC, Medical Asse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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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다양한 정보가 량으로 수

집/ 장/분석/활용되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IT

융합기술을 통한 정보 활용성 증 뿐만 아니라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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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를 보호하는 활동 역시 꾸 히 추진되고 지속 

발 되어야 한다. 이미 다수 발생한 정보유출로 인한 조

직의 활동 지 경험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해킹  악

성코드 은 이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자산보호를 한 얼굴인식[13], 정보 

유출형 악성코드[8], 지능화된 피싱과[18] 같은 공격 유형

과 침해사고 조기 응[5], 통합보안 제 기법 향상[3] 등

과 같은 응 메커니즘에 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

다. 이들은 다양한 시스템  네트워크 의료자산보호 솔

루션을 기반으로 사이버 으로부터 의료 정보를 보호

하기 한 진보 인 보안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응 메커니즘의 발  양상도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  네트워크에 설치/운용되는 의료자산보호 

솔루션  네트워크 근통제 시스템은 내부 네트워크에 

근하는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안 성을 검증한 후 자원

을 사용하게 하는 로세스를 제공한다[2]. 이를 통해 악

의  공격자에 의한 정보 취 공격과 악성코드 확산으로 

인한 비의도  정보 유출로부터 조직 내 요정보를 보

호할 수 있다[13]. 그러나 이와 같은 장 에도 불구하고, 

인증된 정보통신 디바이스로 장하여 내부 네트워크에 

속  정보 취를 시도하거나, 인증된 정보통신 디바

이스의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외부 네트워크 임의 속

을 차단하기가 어려운 등의 문제 도 있다. 그러므로 네

트워크 근통제 시스템 운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보완하기 

한 책을 마련하여, 의료 정보보호를 한 보안구조를 

보다 더 강건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 정보 유출 방지를 해 

행 네트워크 근통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용한 네트워

크 이  근통제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해 2장에서는 

네트워크 근통제 시스템과 사용자 식별  인증수단에 

해 살펴보고, 3장에서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한 네트

워크 이  근통제 모델을 제시한다. 4장은 모델의 구

과 평가를 기술하고 5장에서는 결론에 해서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

네트워크 근통제 시스템은 보안 에 노출  비

인가된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내부 네트워크 속을 차단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3]. 가트 (Gartner)는 네트워크 

근통제 시스템 참조 모델의 순환운 차를 제시하

으며[19],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네트워크 접근통제 시스템의 순환운영절차
단계 세부 내용

정책 설정
보안 설정

시스템․네트워크․사용자 로그램 근

기  수립

시스템․네트워크․사용자 로그램 설정

패치 상태

악성코드 차단 수

운 에 필요한 로세스 정의

근 통제

차단

격리

제한  근 허용

험 완화

시스템․네트워크․사용자 로그램 설정 변경

패치 설치

악성코드 치료 로그램 최신화

보수(repair)

상태 감시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상태 변화

네트워크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이상 탐지

험 수용

연결 해제

송 데이터 폐기(drop traffic)

제한  근 허용

네트워크 근통제 시스템 이용 시 정보통신 디바이

스의 인가 여부를 단하는 인증 방식은 802.1X, MAC 

(media access control) address 그리고 Web 기반으로 

운 되며[7], 이를 이용해 내부 네트워크 구간에서 신뢰

성 있는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가된 정보통신 디바

이스의 장  허가된 사용자의 이석 시간을 이용한 비

인가 사용 등으로 내부 네트워크에 한 정보 취 

은 여 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인 책의 

수립  용을 통한 보안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한 사용자의 요구 는 업무 특성에 따라 장시간 운

되는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경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 에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외부 네트워크 

임의 속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한 의료 보안 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양한 유무선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생체  의료정보를 교환하는 의료 정보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 특히, 의료정보는 개인의 병력, 증상, 

가족력 등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비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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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허가되지 않은 열람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허가된 사용자가 인가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내

부 네트워크에 근하는 것과 같이 수립된 의료 보안정

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차단하여 외부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

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근통제 모델을 구축  실험

한다.

2.2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사용자 식별  인증은 근통제의 일부분으로 진행

되며, 성공 으로 이행될 시 허가된 사용자임을 확신하

고 내부 네트워크 속 등의 권한을 부여해  수 있다. 

이러한 차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비 면성으로 인

한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증가하고[11] 있는 오늘날의 

실에서 필수 으로 요구된다.

사용자 식별과 인증에 사용되는 방법은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9]. 비 번호, 화번호 등과 같이 알고 

있는 사실 심 인 지식 기반, 스마트카드 등의 소지 기

반 그리고 홍채, 정맥 등의 존재 기반 등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분류된 방법은 사용자 식별과 인증에 활용 시 소

요 비용의 고 , 유일성을 지니게 되어 복제 난이, 분실 

시 실사용자도 근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는 등의 장단

이 있다.

[그림 1] 금융 분야에 적용된 이중 인증 예시

최근에는 사용자 식별  인증에 사용되는 방법의 단

을 보완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근 통제를 시행하는 연구가 지속 추

진되고 있다[6][12][15]. [그림 1]은 융 분야에서 사용하

고 있는 이  인증으로 인한 보안성 강화 효과 시를 보

여 다. 따라서 내부 네트워크 근  차단을 해 수립

/ 용하고 있는 의료 보안정책과 이를 구 하는 기술  

세부 기능의 명세도 이러한 추세를 반 하여 이  인증

이 가능하도록 발 되어야 한다.

3.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이중 접근통제 모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한 네

트워크 이  근통제 모델은 내부 사용자의 조직 내 

치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허가된 사용자와 해당 사용자

에게 인가된 정보통신 디바이스의 내부 네트워크 속을 

허용해 다. 이를 해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한 사용

자 이  인증시스템이 네트워크 근통제 시스템과 연동 

운 되며 [그림 2]와 같이 표 된다.

[그림 2]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이중 접근통제 모델

여기서 사용자 정보 획득 인터페이스는 조직 내외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정보

를 바탕으로 기 등록된 사용자 정보와 구축된 인증시스

템 환경 정보를 비교하여, 실제 사용자가 조직 내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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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의 여부를 별한다. 이 결과 값을 네트워크 근

통제 시스템 정책에 반 하여, 내부 네트워크에 근 허

용 는 차단을 결정한다. 이 과정의 세부 차는 [그림 

3]과 같이 표 된다.

이때 내부 네트워크 근통제정책은 제안된 모델을 

구 하고자 하는 조직의 기존 의료 보안정책과 연계된다. 

를 들어, 인증된 사용자  정보통신 디바이스만이 내

부 자원을 사용하게 하는 것[1]과 같은 기본 보안정책에 

 다른 인증 차를 추가하여[14][16], 실제 사용자의 명

확한 식별과 필요에 의한 내부 네트워크 근을 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내부 규정, 지침 는 의

료 보안정책에 이  인증을 한 사용자 수 사항을 반

하는 것은 의료 정보보호 강화  네트워크 이  근

통제 시스템의 성공  운 을 해 필수 이며, 지속

인 사용자 보안인식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림 3] 네트워크 이중 접근통제 실행절차

4. 제안모델 구현 및 평가

4.1 네트워크 이중 접근통제 모델 구현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네트워크 이  근통제 모델

은 150명의 사용자가 있는 N기 에서 용되었으며, 시

스템  네트워크 구조는 하기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네트워크 이중 접근통제 구조

내부 네트워크에 근하고자 하는 정보통신 디바이스

를 식별하는 NAC(Network Access Control) 센서와 

근통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NAC 서버가 네트워크 

근통제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 시스템과 이 인증시스

템을 연동하여, 실제 사용자의 조직 내 치 여부를 기

으로 네트워크 근통제정책을 실행한다.

4.2 네트워크 이중 접근통제 모델 평가

4.2.1 확장성 및 범용성

이 인증 시스템 내 사용자 정보 획득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사용자 이동 정보 수집이 가능하

여, 확장성이 뛰어나다. 본 연구에서는 객체의 이동을 추

  리하기 해 응용되는 RFID[4][10][17]를 건물 

출입통제 시스템에 용하여 활용하 으나, 특정 지역의 

상황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서베일런스 시스템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소지 는 존재 기반으로 식별  

인증을 해 사용되는 방법은 사용자 이동성을 지식 기

반보다 더 강하게 표 하고 있으므로, 이 인증 시스템

에 용하기에 합하다. 제안된 모델은 다양한 환경에

서도 의료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한 네트워크 근통

제 정책에 용될 수 있는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추었다.

4.2.2 불필요/유해 트래픽 감소

구 된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한 네트워크 이  

근통제 모델을 이용한 트래픽 측정은 N기 이 기 보유하

고 있던 UTM(Unified Threat Management)과 TMS 

(Threat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여 2주간 진행

되었다. 이때, 비교를 해 이 인증 시스템을 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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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간 데이터를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

다. 실험 결과, 불필요 트래픽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 평균 8%가 감소하 다.

[그림 5] 불필요 트래픽 감소량 비교도

이와 같이 트래픽이 감소한 결과는 제안된 모델이 네

트워크 자원의 효율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물론 최근 PC에 용된 도우즈 운 체제는 

모드를 통해 불필요 네트워크 사용을 억제하긴 하나,

제안된 모델은 사용자 부주의 는 PC 설정 변경으로 인

해 사용되는 네트워크 사용량도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 으로 의료 보안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장 이 있

다. [그림 5]에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용자의 건물간 이

동 시 네트워크 트래픽 량이 확연히 감소한 부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6] 유해 트래픽 감소량 비교도

실험 결과, 유해 트래픽은 상기 [그림 6]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일 평균 8%가 감소하 다. 이 결과는 제안

된 모델이 실제 사용자가 건물 내부에 치할 때에만 내

부 네트워크에 근을 허가하기 때문에, 사용자 부재 시 

인가된 정보통신 디바이스라 할지라도 외부 네트워크에 

임의 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PC 는 

노트북 등이 외부 네트워크에 임의 속하는 것은 일반

으로 의료 정보 유출형 악성코드 감염으로 발생하며,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안된 모델과 같은 

의료 보안구조를 도입하여 차단해야 한다. [그림 6]에 원

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용자가 소수인 주말간 상황이며, 

제안된 모델이 효과 으로 네트워크 사용을 통제하고 있

는 것을 보여 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한 네트워크 

이  근통제 모델을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이  근통제 모델은 사용자가 실제 조직 내

부에 치하고 있어 인가된 정보통신 디바이스를 활용하

는 때에만 내부 네트워크 속을 허용한다. 그러므로 비

인가자의 내부 네트워크 근을 차단하고, 허가된 사용

자 부재 시의 불필요 외부 인터넷 속을 차단함으로써 

의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안 한 환경을 제공한다. 

한 별도의 에이 트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용자 단말기

의 개인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 정보유출 방지를 한 사용자 이 인증 

시스템과 네트워크 근통제 시스템간의 연동 과정에서 

정책의 설정  집행 소요시간이 발생하고, 사용자 미식

별 는 식별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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