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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삽입장치를 위한 위임장 기반의 인증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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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센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정보가 병원관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
게 전달할 때, 환자의 정보가 제 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3

자가 환자로 위장하여 병원관계자로부터 환자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없도록 유헬스케어 서비스 센터로부터 환자의 
위임장을 병원관계자가 전달받는 위임장 기반의 서명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프로토콜은 환자의 민감한 정
보를 제 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헬스케어 서비스 센터와 환자가 생성한 랜덤수로 해쉬
한 서명키로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한다. 또한 제 3자로부터 환자 정보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와 병원관계자 사이의 동기화를 유지함으로써 환자의 생체 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주제어 : 체내삽입장치, 키 분배, 프로토콜, RSA

Abstract  Body insertion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sensor technology, the device is attached patients to 
receive medical services from anywhere, anytime environment is changing. Body insertion devices for the 
hospital, the patient's vital information attached personnel (doctors, nurses, pharmacists, etc.) to pass, however, 
when a problem occurs, a patient's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that can be exploited easily exposed. In this 
paper, we proposed signature authentication protocols mandate based on the patient's power of attorney from the 
center of the u-Healthcare services, hospital officials FormHelper third party disguised as a patient, the hospital 
patient information easily obtained from the officials to prevent. The proposed protocol, the patient's sensitive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do not expose the patient's sensitive information to the random number generated 
by the u-Healthcare service centers and patients hash signature key to encrypt sensitive information of patients. 
From third parties to maintain synchronization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hospital personnel in order to 
prevent patient information from being exploited illegally by the patient's vital information leakage can be 
pre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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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유헬스 어 서비스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체내삽입장치를 환자의 신체에 삽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재, 체내삽입장치는 병원에서 불치병(심장병, 당뇨

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기 해 사용되고 있으며, 유․

무선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  의료정보  

진료 약 리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 그러

나, 체내삽입장치는 무선 구간에서 병원 계자(의사, 약

사, 간호사 등)이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의료행 를 수

행하기 때문에 무선 의료기기에서 송신되는 의료 정보를 

해커에게 악용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3].

유헬스 어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장 페이스메

이커나 제세동기와 같은 체내삽입장치는 환자의 신체에 

부착되어 동작되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과 개인 정보가 

직 으로 연 되어 있어 제3자로부터 쉽게 환자의 개

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존재한다. 체내삽

입장치는 다양한 센서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료기기와 안

하게 통신하기 해서 보통 환자의 생체정보를 공개키

로 암호화하고 있다[4]. 

M. Mambo et. al[5]은 이산 수문제에 기반한 리서

명기법을 제안하 지만, 공개키 기반구조 하에서 부분 

RSA 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이 의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 과 기본 인 안정성인 강한 

조 불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R. Lu 

et. al[6]은 변형된 형태의 Rabin 기반 리서명을 제안하

으며, 이 기법은 소인수 분해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하

고 있다. [6] 기법은 원 서명자가 리서명자에게 임장

과 그에 한 서명을 송하면 리서명자는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Zhou. Cao. et. al[2]은  RSA와 소인

수분해문제에 기반한 리서명기법들이 임 검증 가능

성 측면에서 인증서가 직  리 서명키를 사용하여 

임장을 스스로 생성해서 이를 이용하여 리서명을 할 

수 있음을 보 다.

최근 센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체내삽입장치를 부

착한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정보가 병원 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

게 달할 때, 환자의 정보가 제 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는 문제 이 발생되고 있다[7,8]. 

본 논문에서는 유헬스 어 환경에서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정보를 제3자가 환자로 장하여 병

원 계자로부터 환자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방하기 

한  임장 기반의 서명 인증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로토콜은 유헬스 어 서비스 센터와 환자가 생성한 랜

덤수로 해쉬한 서명키로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

여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제 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는다. 

한 제 3자로부터 환자 정보가 불법 으로 악용되는 것

을 방하기 해서 환자와 병원 계자 사이의 동기화를 

유지하여 환자의 생체 정보 유출을 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유헬스 어 

환경의 체내삽입장치에 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환

자의 체내삽입장치의 정보를 제3자가 악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임장 기반의 서명 인증 로토콜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유헬스 어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보안 공

격유형에 따른 안 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유헬스케어 환경의 체내삽입장치

유헬스 어 환경에서 병원 계자(병원/의사/간호사/

약사 등)는 환자의 신체에 부착한 장치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상태정보를 수집 처리, 달, 리 할 수 

있다. 유헬스 어 서비스는 기존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

라 유․무선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  의료정보 

 진료 약 리 등을 서비스할 수 있다[2]. 노인의 고령

화에 따라 유헬스 어 서비스는 기업을 심으로 다양한 

애 리 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센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상용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은 센서와 통신․의료 인

라 간 연계가 부족, 기술  한계, 고비용, 소비자 친화

인 ‘Easy-to-USE’ 시스템의 부재 등이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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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U-Healthcare System

그림 1은 유헬스 어 시스템의 일반 인 동작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유헬스 어 시스템은 가정 환

경에서 환자 자신의 상태를 압, 당뇨, 심 도, 체지방 

분석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헬스 어 서비스 센

터에 달한다. 의사에게 달된 환자의 생체정보는 의

사가 환자의 상태정보를 분석하여 유헬스 어 서비스 센

터를 통해 처방을 환자에게 피드백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만약 환자가 가정 이외의 장소에 있을 경우 이동형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다.

2.2 기존 연구분석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정보를 병원 계

자가 안 하게 사용하기 해서 환자 신 리로 서명

할 수 있는 다양한 리서명 기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2, 5, 6]. Zhou. Cao. et. al[2]은  RSA와 소인수분해

문제에 기반한 리서명기법들이 임 검증 가능성 측면

에서 인증서가 직  리 서명키를 사용하여 임장을 

스스로 생성해서 이를 이용하여 리서명을 할 수 있음

을 보 다. M. Mambo et. al[5]은 이산 수문제에 기반

한 리서명기법을 제안하 지만, 공개키 기반구조 하에

서 부분 RSA 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 이

의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 과 기본 인 안

정성인 강한 조 불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R. Lu et. al[6]은 변형된 형태의 Rabin 기반 리서

명을 제안하 으며, 이 기법은 소인수 분해 문제의 어려

움에 기반하고 있다. [6] 기법은 원 서명자가 리서명자

에게 임장과그에 한 서명을 송하면 리서명자는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3. 위임장 기반의 인증 프로토콜

이 에서는 체내삽입형 장치를 부착한 사용자의 민

감한 생체정보를 제3자의 개인키로 환자의 동의 없이 

리서명이 생성되지 않도록 임장 기반의 인증 로토콜

을 제안한다. 

3.1 개요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가 인증 서버로부터 병원

계자(의사/간호사/약사 등)와의 안 한 통신을 해 

제안 로토콜에서는 사용자의 임서를 환자의 개인키

로 환자의 동의나 인증 없이 유효한 리서명의 생성이 

가능하도록 제안 로토콜을 용한다. 

제안 로토콜은 제3자가 환자로 장하여 병원 계

자로부터 환자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공격자의 개인키로 환자의 동의나 인증없이 유효한 리

서명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인증서버에서 체크한다. 만약 

제3자가 불법 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

가 발생할 경우 제안 로토콜에서는 리자와 환자가 

생성한 랜덤수를 이용하여 새로 리 서명키를 생성하여 

환자의 생체 정보를 암호화한다. 한 유헬스 어 서비

스센터는 제 3자로부터 환자 정보가 불법 으로 악용되

는 것을 방하기 해서 환자와 병원 계자 사이의 동

기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2 용어 정의

표 1은 제안된 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한 설

명이다.

Notation Definition

 Service Center

 ith user

 ith Provider

 ,  Identification of and 
 ,  Public/Private key of RSA of Identification 

 Certificate of   generated through SC

 ,  Public/Private key of 

 () symmetric key cipher of plain text  using 

 () symmetric key cipher of plain text   using 

  signature key of i

 ( , )
signature of signatured  through   with 

Signature key 

( , , , )
Validate signature   of  with public key 


∙ one-way hash function

|| concatenation

<Table 1> No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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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리서명 프로토콜

제안 로토콜에서는 환자와 병원 계자사이에서 환

자의 동의 없이 환자의 리서명자를 통하여 환자의 생

체정보를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다. 

3.2.1 초기화 과정

환자 와 병원 계자 는 자신들이 선택한 개인키

(, )와 공개키(=,)를 생성하는 RSA 기반의 공개

키 기반구조를 가진다.  여기서, 와 는   = 2′+1과 = 

2′+1을 만족하는 임의로 생성되는 큰 솟수이다.

  ,  (1)

0<<인 정수 ,  그리고 임의의 정수 가 정해

지면 식 (2)와 같은 식이 만들어진다.

   =     ☰  mod  (2)

여기서, 은 보다 고 과 서로소인 양의 정수

가 되는 함수를 의미하며 , 가 솟수일 때, ()=2 

를 이용하여 식 (3)을 구한다.

 =  + 1 (3)

여기서, 와 는 mod 의 곱셈 역원이다. 모듈러 

연산 규칙에 따라 (와 )는 에 서로소이다.

환자 는 개인키와 공개키를 각각 (, )와 (, )를 

가진다. 한,  : {0,1} → 는 환자 가 사용하는 안

한 해쉬함수이며 :{0,1}
×→는 병원 계자 

가 사용하는 안 한 해쉬 함수를 의미한다.

 : {0,1} →  (4)

:{0,1}×→ (5)

3.2.2 위임 과정

임 과정은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 의 서명 

권한을 병원 계자가 리로 서명을 임받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환자와 병원 계자 사이의 정보를 이용하

여 리서명을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 단계 : 환자 는 서명에 한 권한이나 유효기간 

등의 리서명과 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임장 를 생성한 후 공개한다.

   (≤≤, ∈  ) (6)

․2 단계 : 환자 는 임장 을 이용하여 식 (7) 의 

과정을 통해 서명과정을 거친 후 병원 계자에게 

식 (8)의 인증서를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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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기서 는 병원 계자가 임의로 선택한 랜덤수 ∈
를 선택한 후   =   mod 을 통해 구한다.

 = (-1)․․( ,) mod  (8)

․3 단계 : 환자 는 병원 계자 에게 식 (9)와 같

은 인증서를 달한다.

  , , ,  ,  (9)

        

3.2.3 서명 과정

서명 과정은 환자 가 유헬스 어 서비스 센터 에

게 리서명 정보를 달하여 환자  신 환자의 생체

정보를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1 단계 : 유헬스 어 서비스 센터 는 임의로 선택

한 정수   ∈ 를 선택한 후  (=  mod   )을 

계산한다.

       ∈               (10)

 =   mod              (11)

․2 단계 : 유헬스 어 서비스 센터 는 리서명

을 수행하기 해서 식 (12)과 같이 과 을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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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3 단계 : 유헬스 어 서비스 센터 는 식 (12)에서 

생성된 과 을 이용하여 랜덤 수 과 를 식 

(13) ～ 식 (14)처럼 생성한다.

  

  =  ․  mod  (13)

  = (-1)․․( ,)  mod        (14)

․4 단계 : 유헬스 어 서비스 센터 는 
′ , ′ ,  , 

을 이용하여 식 (15)처럼 리서명을 생성한 후 생

체정보와 함께 병원 계자에게 에게 달한다.

 = (, ,  ,  , 
′ , 

′ ,  ,  ) (15)

3.2.4 검증 과정

병원 계자 는 유헬스 어 서비스 센터 로부터 

달받은 리서명 를 검증하기 하여  식 (16)～식 

(18)까지의 과정을 수행한다.

  =   mod   and    =   mod     (16)

 = (-1)․․( ,) mod     (17)

 ′ =  ․  and  ″ =  ․       (18)

병원 계자 는 식 (19) ～ 식 (20)을 계산하여 와 

″′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한다. 만약 일치하지 않다면 병

원 계자 는 유헬스 어 서비스 센터 로부터 다시 

래서명을 달받는다.

″′ ☰  ′ mod   and  ″′☰ ″ mod    (19)

 ☰ ″′ mod  (20)

4. 보안평가  

4.1 재사용공격

제안 로토콜에서는 재사용공격을 방하기 해서 

헬스 어 서비스 센터 가 임의로 선택한 정수   ∈ 

를 선택한 후  (=  mod   )을 계산하기 때문에 제3자

에게 도청되더라도 안 성을 보장받는다. 유헬스 어 서

비스 센터 는 리서명을 수행하기 해서  
′ , ′ ,  , 

을 이용하여 병원 계자에게 달하기 때문에 재사용 

공격에 안 한다.

4.2 스푸핑 공격

제안 로토콜에서는 과 을 이용하여 랜덤 수 

과 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3자가 환자의 리서명 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푸핑 공격에 안 하다. 한, 제3

자가 환자의 체내삽입장치의 정보 를 달할 때 이  

리서명 정보를 도청하더라도 랜덤 수 과 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과   값이 서명 과 

조합하여 생성된  ′와 ″이 일치하지 않는다. 제안 로

토콜에서는 검증과정에서  ′와 ″를 계산하여 비교하기 

때문에 제3자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4.3 정보노출방지

제안 로토콜은 환자가 인증서버에 근할 때마다 

환자와 리자가 생성하는 랜덤 수 과 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환자의 정보가 노출되더라도 인

식하지 못한다. 리자는 환자의 체내삽입장치의 정보 

를 제3자가 불법 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리 서명 

를 사용한다.  

4.4 다단계 서비스 접근인증에 따른 공격

제안 로토콜에서는 유헬스 어 서비스 센터가 생성

한  , 와 리서명을 해 과 을 이용하여 랜덤 

수 과 를 생성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제3자는 환자

의 생체정보를 불법 으로 근할 수 없다. 제안 로토

콜에서는 리 서명에 따라 상호간 등록  인증 요청, 

키 교환, 디바이스 인증 정보 송, 인증 결과 송 등이 

이루어진다. 

4.5 환자의 프라이버시 공격

제안 로토콜에서는 환자의 라이버시를 보장하기 

해서 유헬스서비스 센터가 생성한 랜덤 수 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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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명에 용하여 생체정보와 함께 병원 계자에게 

달하기 때문에 환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은 병원 계자가 병원 내 여러 장소에서 환자

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경우 유헬스서비스 센터는

환자의 리서명 정보를 리하기 때문에 환자의 생체정

보에 한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어 환자의 라이버시

를 보호할 수 있다.

5. 결론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체내삽입장치가 불치

병(심장병, 당뇨병, 심근경색 등)을 치료하기 해 사용

되고 있지만 환자의 라이버시 보안 피해 한 증가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헬스 어 환경에서 체내삽입

장치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정보를 제3자가 환자로 장

하여 병원 계자로부터 환자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방

하기 한  임장 기반의 서명 인증 로토콜을 제안하

다. 제안 로토콜은 헬스 어 서비스 센터가 임의로 

선택한 정수를 이용하여 리서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

사용 공격, 스푸핑공격 등에 안 성을 보장받으며, 유헬

스 어 서비스 센터와 환자가 생성한 랜덤수로 해쉬한 

서명키로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환자의 민감

한 정보를 제 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는다. 향후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체내삽입장체에 실제 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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