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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m-헬스케어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정보가 제 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는 문제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m-헬스케어의 응급상황 환경에서 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환자의 프라이버시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속성 기반의 환자 접근 제어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프로토콜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제 3자에게 노
출시키지 않도록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개인 건강 정보에 포함하여 병원관계자와 환자가 생성한 랜덤수로 해쉬한 서
명키로 암호화한다. 또한 제 3자로부터 환자 정보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와 병원관계자 
사이의 동기화를 유지함으로써 개인 건강 정보의 유출을 예방한다.

주제어 : 접근 제어,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속성기반, 응급상황

Abstract Recently, m-health care is be a problem that the patient's information is easily exposed to third 
parties in case of emergency situation. This paper propose an attribute-based access control protocol to 
minimize the exposure to patient privacy using patient information in the emergency environment. Proposed 
protocol, the patient's sensitive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do not expose sensitive information to the patient's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cluding hospital staff and patients on a random number to generate cryptographic 
keys to sign hash. In addition, patient information from a third party that is in order to prevent the illegal 
exploitation of the patient and the hospital staff to maintain synchronization between to prevent the leakag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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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형 체

내삽입장치를 휴  가능한 스마트폰에 목하여 원거리

에 있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m-헬스 어

(m-Healthcare, Mobile Healthcare) 서비스가 각 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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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 비록 m-헬스 어가 기존 의료서비스 기술에 

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

도 m-헬스 어는 바이오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의료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발생

시 국가 인 혼란과 사회 인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문

제 이 있다[2]. 

m-헬스 어는 기회 컴퓨  라다임을 개인 건강 정

보(PHI, Personal Health Information) 처리에 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건강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환자에게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져야 한다

[3,4]. raw 개인 건강 정보가 기회 컴퓨 에서 처리된다

면 개인 건강 정보의 라이버시는 제 3자에게 쉽게 노출

될 수 있다. 따라서, 기회 컴퓨 이 개인 건강 정보의 

라이버시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해서는 환자와 병

원 계자 사이에서 스마트폰내에 장되어 있는 개인 건

강 정보의 의존도를 높게 유지하면서 m-헬스 어 응

상황에 용할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회 컴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헬스 어 장비(ex. 체내삽입장치)로 스마트폰과 연결하

여 응 상황 환경에서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에 한 

라이버시 노출을 최소화하기 한 속성 기반의 환자 

근 제어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로토콜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제 3자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환자의 민

감한 정보들을 개인 건강 정보에 포함하여 병원에서 다

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환자의 정보를 환자가 기억하지 

않아도 인증되도록 앙 서버가 집 리 할 수 있도록 

유헬스 어 서비스 센터와 환자가 생성한 랜덤수로 해쉬

한 서명키를 사용한다. 한 제 3자로부터 환자 정보가 

불법 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하기 해서 환자와 병원

계자 사이의 동기화를 유지함으로써 개인 건강 정보의 

유출을 방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m-헬스

어 서비스 개념과 보안 문제에 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

는 m-헬스 어의 응 상황 환경에서 환자의 정보를 이

용하여 환자의 라이버시 노출을 최소화하기 한 속성 

기반의 환자 근 제어 로토콜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제안 모델의 성능  보안 평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m-헬스 어 서비스는 홈네트워크 상의 장치나 휴

용 장치 등의 정보통신기술이 의료와 목되어 생체 정

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병원  의사와 

연결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리하고 증진시키며 질병을 방하고 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2,3]. m-헬스

어는 과거 통 인 헬스 어의 역에서 물리 , 시간

으로 제약되어 있던 서비스의 편리성을 높이기 해 

유․무선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  의료정보 

 진료 약 리 등을 제공하던 e-헬스 어 단계에서 

한단계 더 진화된 서비스이다[5,6].

의료 서비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m-헬스 어의 의

료정보 보안에 한 요구가 증하고 있으며, PKI 는 

데이터 암호화 등을 심으로 보안 기술들을 제품에 

용하고 있다[8]. m-헬스 어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  

라이버시 보호 문제와 련된 다양한 보안 취약 과 

 요소들은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상 취약 과 유사하다. 그러나 m-헬스 어 

서비스는 기존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는 다른 

보안 요구사항들이 존재한다[7,8]. m-헬스 어에 사용되

는 새로운 장비들과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는 신규 취약

에는 첫째,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를 공격하는 DoS 

공격 유형, 둘째, 바이러스/웜 해킹 공격 유형, 셋째, 의료

정보 도청/ 변조 공격 유형, 넷째, 유·무선 인 라에서 

가능한 여러 불법 근 공격 유형, 다섯째, 오 라인을 통

한 방범 시스템 고장  인 인 기기 마비, 방해 , 

화재와 같은 인재 는 악의 인 행 를 통한 공격유형 

등이 있다.

3. 속성기반 접근 제어 프로토콜

이 에서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 환경에서 환자의 상

태에 따라 환자의 라이버시 근을 제어하는 로토콜

을 제안한다.   

 

3.1 개요

제안 로토콜에서는 속성 기반의 환자 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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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콜을 사용한다. 제안 로토콜에서는 병원간 건강/

의료 정보 공유 시, 환자를 포함한 인가 받은 정보 소비 

주체들이 불필요한 개인 정보 노출 없이 익명성을 보장

받는다. 제안 로토콜은 인증  리 효율성을 해서 

정상 인 인증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장의 통합 ID 

리 정보를 리한다.

환자의 라이버시 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병원이

나 약국이 환자의 기록을 이용할 경우, 제안 로토콜에

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여 환자의 

동의에 따라 진찰  치료 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 

권한을 부여한다.

 

3.2 용어 정의

<Table 1>은 제안된 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한 설명이다.

 

Notation Definition

 Service Center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of Patient

   Hospital Manager

 ,  Unique Identifier of   and 

 ()
Symmetric key Encryption of the plain text 

 using the key 

 ()
Symmetric key Encryption of the plain text 

  using the key 

  Signature key of 

∙ One-way Hash Fucntion

|| Concatenation operation

<Table 1> Notation

3.3 환자 속성 정보 보호 프로토콜

이 에서는 응 상황에서 환자의 라이버시를 보호

하기 하여 환자의 라이버시 속성정보(데이터 소비

자, 시간, 센서, 목 , 의무, 임 그리고 상황 등)을 부여

하고, 제3자에게 환자의 라이버시 근을 제어하는 

로토콜을 제안한다.

3.3.1 환자 프라이버시 규칙

환자의 라이버시 규칙들은 조건(Condition)과 동작

(Action)으로 구분되며, 환자의 라이버시에 한 근

제어를 수행하기 해 <Table 2>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

다. 데이터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라이버시 규칙을 

<Table 2>를 참조하여 정의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장

한다.

Option Property

Status

Data sharer User name, group name etc.

Purpose Use purpose

Obligation Obligations 

Mandate Delegator

Location Predefined tables, local coordinates

Time Time range, repetition time

Sensor Sensor channel name

Status
situation  which can be be used in 

sensor

Action Action, activity

<Table 2> Status and Action Rule of patient

3.3.2 초기화 과정

이 과정은 환자가 응 상황이 발생하기  환자의 

라이버시 정보를 보호하기 한 키 정보를 기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성된다.

•단계 1 : 환자 는 응 상황이 발생하기  환자의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환자의 라이버시 정보 를 

식 (1)처럼 생성한다. 여기서, 은 환자의 체내삽입

장치 수를 의미한다.

 

  = ( ,  , ...,  )             (1)

•단계 2 : 환자의 라이버시 정보 이 생성되면  환

자는 환자 의 인식자 정보 를 공유키 로 암

호화하여 병원 계자 에게 달한다. 여기서, 공

유키 는 안 한 경로를 통해 환자 와 병원

계자   사이에 사 에 공유한 키를 의미한다. 

  (
 , )             (2)

•단계 3 : 병원 계자 는 환자로부터 달받은 정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속성기반 접근 제어 프로토콜

28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Jul; 12(7): 279-284

보를 공유키 로 복호화한 후 환자 의 개인정

보 에 근하기 한 키를 식 3처럼 생성한다. 식 

3처럼 생성된 키는 2개로써 랜덤하게 생성한다.

   ( , ) ∈ 

         (3)

•단계 4 : 병원 계자 는 환자 의 근제어 키 

와 비 키를 식 (4)와 식 (5)처럼 생성하여 환

자 에게 식 (6)을 달한다.

  = (
  , 

, 
)             (4)

  = ( ||
||)                (5)

  ( , )            (6)

•단계 5 : 환자 는  병원 계자 로부터 달받은 

정보를 공유키 를 사용하여 복호화한 후 자신의 

상태를   정보에 장한다. 는 0과 1의 값

에 따라 정보의 갱신 유･무를 별한다. 

•단계 6 : 환자는 라이버시 정보   와 체내삽입장

치로부터 수집된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 (=

( ,  , ...,  ))의 을 세션키 로 암호화 

하여 병원 계자와 데이터베이스에 송한다.

  ((
 , )||)         (7)

응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 계자 는 데이터베이

스에 장되어 있는 ((
 , )||) 정보를 수신

받아 세션키 로 복호화한 후 환자의 상태 정보 

를 검한다. 만일 상태 정보 가 정상이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 지 않으면 종료한다.

3.3.2 접근제어 과정

이 과정은 환자 에게 응 상황이 발생하 을 경우 

환자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 에 한 라이버시 

노출을 최소화하기 한 근제어 과정이다. 

•단계 1 : 병원 계자 는 체내삽입장치를 구성하는 

환자 의  라이버시 정보 
를 체내삽입장치를 

통해 수집한다.

 

    = ( ,  , ...,  )      (8)

 

•단계 2 : 병원 계자 는 환자 의 개인 건강 정

보 에 한 자세한 정보를 복구  조회하기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
 , 

)||)를 검색하여 비 키 로 복호화한 

후 환자 의 로 일 정보 
′
, 개인정보 정보 


′ , 환자의 상태 정보 ′  등을 비교한다. 

    ≡  
′
 and     ≡ 

′   
 and     ≡  ′            (9)

•단계 3 : 병원 계자 는 환자의 인식자 정보 

를 이용하여 비 키 를 계산한 후 환자에게 비

키 를 달한다.

  = ( ||
 



 ()||)      (10)

•단계 4 : 병원 계자 는 환자 의 개인 건강 정

보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환자 의 

이  개인 건강 정보 를 벨 속성값 과 함

께 해쉬함수 에 용하여 환자 의 개인 건강 

정보 를 새로 갱신한다.


′  = 

  



 ∙            (11)

4. 성능 평가  

이 에서는 스마트폰과 병원 계자   구간, 환자 

와 병원 계자    구간사이의 통신 범 에서 안 한 통

신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한다. 제안 로토콜의 성능평가

는 처리율과 복잡도(통신 복잡도와 계산 복잡도) 등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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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환경설정

제안 로토콜의 성능 평가를 해 각각의 환자 는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은 송범 를 20m롤 

정의한다. 환자 는   ∈ [0.5, 1.2]m/s로 개별 으로 움

직이며, 응 상황이 발생하는 환자 가 발생하면 시간 

는 0으로 설정하고 threshold 는 {1, 3, 5}로 설정한다. 

응 상황을 고려하여 환자 의 개인 건강 정보 는 

20분 이내에 각 구성요소별 처리가 완룐된다고 가정한다. 

Parameter Setting

Simulation area 500m × 500m

Number, velocity of users   = {20, 40, 60}, v =0.5-1.2m/s

Simularity threshold th = {1, 3, 5}

Transmission of smartphone 20m

PHI data generation interval envery 10 seconds

<Table 3> Simulation Setting

4.2 성능분석

4.2.1 처리율

환자 와 병원 계자   사이에서 요구되는 처리 비

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은 환자 내 부착된 체내

삽입장치의 수이고 은 체내삽입장치의 센서 범 를 의

미한다. 체내삽입장치의 개인 건강 정보 는 환자   

당   ×   = 

+  = 이다. 병원 계

자 는   ×   = (2*

)+

*(2* )=2*



(+1)-1이다. 통신 비용은 2*

+

=2*-이다. 여기서 과 은 통신범 내 

환자 와 병원 계자 이 환자 의 개인 건강 정보 

를 처리하는 수이고 통신범  내의 장치들은 개인 

건강 정보 를 모두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낸다. 

4.2.2 복잡도

제안된 로토콜에서는  환자 의 개인 건강 정보 

과 련하여 라이버 정보 
 , 랜덤 수 (, )  ∈ 



와 ( , ) ∈ 


 ,  비 키  , 키 material ( , 

), 상태값 , 세션키 (=( ||)) 등의 메시

지들이 교환된다. 시뮬 이션에서 랜덤 수가 64비트일 

경우, 제안 로토콜의 통신 비용은 [8,10]에서 요구된 

180 바이트와 거의 동일한 1453비트나 183 바이트의 통

신 복잡도를 가진다. 

4.3 보안분석

제안 로토콜에서 새로 생성된 키들은 동일 서비스 

범 내에 있는 공유키 로 암호화된다. 범 내에서 공

유키 가 동의되면 이 에 요청된 환자 의 개인 건강 

정보 는 액세스 할 수 없다. 제 3자가 환자 의 개

인 건강 정보 를 추출하려고 시도하더라도 라이

버 정보   부족과 근제어 키   = (
  , 

, 
)를 

생성하기 한 랜덤 수  , 를 제3자가 모르기 때문에 

비 키    공유키 를 액세스 할 수 없다. 제안 로

토콜에서 범 내에 조된 환자 의 개인 건강 정보 

를 삽입하려고 하는 침입 노드를 방하기 한 방

법은 간단하며 지연없이 수행될 수 있다. 병원 계자 

는 모든 송된 데이터를 조사하여 근제어 키   = 

(
  , 

, 
)가 설될 경우 조 송을 탐지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m-헬스 어의 응 상황 환경에서 데

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환자의 라이버시를 보호

하기 한 속성 기반의 환자 근 제어 로토콜을 제안

하 다. 제안 로토콜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제 3자에

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환자의 민감한 정보들을 병원 계

자와 환자가 생성한 랜덤수로 해쉬한 서명키로 암호화하

다. 한 제 3자로부터 환자 정보가 불법 으로 악용되

는 것을 방하기 해서 환자 와 병원 계자 사이

에서 생성된 근제어 키   = (
  , 

, 
), 비 키 

(=( ||
||)) 등을 동기화하여 개인 건강 정보의 

유출을 방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병원과 환자 사이

에서 안 한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확장하여 다수의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 건강 정보를 통합운  리할 수 

있도록 실제 환경에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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