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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저장 

및 보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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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용자의 생체신호 측정, 질병 
진단 및 예방을 포함한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통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요소 기술 자체의 보안 취약성과 연동 시 새로운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IoT 기반의 웨어러블 장비를 이
용한 사용자의 헬스케어 정보를 서버에 전달할 때 제 3자로부터 사용자의 헬스케어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
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사용자의 헬스케어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보관, 저장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센서 정보 별로 속성 값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계층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성능평
가 결과, 제안모델은 기존모델보다 IoT 장치의 처리율은 평균 10.5% 향상되었고, 서버의 오버헤드는 기존 모델에 비
해 평균 9.9% 낮은 결과를 얻었다. 

주제어 :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의료 서비스, 모바일, 프라이버시

Abstract  Objects Internet-based healthcare services provide healthcare and healthcare services, including measurement
of user's vital signs, diagnosis and prevention of diseases, through a variety of object internet device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new security vulnerability can occur when inter-working with the security 
weakness of each element technology because the internet service based on the object Internet provides a 
service by integrating various element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user privacy protection model 
that can securely process user's healthcare information from a third party when delivering healthcare information 
of users using wearable equipment based on IoT in a mobile environment to a server. The proposed model 
provides attribute values   for each healthcare sensor information so that the user can safely handle, store, and 
store the healthcare information, thereby managing the privacy of the user in a hierarchical manner. As a resul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throughput of IoT device is improved by 10.5% on average and the server 
overhead is 9.9% lower than that of the exis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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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물들 간 연결이 가능한 

시 가 의료․ 자 분야를 심으로 추진되고 있다[1,2]. 

사물 인터넷은 환경, 에 지, 재난․재해 등 국가  안

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비용 감, 운  효율

화, 신규 서비스 창출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한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이 용 가능한 헬

스 어 분야는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며, 의료비 

감  서비스 향상을 실 할 수 있다[3]. 헬스 어 서비스

는 향후 질병의 치료보다는 방과 리를 요시하며, 

진단, 수술  치료에도 확  용 가능한 서비스이다[4].

헬스 어 분야는 사람들 사이에서 ‘Next Big Thing’

으로 불리며 많은 기 를 받고 있다[5,6,7]. IT 기술  사

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기술과 융합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분야는 다음과 같이 다른 분

야들과 차별성을 가진다[8,9]. 첫째, 개인 유  정보 분석

이다. 유  정보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격하

게 어들면서 개인들이 자신의 유  정보를 분석, 보유, 

활용할 수 있다. 둘째, 확 되는 암 환자들의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암은 유 인 요인 때문에 발병하지만 사람

마다 그 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암을 일으키는 유

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장소, 시간 상 없이 헬스 어 서비

스를 제공받는다. 헬스 어 서비스는 IoT 장치를 몸에 

부착하여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

해 서버에 달하여 의료진이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검

받을 수 있다. IoT 기술을 이용하여 헬스 어에 사용되

는 장치들은 Fig. 1과 같다. Fig. 1과 같은 장비들은 인터

넷 로토콜(CoAP/DTLS 는 HTTP/TLS 등)이 탑재

되어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센서들과 함께 동작

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10,11].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IoT 기반의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한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서버에 달할 

때 제 3자로부터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안 하게 처

리할 수 있는 사용자 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안 하게 처리, 

보 , 장할 수 있도록 헬스 어 센서 정보 별로 속성 

값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계층 으로 통합 

리한다. 제안 모델은 센서가 탑재된 장비(e.g. 팔 , 목

거리 등)와 휴 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

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라이버시 보호 

차를 간소화하 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IoT 헬스

어와 기존 연구에 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IoT 기반

의 모바일 헬스 어 서비스를 한 사용자 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

을 비교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2.1 IoT 헬스케어

 세계 으로 고령화 추세와 웰빙 추구 경향이 심화

되면서 개인 건강 리  질병 방에 한 심이 증가

하고 있다[1]. IoT 헬스 어 서비스는 선진국을 심으로 

각 을 받고 있는 분야로써, IoT 융합 련 핵심 서비스

이다. 특히, IoT 헬스 어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발 함에 따라 IoT 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각 을 받고 있다. IoT 헬스

어 서비스는 련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동반성장하고 

있다[12,13]. 

[Fig. 1]은 IoT 기반의 헬스 어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

다[2]. [Fig. 1]처럼 IoT 기반의 헬스 어 서비스는 무선 

환경을 통해 환자에게 부착된 센서를 통해 송신되는 정

보를 의료 기 에서 분석  처방을 지원한다.

[Fig. 1] Overall Process of Proposed Model

<Table 1>은 역별 헬스 어 산업 규모 망을 

방, 진단, 치료, 사후 리 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

다[8]. <Table 1> 헬스 어 서비스는 방, 진단, 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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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all Process of Proposed Model

련된 산업 비 이 2010년 32%에서 2020년에는 43%까

지 확 될 망이다.

Note: (), specific gravity (%)

Division

(year)
PreventionDiagnosis cure Vigilance Sum

2010 2,140(6). 5,700(16) 24,240(68) 3,560(10) 35,640(100)

2015 3,980(8) 9,190(19) 31,420(63) 5,100(10) 49,690(100)

2020 6,860(10) 14,400(21)39,110(57) 8,230(12) 68,600(100)

Average annual 

growth rate

(2010～2020)

12.4 9.7 4.9 8.7 6.8

Sourc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12. 8)

<Table 1> Prospect of Health Care Industry by 
Division

2.2 기존 연구

IoT 기반 모바일 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Z. A. Khattak et. 

al는 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ID 신 서버

에서 통합 리하기 한 연합 ID 리 모델을 한 랫

폼을 제안하 다[14]. H. Gao et. al은 헬스 어 서비스가 

신뢰할 수 있도록 연합 ID를 이용하여 동  신뢰 계를 

정책 으로 표 할 수 있는 신뢰 계 모델을 제안하

다[15]. Y. Zhou et. al은 리 서명 기법을 임 검증에 

사용되는 리 서명키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16]. M. Mambo et. al은 Y. Zhou et. al와 다르게 이산

수문제에 기반한 리서명기법을 제안하 다. 그러나, 이 

기법은 이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고 강한 조 

불가능성이 안 하지 않은 문제 이 있다[17]. R. Lu et. 

al은 임장과 서명을 달할 때 소인수 분해 문제의 어

려움에 기반하여 리서명을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18]. 그러나, 리서명자는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

해야 하는 문제 이 존재한다.

3. 사용자 프라이버시 예방을 위한 IoT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재 IoT 기반 헬스 어를 해 개발되고 있거나 사

용되고 있는 웨어러블 장비들은 모두 서로 다른 랫폼

을 사용하고 있어 사용자 라이버시에 한 보안 

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IoT 기

반의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하여 헬스 어 서버에 달되

는 사용자의 정보를 제 3자로부터 안 하게 처리할 수 있

는 서비스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은 사용자의 진료 

환경 개선  행정 처리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제안 모

델은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안 하게 처리, 보 , 

장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에 속성값을 부

여하여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보호한다.

3.1 개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IoT 디바이스는 스마트 안경, 

스마트 시계, 스마트 슈즈 등과 같은 신체에 손쉽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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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제품이 부분이다. 재까지 출시된 제품은 

<Table 2>와 같이 기본 으로 항시성, 편의성, 착용감, 

안정성 그리고 사회성 과 같은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function Contents

Constant 

castle

There exists a channel (Internet, Bluetooth, etc.) that 

can communicate with real time computer

convenience
Provide sense of identity and integration that users 

can use naturally and conveniently

Fit
When wearing or attaching the user's body, provides 

lightness and naturalness

stability

Minimize fatigue and skin troubles caused by 

wearing or attaching for a long time, ensuring safety 

against power and electromagnetic waves

Sociability
Protection of privacy exposure by recording / 

recording and hacking

<Table 2> Function of Wearable Device

그러나, IoT 기반 헬스 어 장비는 장치간 동기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치를 연동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존재한다. 제안 모델에서는 IoT

기반의 모바일 헬스 어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

우 IoT 장비가 가지고 있는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IoT 장

치간 동기화를 손쉽게 유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

의 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사

용자의 라이버시를 제3자가 간에서 가로채어 사용자

의 진료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방하기 해서 IoT 장

치의 근제어를 지리  정보와 상태 정보를 행렬의 이

진값으로 구성하여 계층화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한다.

[Fig. 2]은 IoT 기반의 웨어러블 장치를 부착한 사용자

가 무선 환경을 통해 의료 서버에 사용자의 헬스 어 정

보를 달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Fig. 2]는 웨어러블 장치, 이질 인 모바일 네트워

크, 분석  피드백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동작한다. 1단계

에서는 사용자가 신체에 부착한 장치(목거리, 스마트 밴

드, 스마트슈즈 등)를 통해 심장 박동수, 활동량, 신체 온

도, 열 감지 등을 측정한다. 2단계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헬스 어 장치를 이용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달한다. 3단계에서는 무선

환경을 통해 달된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의료기

의 서버에 장하여 의료진이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진료  처방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한, [Fig. 2]처럼 제안 모델은 IoT 장비를 통해 사용자

의 헬스 어 정보를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달하

여 통합 리할 수 있다. 제안 모델에서는 IoT 장비를 효

율 으로 이용하기 해서 IoT 장비를 통해 측정된 센싱 

데이터를 의료진이 처리하도록 사용자 라이버시 정보

를 계층 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별 권한에 맞는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한다.

3.2 헬스케어 정보를 이용한 속성 정보의 

    계층화 과정

제안 모델에서는 IoT기반의 헬스 어 장비를 통해 병

원 서버에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장하여 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  의료진의 신원 정

보를 Table 3과 같이 분류한 후 조건과 동작에 따라 속성 

정보를 부여하여 사용자의 치료 방법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 스스로 질병 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층화

하여 제공한다. 특히, 제안 모델은 Table 3과 같은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불법 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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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d in sensor

Action Action, activity

<Table 3> Status and Action Rule of patient

한,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에 한 의료진  제3

자의 근제어는 [Fig. 3]과 같이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룹화하여 처리한다. [Fig. 3]에서 제안 모델은 사용자

의 헬스 어 정보에 한 의료진  제3자의 근제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비하여 보조 서버가 이  해쉬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13]. 제안 모델의 보조 서버에서 

이  해쉬를 처리하는 이유는 속성 정보를 가진 의료진

과 제3자가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권한에 따라 쉽게 

근하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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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ystem Process of Proposed Scheme

제안모델에서 의료진  제3자가 악의 으로 사용자

의 헬스 어 정보에 근하려고 할 경우, 제안 모델은 헬

스 어 정보의 종류, 기능, 특성에 따라 의료진를 해쉬 체

인으로 그룹화하여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 의료

진의 속성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제안 모델에

서는 의료진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 모두에 속성 정

보 권한을 부여하여 해쉬 체인으로 그룹화하여 연결한다. 

서버는 해쉬 체인으로 그룹화한 연결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분산 처리하도록 한다.

3.3 IoT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과정

제안 모델의 서비스 과정은 IoT 기반의 헬스 어 장

비를 통해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

를 장한 후 의료진이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분석

하여 피드백하는 과정을 5단계로 구성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단계 1 : IoT 기반 웨어러블 장치를 부착한 사용자

는 생체 정보  (=  ,  , ...,   )를 IoT 기반 웨어러

블 장치 수에 따라 각각 생성한다. 여기서 는 웨

어러블 장치 수에 따라 수신된 사용자의 생체 정보

들을 의미한다. 

• 단계 2 : IoT 기반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생성된 사

용자의 생체정보는 스마트폰이나 헬스 어 장치를 

이용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달한다.

• 단계 3: 무선환경을 통해 달된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의료기 의 서버에 장한다. 서버에 

장된 사용자의 생체정보는 속성 정보에 따라 사용

자의 신체상태 변화에 따라 분류한다.

• 단계 4: 서버에 장된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의료

진의 권한에 따라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분석한다. 

사용자의 생체 정보가 분석되면 사용자에 맞는 맞

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의 질병

에 따라 개인 맞춤형 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단계 5: 의료진이 환자의 생체 정보를 분석한 결과

를 사용자의 달한다. 이 때, 권한 등 이 높은 의

료진은 사용자와 1:1 면담을 통해 사용자의 건강 

리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성능 평가  

이 에서는 IoT 장치의 처리율과 서버의 오버헤드 

등을 평가한다. 이 때, 사용자와 서버간 통신은 안 하다

고 가정한다.

4.1 IoT 장치의 처리율

[Fig. 4]은 모바일 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

자의 IoT 장치 수 증가에 따른 IoT 장치에 한 처리율

을 나타내고 있다. 

[Fig. 4] Process Rate of IoT Device

[Fig. 4]의 결과, IoT 장치 수가 증가할수록 제안 기법

은 비례 으로 IoT 장치의 처리율이 증가하 지만 기존 

기법은 IoT 장치 수가 증가할수록 비례 으로 IoT 장치

의 처리율이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IoT 장치의 처리율

은 제안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IoT 처리율이 10.5% 

향상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진  제3자의 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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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비하여 보조 서버가 이  해

쉬 처리를 담당하여 속성 정보를 가진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에 한 권한에 따라 사용자의 의료정보에 손쉽

게 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반면, 기존 

기법은 IoT 장치의 동기화 없이 서버가 FIFO 방식으로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장, 분석, 피드백하기 때문

에 디바이스 수가 증가할수록 서버에서 IoT 장치를 처리

하는 비율은  감소하 다. 그러나, 감소 비율이 IoT 

장비 수 증가에 따라 0.1%～0.3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

아 체 으로는 감소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4.2 서버의 오버헤드

[Fig. 5]은 IoT 기반의 모바일 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서버의 오버헤드를 나타내고 있다. [Fig. 4]의 결과, 

헬스 어 센서 정보 별로 속성 값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라이버시를 계층 으로 통합 리하는 제안 기법의 서

버 오버헤드가 평균 9.9%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안 하게 처리, 보 , 장할 

수 있도록 헬스 어 센서 정보 별로 속성 값을 부여하여 

센서가 탑재된 장비(e.g. 팔 , 목거리 등)와 휴 폰을 통

해서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

속하게 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제

안 기법은 IoT 장치에서 수집한 헬스 어 정보를 일일이 

모두 처리하지 않고 해당 헬스 어 정보의 속성에 따라 

계층 으로 분리 처리 분석하기 때문에 기존기법보다 서

버의 오버헤드가 낮게 나타났다. 

[Fig. 5] Overhead of Server

5. 결론

최근 IoT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손쉽게 제공하기 한 시도가 병원을 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기반의 웨어러블 장비를 이용

한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서버에 달할 때 제 3자로

부터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안 하게 처리할 수 있

는 사용자 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 모델

은 헬스 어 센서 정보 별로 속성 값을 부여하여 사용자

의 라이버시를 계층 으로 통합 리한다. 한, 제안 

모델은 센서가 탑재된 장비(e.g. 팔 , 목거리 등)와 휴

폰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헬스 어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보안 문제   

해결 방안에 해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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