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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 기술에 의료기술이 접목되면서 유헬스케어 서비스에 적용한 체내삽입장치는 환자의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3자에게 쉽게 유출되어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되지 않도록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구간에 높은 데이터율과 이동성
을 지원하는 강한 보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을 가지는 환자가 체내삽입장치내 환자의 생체정보를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구간에서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에 WiMAX 네트워크을 구축
하여 이동 환자의 생체정보가 안전하게 송·수신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WiMAX 네트워크의 보안 성능 
측정 및 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WiMAX 보안 compliance, WiMAX MAC 상의 IPSec, MAC 계층에서 
ECDH 수행 등에서 데이터 보안, MAC  제어 메시지 보안, 핸드오버 연결 지연, 프레임 손실 및 대역폭 등을 비교평
가한다. 

주제어 : 유헬스케어, 체내삽입장치, 와이맥스, 인증

Abstract  Wireless access network section needs strong security which supports high data rate and mobility not 
to invade patient's privacy by exposing patient's sensitive biometric from automatic implantable device that is 
adapted to u-healthcare service. This paper builds test bed and performs assessment and measurement of security 
ability of WiMAX network to transmit and receive mobile patient's biometric by building WiMAX network in 
wireless access network not to expose paitne's biometirc at wireless access network section to the third person. 
Specially, this paper compares and assesses data security, MAC control message security, handover conection 
delay, and frame loss and bandwidth of ECDH at the layer of WiMAX security compliance, WiMAX MAC 
IPSec, and 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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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 기술의 발 과 함께 유헬스 어 서비스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소형, 휴  가능한 장치들을 

체내에 삽입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환

자의 건강상태를 리한다[1]. 유헬스 어 서비스는 건강

진단이나 질별 리, 응 리,의사와의 만남 등 기존 병

원에서 이루고 있던 행 보다 더 편리한 형태로 사용자

에게 활용되고 있다.

유헤스 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체내삽입장치는 심

장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에게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체내삽입장치는 무선 통신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어 외부 로그래머/병원 계자(의사, 간호사 

등)과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체내삽입장치는 무선 구간에서 무선 로그래 이 가

능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3자가 환자

에게 근 하지 않고 의학 장비의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변경할 수 있는 문제 이 있다[2,3]. 한, 제3자는 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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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장치의 도청뿐만 아니라 체내삽입장치의 리더 기능

을 가지는 이동 화를 통하여 환자의 라이버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4,5].

재까지 연구된 체내삽입장치와 련된 연구는 사용

자의 정보를 개인이 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자기 통

제권 확보 기술, 개인정보를 송하고자 하는 상자만

이 해설할 수 있도록 암호화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 활용

시 개인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익

명화 방법 등을 심으로 연구되어 왔다[6].

그러나, 이동성을 갖는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해서 유헬스 어 서비스 환경

은 의료 정보 서비스 확   의료 도메인간의 데이터 교

환 상호 호환성을 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질

인 의료 도메인간 체내삽입장치내 장된 정보를 교환시 

안 하게 가용한 정보만을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 

근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구간에서 제3자

에게 체내삽입장치내 정보를 불법 으로 노출되지 않도

록 안 하게 병원 계자에게 송·수신하도록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구간에 WiMAX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WiMAX 네트워크 보안 성능을 측정  평가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WiMAX 보안 compliance, WiMAX MAC 

상의 IPSec, MAC 계층에서 ECDH 수행 등의 데이터 보

안, MAC  제어 메시지 보안, 핸드오버 연결 지연, 임 

손실  역폭 등을 비교평가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유헬스 어

와 WiMAX 보안에 해서 분석한다. 3장에서는 유헬스

어 환경에서 무선 근네트워크를 용한 보안 모델을 제

시하고, 4장에서는 WiMAX 네트워크로 테스트베드를 구

축하여 WiMAX  보안 성능에 한 효율성  안 성에 

하여 분석․평가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에 한 방향을 제시한다.

2. 관련연구

2.1 유헬스케어

유헬스 어는 정보통신 기술이 의료와 목되어 환자

의 생체정보를 병원 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가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병원  의사와 연결되

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리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1,3]. 유헬스 어 서비

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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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단계 더 진화된 서비스이다[1].

[그림 1] 체내삽입장치을 가지는 유헬스케어 서비스 개념도

그림 1은 유헬스 어 서비스에 한 개념도이다. 그림 

1에서 체내삽입장치는 환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기 

해서 환자 몸에 부착한 장치를 말한다. 환자와 병원 계

자(의사) 사이는 WiMAX 네트워크 환경의 무선구간의 

통신환경으로써 병원원 계자(의사)는 원거리에 있는 체

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정보를 요청한다. 병원

계자(의사)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손쉽게 체크

하기 해서 체내삽입장치를 사용한다. 리자는 병원

계자가 요청한 환자의 생체정보를 송해주는 게이트웨

이 역할을 수행한다.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는 응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타병원으로 진찰을 요청하거나 외

부 장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환자가 확인할 수 있다.

2.2 유헬스케어 보안 문제

유헬스 어 환경에서 이동성을 가지는 체내삽입장치

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정보를 병원 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에게 송·수신할 때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 과 

 요소들은 그림 2와 같다[7,8]. 

[그림 2] 유헬스케어 환경의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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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처럼 유헬스 어 환경에서 발생가능한 보안 취

약 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버를 공격하는 DoS 공격 

유형, 바이러스/웜 해킹 공격 유형 의료정보 도청/ 변조 

공격 유형, 유·무선 인 라에서 가능한 여러 불법 근 

공격 유형, 오 라인을 통한 방범 시스템 고장  인

인 기기 마비, 방해 , 화재와 같은 인재 는 악의 인 

행 를 통한 공격유형 등이 있다.

최근 유헬스 어 보안 연구 에는 은폐장치나 소리 

신호를 이용하여 체내삽입형 장치의 라이버시 보호하

는 연구와 액세스 근 유·무와 알람을 이용하는 근제

어 연구 그리고 액세스 토큰이나 통신 장자(Cloaker)같

은 추가 인 외부장치를 사용하는 연구가 있다. 마지막

으로 리더의 근 성이 검증되지 않은 체내삽입형 장치와 

원거리 무선 상호작용이 거부되는 연구도 있다.

3. WiMAX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헬스케어 환경의 보안 성능 평가

이 에서는 유헬스 어 환경의 무선 근구간에서 제 

3자가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정보를 불법

으로 수집하는 것을 방하기 해서 보안성이 강화된 

WiMAX 네트워크를 무선 근구간에 구축하 을 때의 

보안 성능을 측정  평가한다. 한, 환자의 기 인증 

과정이 끝난 후 환자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WiMAX 

시스템에 재 속할 경우 환자는 기 인증정보와 인증서

를 이용하여 리자의 추가 인 인증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WiMAX 서비스를 지원받기 한 통신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1 가정

유헬스 어 환경에서 무선 구간을 WiMAX 네트워크

로 무선 근구간을 구축한 후 최 의 보안 성능을 얻기 

한 실험 모델의 가정은 아래와 같다.

① 유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서버의 이용율

은 서버의 안정  운 을 하여 70% 수 으로 설

정한다.

② 무선 근구간의 WiMAX 네트워크는 환자와 병원

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 사이에 하나의 local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WiMAX의 보안 성능은 실

험 시간동안 동일하다.

③ WiMAX 네트워크는 한 개의 게이트웨를 통해 경

유하여 인증서버에 근한다.

3.2 모델설계

WiMAX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계자가 체내삽입장

치를 부착한 환자의 생체정보를 안 하게 수집  검사

하기 한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실험 환경

표 1은 WiMAX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표  MAC 

계층 보안과 IPSec의 연결 시간값을 나타내고 있다.

보안 기법 연결 지연시간

WiMAX MAC 보안만 사용 6 

MAC 계층과 IPSec 보안 모두 사용 10 

<표 1> 연결 시간

3.3 성능 평가를 위한 파라미터 설정

성능평가 실험을 해 필요한 라미터 설정값은 구

성요소, Compliance, 주 수 명세서, 성능 분석자, 

OPNET 임 명세서, IPSec 등이 있으며, 서버의 평균 

처리 시간은 CMS(Cryptographic Message Syntax) 처

리시간, 등록 처리 시간, 인증 처리 시간, 연결 지연 시간 

등의 로세스 수치값을 합하여 구한다.

3.3.1 환자로부터의 인증요청

유헬스 어 환경에서 체내삽입장치를 부착한 환자를 

인증하는 모델은 WiMAX 보안 compliance 표 을 사용

하는 경우, WiMAX MAC 상단에서 IPSec을 사용하는 

경우, MAC 계층에서 ECDH를 수행하는 경우 에 선택

하고 인증 서버의 서비스 입력 유형은 크게 인트라(Intra) 

도메인과 인터(Inter) 도메인으로 분류한다. 인트라 도메

인의 경우 평균 도착시간 간격을 0.17의 지수분포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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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하는 유형을 말하고, 인터 도메인의 경우는 지역 도메

인간의 평균 도착시간 간격을 0.5의 지수분포로 서비스

하는 유형을 말한다. 인터 도메인과 인트라 도메인의 평

균 도착시간 간격은 [  ]에서 사용한 수치값이다. 유헬스

어 환경에서 인증 서버가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는데 

소용되는 시간의 오차 범 는 서비스 환경에 향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하여 ±5%의 이항분포

로 설정한다. 

3.3.2 암/복호 처리시간

WiMAX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CMS 

(Cryptographic Message Syntax) 로세스 시간은 

ECDH를 이용한 Digital Signature와 RSA를 통한 암호

화 처리시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

되는 속도는 속도 Benchmarks를 참조하 으며, 각 암호

화 알고리즘의 Signature와 Verification 수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평가한 연구를 참조하 다[4,9]. 

3.3.3 등록/인증 수행 시간

등록메시지에 한 환자별 평균 인증 처리시간은 각 환

자별 로세싱 시간을 가정하여 등록 요청하도록 하 으

며, 인증서버는 병원 계자 수에 계없이 동일한 수행시

간을 갖도록 가정한다. 환자의 인증 메시지 등록 처리 시

간은 WiMAX 성능 련 결과를 참조하여 P-4.0GHz에서

의 연산 속도 가정치를 구하면 표 2와 같다[10].

서 버

처리시간

인증서버

인터 인트라

평균

처리시간

등록 요구처리
38,100

824

등록 응답처리 824

<표 2> P-4.0GH에서의 연산 속도 가정치       단 : ㎲  

3.3.4 인증 수행시간

인증 수행시간은 512 비트의 키를 비 키로 사용한다

고 가정하고 해싱하는 총 길이는 1024비트t가 되고, 

ECDH 연산 시간은 327.541 MByte/Second(1,809.9344 

bit/㎲)이 된다. 1024 비트를 해싱하는 총 시간은 0.09㎲

가 되고, ECDH는 WiMAX 네트워크 구간과 인증서버 

모두에서 이루어진다.

3.3.5 링크 통신시간

환자와 병원 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 사이의 구

간에서 링크 통신시간은 [7,8]에서 실험한 실험 연구를 통

해 얻은 링크 수치를 이용한다. 환자와 병원 계자(의사, 

간호사, 약사 등) 사이의 구간은 환경에 따라 링크 통신시

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본 논문에서는 다른 환

경  요소가 없는 것으로 링크 통신시간을 정하 다.

4. 평가

이 에서는 유헬스 어 환경내 무선구간을 WiMAX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환자와 병원 계자 사이의 무선구

간에 한 보안 성능을 평가한다. 

4.1 실험환경

실험을 해 사용되는 시뮬 이터는 OPNET을 사용

하고, 실험에 사용되는 인증 메시지는 Intra/Inter 도메인

에서 총 1만건이 요청되는 것으로 한다. 한 실험 환경

에서 인증 요청메세지가 모두 처리되는데 소용되는 시간

은 총 8시간이며 실험 환경은 표 3와 같다.

구  분 내    용

시뮬 이션 툴 OPNET 4.0

인증 메시지 수 10,000

총 소요시간 8시간

<표 3> 실험 환경

  

4.1 실험 및 결과

그림 4는 유헬스 어의 무선구간에 WiMAX 네트워

크를 설치하여 MAC 계층 보안과 IPSec 보안을 용하

을 때의 처리량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IPSec 보안의 처리량이 MAC  계층 보안의 처리량 보다 

3.7%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각 임에 40바이

트의 IPSec 헤더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 처리량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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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무선구간의 총 연결 수용능력 측면에서 

임 손실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이다. 실험결과, 

표  MAC 계층 보안은 MAC 계층 오버헤드가 10바이

트 정도의 작은 임을 드롭한데 반해 IPSec 보안은 

IPSec 터 에 들어가기 에 40바이트의 IPSec 헤드가 추

가되어 MAC 계층 보안보다 임 손실이 11.3%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프레임 손실 실험

그림 6는 서로 다른 링크 수용능력에 한 트래픽의 

평균 지연에 한 실험 결과이다. 실험 결과, IPSec 보안

이 MAC 계층 보안보다 2.8% 높은 지연 시간을 나타났

다. 이 같은 결과는 동일한 무선 링크 수용량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무선 인터페이스이 들어가기 에 페이로

드 크가가 계층 2와 계층3 헤더의 오버헤드가 추가 으

로 증가하 기 때문이다.

[그림 6] 지연시간

 

5. 결론

체내삽입형 장치를 사용하는 유헬스 어 서비스의 환

자 정보는 병원 계자(의사, 약사, 간호사 등)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해서 이동성이 갖는 환자에게 환자의 

생체 정보를 요청할 경우 무선 구간에서 병원 계자에게 

달될 때 안 성이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구

간의 안 성을 보장하기 해서 WiMAX 네트워크를 통

해 환자의 생체정보를 병원 계자에게 달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WiMAX 네트워크의 보안성능을 수행

하 다. 성능 평가 결과, WiMAX 네트워크에 MAC 계층 

보안과 IPSec 보안를 비교평가 결과는 처리량은 IPSec 

보안이 MAC 계층 보안 보다 3.7% 낮았지만 임 손

실과 지연시간에서는 IPSec 보안이 각각 11.3%와 2.8%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IPSec 보안이 임 정

보의 크기가 MAC 계층 보안의 임보다 크기 때문이

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통신망과 연동하는 WiMAX 

환경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보안 공격에 안 한 통신 

로토콜에 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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