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9, No. 12, December 2016(pp. 1981-1991)

https://doi.org/10.9717/kmms.2016.19.12.1981

1. 서  론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고

령 인구를 위한 헬스케어(Healthcare) 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병원을 방문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료 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직접 병원을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원격 

건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1].

원격 건강정보 시스템에서 환자 또는 사용자는 여러 

의료용 센서나 웨어러블 장비(Wearable device)들을 

기반으로 IEEE802.15.6과 같은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을 통해 수집된 자신의 건강정

보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의 병원에 위치한 의사에

게 전송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2]. 수

집된 정보는 원격지의 의사에게 전송되고 의사는 이

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진단이나 관련 의료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적인 원격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환자 

원격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키 격리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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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건강정보

에 대한 환자의 익명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의 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건강정보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공개되는 것

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한 정

보의 전송에서 사용자의 건강정보가 담당 의사가 아

닌 제 3자에게 공개되거나 사용자의 실제 신원정보

가 노출된다면 이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문

제로 발전할 수 있다.

원격 헬스케어 시스템의 보안과 관련하여, 비대면 

통신 환경의 특성상 주로 원격지에 위치한 사용자의 

인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3-5]. 이들 

연구는 스마트카드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원격지

에 위치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에 

초점을 맞추고, 스마트카드 분실이나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대한 취약점 개선 방안들이 제안되었다. 하지

만 이들은 이전에 제안된 패스워드 기반 사용자 인증 

기법의 단순한 개선만을 시도하였으며, 원격지 헬스

케어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건강정보에 대한 보안은 

다루지 않았다.

안전한 건강정보 전송을 위해, Lin 등은 [6]에서 

신원기반 암호기법을 사용하여 원격 건강정보 모니

터링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환자의 건강정보의 보호

와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리고 Yang 등은 [7]에서 Lin의 모델에서 비밀키를 

저장한 디바이스를 분실하였을 경우 환자의 비밀키

의 노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 격리(Key insula-

tion or key evolution) 기법[8]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Yang 등의 기법은 저자들의 주

장과 달리 잘못된 키 격리 기법의 적용으로 인해 여

전히 환자가 단말을 분실하였을 때 이를 습득한 다른 

환자가 단말을 분실한 환자의 의사와의 공유 비밀키

를 계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전송되는 

메시지에서 환자가 선택한 의사의 신원정보의 노출

에 대한 보안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의사의 신원정

보가 노출되는 경우 비록 환자의 익명성은 보장되더

라도 의사의 신원정보로부터 해당 의사의 전문 진료

과목을 유추하여 환자의 병력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

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송되는 건강정보로

부터 의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노출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원기반 암호기법과 키 격리 

기법을 이용한 개선된 건강정보 전송 보안 프로토콜

을 제안한다. 제안기법은 Yang 등의 기법에서 잘못 

설계된 키 격리 기법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Yang의 

기법과 달리 환자가 보안 프로토콜 수행에 필요한 

암호키들을 발급받는 등록과정에서 오프라인 등록

과 같은 별도의 안전한 채널을 가정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

의 배경으로 Yang이 제안한 기법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3장에서 제안기법을 

위한 시스템 모델과 안전한 건강정보 전송 프로토콜

을 설계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기법에 대한 분

석과 성능비교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연구배경

[6]에서 Lin은 웨어러블 센서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신의 건강정보를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원격 헬스케어 시스템을 통해 의사에게 전

송하여 진료를 받는 eHealth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신원기반 암호기법을 사용한 비대화식 

키 설정(Non-interactive key establishment) 기법을 

통해 환자와 의사 사이에 공개키 교환 같은 추가적인 

정보의 전송 없이 암호화에 필요한 동일한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Lin 등이 제시한 

모델에서 환자의 개인키를 스마트폰과 같은 환자가 

보유한 모바일 단말기에 저장하는데 환자가 이를 분

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경우 이는 곧 개인키의 노출

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Yang은 [7]에서 Lin이 [6]에서 제안한 모델에 대

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개인키를 저장한 단말기의 

분실로 인한 개인키의 노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에는 짧은 주기의 임시 개인키를 저장하고 임

시 개인키의 생성에 필요한 헬퍼키(Helper key)를 개

인용 데스크톱과 같이 분실의 위험이 적은 기기에 

저장하는 키 격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임

시 개인키가 저장된 단말을 분실하더라도 이전의 임

시 개인키는 무효화되고 헬퍼키로 새로운 개인키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개인키의 분실로 인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기법은 Yang 등이 제안한 

모델을 기반으로 하므로, 본 장에서는 먼저 Ya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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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Yang이 제안

한 모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HMS (Healthcare Monitoring Server)

환자의 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

PHI)를 환자가 선택한 의사에게 전달하는 중개인 역

할을 수행하며 시스템에서 사용할 보안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환자에게 가명을 발급한다.

∙환자 (Patient)

자신의 건강정보를 의사에게 전송하여 이를 이용

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의사 (Doctor)

환자로부터 전달받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환자

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BH (Body Hub)

무선 센서 노드를 이용하여 측정된 환자의 건강정

보를 수집하고 이를 의사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제안 기법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정하였다.

∙ HKU (Helper of Key Update)

HKU는 새로운 주기의 임시 개인키의 생성에 필

요한 헬퍼키를 생성하여 BH에 전달한다. 제안 기법

에서는 가정의 데스크톱 PC와 같이 분실의 위험이 

없는 장치를 가정하였다

Yang은 HKU를 이용하여 임시 개인키를 생성하

여 이를 단말에 저장하여 단말을 분실하더라도 새로

운 키를 생성하여 분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키 격

리 기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기법에서 다음

과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1 단일 헬퍼 비밀키 문제

Yang은 [7]에서 환자가 HMS에 등록을 하는 과정

과 HKU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저장하는 개인키를 

갱신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HMS는 환자 의 신원정보 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b. 환자 의 초기 개인키  


       를 계산한다.(∈

 :

HMS의 마스터키, ∈
 : HKU의 헬퍼 비밀키)

c. 
 를 안전한 채널을 사용하여 환자 에게 

전송한다. 동시에 를 환자의 HKU에 헬퍼 비밀키

로 저장한다.

d. 환자는 HKU에 저장된 헬퍼 비밀키 을 이용

하여 새로운 주기 에서의 헬퍼키 


            를 계산한 뒤 


  

  
 를 계산하여 주기 에서의 새로

운 개인키를 얻는다.

여기서 만약 어떤 환자 이 다른 환자 의 

주기 에서의 개인키 
 가 저장된 단말을 습득

했다고 가정할 때, 은 다음과 같이 의  에

서의 개인키 
  을 생성할 수 있다. 의 주기 

+1에서의 헬퍼키 


            를 의 

HKU에 저장된 마스터키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습득한  개인키 
 를 이용하여 주기 에

서의 개인키 
    

 
   를 계산한다. 이 

문제는 HMS가 모든 환자의 HKU에 같은 마스터키 

을 발급함으로서 발생한다.

1)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환자의 익명성 문제

Yang의 기법에서 환자에 대한 가명의 발급은 

HMS가 수행한다. HMS는 환자의 가명 발급의 주체

로서 가명으로부터 환자의 실제 신원정보의 추적이 

가능하고 결국 시스템 내에 가명으로 전송되는 PHI

에 대한 환자 식별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 즉,

HMS는 환자가 익명으로 전송하는 PHI에서 환자의 

실제 신원정보를 추적하여 PHI를 생성한 환자의 식

별이 가능해진다.

2.2 의사의 식별정보의 노출 문제

Yang은 제안 기법에서 개체 간에 비대화식으로 

공유하는 키의 생성과 키 격리 기법에 중점을 두었

다. 제안 기법의 목적이 환자의 익명성 보장과 전송

되는 PHI의 보호이기 때문에 PHI는 암호화되어 의

사에게 전달되겠지만 의사의 식별정보가 암호화 되

지 않을 경우 의사의 식별정보가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의 문제도 

고려해야한다.

2.3 안전한 채널을 가정한 환자의 비밀키 전달

Yang의 제안기법에서 HMS는 환자가 PHI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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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사용할 환자의 초기 개인키 
 , 헬퍼 비밀키 

 와 헬퍼 공개키 를 오프라인과 같은 안전한 

채널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하였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오프라인 등록을 가정하지 않고 

온라인 등록 환경에서의 환자의 인증과 키의 안전한 

전달을 고려한다.

3. 제안 기법

3.1 시스템 모델

본 장에서는 제안 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Yang의 

기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기법에서는 모든 

사용자에게 키 격리기법을 위한 서로 다른 헬퍼 비밀

키 를 부여한다. 그리고 환자와 HMS 사이에서 

PHI와 환자가 선택한 의사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

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는 HMS와 비대화식으로 공

유하는 키  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한다.

Table 1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이

며 Fig. 1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을 간략하게 표

현한 것이다.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개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Yang과 같으며 본 논문에서는 신뢰기관

인 TA(Trusted Authority)를 가정하며, TA는 환자

의 가명과 시스템 보안 파라미터를 관리한다.

∙ TA

신뢰기관으로서 프로토콜의 수행에 필요한 공개 

시스템 파라미터의 생성 및 배포와 사용자의 신원정

보를 등록하고 서비스에서 사용할 환자의 가명을 발

급한다.

∙의사(Doctor)

기본적인 역할은 Yang의 모델과 같고 HMS에 소

속되어 있으며 HMS와 의사 사이에는 신뢰할 수 있

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을 

주고받는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시스템 모델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들을 고려한다.

∙환자의 익명성 : 환자의 익명과 실제 신원정보

의 관계는 TA를 제외한 다른 개체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전송 PHI의 보호 : 전송되는 환자의 PHI는 외

부의 도청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하고 환자가 선택한 

Table 1. Notations 

Notation Description

  bilinear groups of a prime order , respectively

∈ generator of group 

 × → bilinear pairing

  
→ one-way hash function

  
 × → one-way hash function

   identity and pseudonym of patient , respectively

 private key of an entity 

   helper private key and public key pair of patient , respectively

 personal health information of patient 


 service private key of patient  at period 

 time stamp

  shared secret key between  and 

 master secret of 

 master secret of 

  id-based encryption for the message  under the identity 

  id-based decryption for the ciphertext  under the private key  corresponding to 

  id-based signature for the message  under the private key  corresponding to 

   id-based signature verification for the given message  and signature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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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제외한 제 3자는 해당 PHI에 접근할 수 없어

야한다.

∙의사 식별정보의 기밀성 : 환자가 선택한 의사

의 정보는 PHI 전송에 참여하는 개체를 제외한 제3

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야한다.

3.2 초기화 (Initialization)

TA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스터키를 선택하고 

공개 시스템 파라미터를 생성한 뒤 이를 배포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시스템에서 사용할 가명을 발급한

다.

1) TA는 시스템에서 사용할 겹선형 함수 파라미

터         를 생성한다.

2) 마스터키로 사용할 ∈
를 랜덤하게 선택하

고 공개키   를 계산한다.

3) 일방향 해시함수    →,

  
 × →를 선택하고 공개 시스템 파라미

터               를 구성하여 배포

한다.

4) 환자의 신원정보 의 유효성을 검사한 뒤 환

자의 가명 와 가명에 대한 신원기반 개인키 

 
   를 발급하고, 〈 〉를 자신

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HMS는 공개 시스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스터키를 생성하고 소속된 의사들에게 신원기반 

개인키를 안전한 채널을 통해 전달한다.

1) HMS는 마스터키로 사용할 ∈
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공개키   를 계산한다.

2) 소속된 각 의사의 개인키 
  를 생

성하여 전달한다.

3.3 등록(Registration)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는 TA로부터 발급받은 가

명을 HMS에 등록하고 인증과 건강정보 전송 보안

에 필요한 서비스 개인키를 발급받는다.

1) 환자는 자신의 가명을 사용하여 서비스 등록요

청 메시지       
 를 HMS에

게 전송한다. 이때  
 는  에 대응되

는 신원기반 개인키  
를 이용한 등록 요청메시지

의 신원기반 전자서명(ID-based signature)이다[10].

2) HMS는 요청 환자의 가명  를 이용한 서명 

검증    이 유효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서비스 개인키를 발급한다.

3) HMS는 환자를 위한 헬퍼 비밀키 ∈
를 랜

덤하게 선택하고 헬퍼 공개키   를 계산한

다. 이후 환자의 초기   개인키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4) HMS는 키 전달을 위한 메시지 


    에 대한 암호문 

  를 등록요청 환자에게 전송하고,

  
     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Fig. 1. System model for the propose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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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한다. 이때   는 신원기반 암호

를 의미한다[9].

5) 환자는 신원기반 개인키  
를 이용하여 로

부터 
       

와 같이 

복호화하고, 초기 서비스 개인키 
를 자신의 BH

에 저장하고 헬퍼 비밀키 를 자신의 HKU에 저장

한다.

3.4 키 갱신(Key Evolving)

주기 에서 키를 저장한 BH를 분실하였을 경우 

환자는 새로운 주기 의 서비스 개인키를 생성하

여 키 분실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한다.

1) 환자의 HKU는 주기 에서의 헬퍼키 
  

를 다음과 같이 생성하고 이를 BH에 전달한다.


             (2)

2) BH는 번째 주기의 서비스 개인키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 뒤  주기의 개인키 
와 새로운 서비

스 개인키 계산에 사용한 헬퍼키 
를 삭제한다.


  


   (3)

기존에 분실한 BH에 저장되어있던 주기의 서비

스 개인키 
는 주기에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위협을 분실시점과 새로운 주기사이

로 최소화할 수 있다.

3.5 건강 기록 전송(Sending Patient Health Infor-

mation)

환자 는 HMS가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소속 의

사들의 정보를 통해 진단을 받고자 하는 의사 를 

선택한다. 그리고 HMS를 통해 선택한 의사와 건강

기록의 전송을 통해 진단을 받는다.

1) 환자는 HMS에 소속된 의사 를 선택한 후,

해당 의사의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HKU에서 


  를 계산하고 이를 BH에 저장한다. 이 

과정은 의사를 선택하는 초기에 한번만 수행되어진다.

2) 현재 주기가 라고 할 때 의사와 비대화식으로 

공유할 비밀키   
를 다음과 같이 생성한다. 여

기서 는 키 유도 함수(Key Derivation Function)

을 의미한다.




    (4)

  
     

  (5)

3) 환자는 계산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암호문을 생성하고 메시지     를 생

성하여 HMS에 전송한다.

 
  

 
    

       

 

  

       

4) 의 암호화에 사용한 환자와 HMS 사이의 공

유 비밀키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6)

HMS는 등록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둔 

  
     를 이용하여 환자와 HMS 사

이에서 비대화식으로 공유하는 키  를 계산할 수

있다. HMS는 이렇게 계산한 키를 이용하여 를 복

호화하여 메시지      
        

를 얻을 수 있다. HMS는 이를 해당하는 의사 에게 

전송한다.

1) 의사는 주기 에서의 비대화식으로 공유하는 

비밀키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8)

′   ′
  ′   ′ 

 

(9)

2) 의사는  ′    
       

를 식 (9)에서 계산한 비밀키를 이용하여 검증한 뒤 

′  복호화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 를 

획득한다.

다음의 계산식을 통해서 의사와 환자가 각각 계산

한 키  
와  ′ 

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10)

4. 안전성 및 성능 분석

4.1 안전성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기술한 보안요구사항을 제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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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설명하고 Lin의 기법과 

Yang의 기법 그리고 제안기법을 비교 분석한다.

Table 2는 [6]에서 Lin이 제안한 기법과 [7]에서 

Yang이 제안한 기법,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

법의 보안기능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Lin은 스

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건강기록 전송

환경에서 가명과 신원기반 비대화식 키 설정기법을 

이용한 익명인증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Yang은 사용자 모바일 기기의 분실로 인한 개인키 

노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 격리 기법을 추가적으

로 적용한 익명인증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Yang

은 제안한 기법에서 개인키를 저장한 단말의 분실을 

가정하여 주기적으로 새로운 개인키를 생성하는 키 

격리 기법을 사용하였으나 모든 환자의 HKU에 같은 

마스터 비밀키를 부여함으로서 안전한 키 격리 기법

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HMS가 환자의 익명 발

급을 수행함과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로서 환자의 개

인건강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

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인 HMS에 대한 환자

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본 논문의 핵심 기여는 

Yang이 제안한 기법을 개선한 것이므로 Yang의 기

법과 비교하여 제안기법의 보안성을 분석하도록 한

다.

∙단일 헬퍼키 문제 해결

Yang의 기법에서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환자

들에게 동일한 헬퍼 비밀키(∈
)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때문에 어떤 

사용자(Alice)의 BH를 다른 사용자(Bob)가 습득하

였을 경우 자신이 보유한 동일한 헬퍼 비밀키 을 

사용하여 Alice의 BH에 저장된 주기 의 서비스 개

인키 
 를 사용하여 주기  의 서비스 개인키 


   를 다음과 같이 생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기법은 시스템의 모든 환

자들에게 고유한 헬퍼 비밀키 ∈
(즉,  ≠)

를 부여함으로써 시스템의 다른 환자 Bob이 Alice의 

서비스 개인키 
를 습득하더라도 Alice의 헬퍼 

비밀키 를 모르고서는 


               

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며 따라서  주기의 서비

스 개인키 
  


  를 계산할 수도 없

다. 헬퍼 비밀키의 저장은 제안 기법에서는 분실의 

위험이 없는 개인용 컴퓨터를 가정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의사와의 세션 비밀키의 생성에 필요한 서비스 

개인키의 갱신은 HKU를 소유한 사용자만이 가능함

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 신원정보의 익명성

환자는 신뢰기관 TA로부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익명을 발급받아 사용한다. 환자는 발급받은 익명을 

등록과정과 PHI 전송과정에서 실제 식별정보 대신 

사용한다. 시스템의 다른 참여자인 HMS와 의사는 

TA가 신뢰기관이고 환자 신원정보 에 대응하는 

익명 가 안전한 채널을 통해 환자에게 발급되었

다고 가정할 때 익명 을 통해 실제 환자의 신원

정보 를 추적할 수 없다.

하지만 의사는 진단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거

나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환자의 신원정

보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즉 필요할 경우 환자의 

익명 를 통해 환자의 신원정보 의 추적이 가

능한 조건부 프라이버시(Conditional Privacy)를 만

족하여야한다. 의사는 HMS를 통해 TA에 환자의 익

명 의 추적을 요청하게 되고 TA는 요청의 타당

성을 검증한 후 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Yang의 제안기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Table 2. Security comparisons

Lin et al. [6] Yang et al. [7] Proposed

Key-evolution √

Patient’s anonymity to HMS √ √

Patient’s anonymity to doctor √ √ √

Protecting doctor’s ide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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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S는 환자의 익명을 통해 실제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익명의 발급기관과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하

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인 HMS에 대해서는 환자

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의 

제안프로토콜에서는 환자의 익명의 발급과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개체로서 서비스제공자인 HMS는 전

달하는 메시지에서 환자의 실제 신원정보를 추적할 

수 없고 필요할 경우 TA에 요청하여 실제 신원정보

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환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조건

부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다.

∙환자가 선택한 의사의 신원정보의 기밀성 

Yang이 제안한 기법은 네트워크를 통한 건강기록 

전송 시 의사의 신원정보 노출을 보안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의사의 신원정보가 노

출되는 경우 비록 환자의 익명성은 보장되더라도 의

사의 신원정보로부터 해당 의사의 전문 진료과목을 

유추하여 환자의 병력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요인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송되는 건강정보로부터 의

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노출되지 말아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안 기법에서는 환자와 HMS

( ) 그리고 HMS와 의사() 사이의 전송

에서 암호화를 통해 정당한 수신자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5절에서 설명한 제안기법의 건

강 기록 전송단계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과정에

서 시스템 외부에서 메시지를 가로챌 경우 공격자는 

메시지      만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 

건강 기록 수신을 위한 의사 신원정보는 오직 HMS

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신원정보 를 

포함한 전체를 환자와 HMS사이에 공유하는 세션 

비밀키   
   를 사용하여  형

태로 암호화되어 전송된다. HMS는 환자의 등록과

정에서   
     를 저장해둠으로써 

환자와 동일한 세션키를 생성하여 를 복호화 한다.

HMS는 메시지의 복호화를 통해 환자가 선택한 의

사의 신원정보 의 확인이 가능하고 앞서 가정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소속된 의사에게 

전달한다. 외부 공격자는 메시지에서 오직 전송하는 

환자의 익명과 타임스탬프만을 획득할 수 있다.

∙전송 PHI의 보호 

환자는 선택한 의사 와 비대화식 키 공유를 통

해 생성한 키를 이용해 PHI를 암호화한다. 키는 


    

   
 

    
 와 같이 계산되므로 오직 환자가 선택

한 의사와 환자만이 계산 가능하므로 외부의 제 3자

는 PHI에 접근할 수 없다. 이는 [11]에서 기술한 비대

화식 키 분배 기법의 안전성 증명에 의해 해당 기법을

사용한 PHI의 전송에서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

∙안전한 채널을 가정하지 않은 환자의 비밀키 

전달

Yang의 제안 기법에서는 HMS가 생성한 환자가 

시스템에서 사용할 키 
     를 안전한 

채널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원기반의 암호화와 인증 기법을 사용

하여 안전한 채널이 아닌 공개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 환자의 키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환자는 TA로부터 익명과 함께 익명을 사용한 신

원기반의 개인키  
   를 발급받는다.

환자는 HMS에 등록과정에서 TA로부터 발급받는 

 
를 사용한 서명    

를 생성하여 

등록요청 메시지에 포함하여 전달한다. 신뢰기관 TA

가 정당한 사용자에게만 익명과 함께 개인키를 발급

했다고 가정할 때, HMS는 환자의 익명 를 사용

한 서명의 검증을 통해 등록요청 메시지의 발신자가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HMS는 환자를 

위한 키 
    를 환자의 익명 을 

사용한 신원기반 암호화를 통해  를 

생성하여 환자에게 전달한다. 환자는 TA로부터 발

급받은  
를 사용하여 복호화한 결과 


       

를 획득한다. 이

를 통해 안전한 채널을 가정하지 않고도 등록과정에

서 HMS에 대한 인증과 암호화를 통한 키의 안전한 

전달이 가능하다.

4.2 성능분석

본 절에서는 제안된 건강정보 전송 보안 프로토콜

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서 제안된 건강정

보 전송 보안 프로토콜의 성능 분석을 위해 시스템에 

참여하는 개체인 환자의 모바일 단말BH와 원격지 

서버 HMS 그리고 의사의 단말로 구분하여 프로토

콜 수행에 따른 암호기법의 연산량을 Yang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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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비교하여 Table 3에 각각 나타내고 있다. 연산

량 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로서 신원기반 암호기법의 

겹선형 페어링( )과 스칼라 곱셈(), 대칭키 

암호화()와 복호화() 그리고 메시지 인증코

드() 연산을 고려하였다. 이때, 제안기법의 등록

단계에서 연산량은 3.3절에서 사용되는 신원기반 암

호()와 전자서명 기법()으로 [9]와 [10]을 

각각 가정하였을 때 소요되는 연산량으로 분석하였

고, Yang 등은 등록과정을 오프라인과 같은 별도의 

보안채널을 가정하였으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건강기록 전송 메시지의 보안은 신원기반 암호

기법의 비대화식 키 설정기법을 통해 생성된 비밀키

를 기반으로 하므로 Table 3의 제안기법의 분석내용

은 3장의 식 (6)과 식 (8)로부터 도출된 비밀키를 이

용한 암호화와 메시지 인증코드 연산의 결과이다.

그리고 건강기록(PHI) 전송 메시지의 보안처리 

수행시간을 평가하기 위해 공개 암호 라이브러리 

PBC[14]와 jPBC[13]에서 제공하는 512비트 소수 

의 에서 160비트 소수 를 위수(Subgroup order)

로 하는 타원곡선상에서 정의된 겹선형 페어링 연산

을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Yang 등의 기

법과 비교하였다. 이때, 환자의 BH의 성능은 사용자 

스마트폰 단말 환경을 고려하여 갤럭시 S4 기기에서 

측정된 수행시간을 고려하였고, 이에 반해 HMS 서

버와 의사의 단말은 비교적 고성능을 가정하여 인텔 

I7 2.4GHz PC에서 측정된 지표를 고려하였다.

환자의 건강정보 PHI는 HMS를 통해 담당 의사에

게 분배되므로, 여러 환자로부터 수신된 PHI들을 효

율적으로 처리하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HMS 연산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Yang 등의 

기법과 비교해서 제안기법은 환자와 의사에게 부담

되는 연산량은 큰 차이가 없으나 HMS에 부가되는 

연산은 Yang 등의 기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Fig. 2는 HMS가 처리해야 하는 PHI의 

개수에 따른 전체 처리 시간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러 환자들로부터 HMS가 수신하는 PHI의 

수신율에 따른 HMS에서의 메시지 처리시간을 측정

하기 위해 M/D/1 대기모델을 이용하여 제안 프로토

콜의 성능을 분석하였다[6]. 이러한 결과로 Fig. 3은 

PHI 수신율의 변화에 따른 HMS에서의 예상 처리시

간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된 평균 처리시간을 나

타내고 있고, Fig. 4는 10 msg/second의 비율로 HMS

가 50개의 PHI를 수신하는 경우에 대해 메시지 보안

처리에 따른 각 PHI의 대기 지연시간을 추적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짐작할 수 있

듯이 제안 프로토콜은 HMS의 빠른 PHI 처리를 가

능하게 하며 Yang 등의 기법에 비해 실시간성을 요

구하는 원격 건강정보 전송서비스의 경우에 보다 효

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Yang이 제안한 기법의 문제

Table 3. Computational costs for the proposed secure PHI transmission protocol

Proposed Patient (BH) HMS Doctor

Registration     -

PHI transmission      

Yang et al Patient (BH) HMS Doctor

Registration off-line

PHI transmission      

Fig. 2. Processing time of HM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HIs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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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인 단일 헬퍼키의 문제를 모든 환자에게 고유한 

헬퍼키를 부여함으로서 안전한 키 격리 기법을 적용

하였고 이와 함께 PHI의 전송 간에 메시지에서 의사

의 신원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와 

HMS간에 비대화식 공유 비밀키를 사용한 암호화를 

이용해 제 3자의 전역적 도청으로 인한 의사의 신원

정보의 노출을 해결하였다. 또한 Yang의 제안기법

에서 안전한 채널 가정을 통해 HMS가 PHI 암호화 

전송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키 전달을 가정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TA로부터 발급받은 

환자의 익명과 신원기반 암호기법을 사용하여 안전

한 건강정보 전송 프로토콜을 설계하였다. 또한 안전

성과 성능분석을 통해 제안방안이 기존 방안보다 우

수함을 인증하였으며 제안 방안은 향후 고령화 사회

에 따른 헬스케어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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