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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원격 환경의 진료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들 시스템은 미래의 원격진료 즉, 병원에 직
가지 않고 집에서 바로 압, 심박수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 으로 모바일 PC 즉, 개인 휴 용 단말기(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가 의료 분야에서 PC를 체하여 이동성, 편리성을 제공하는 자 차트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PDA는 작은 몸체로 이동성  편리성 등이 PC보다 뛰어나지만,  해상도가 큰 이미지, 높은 처리 속

도를 요구하는 작업 등을 처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은 문제 이 있다. 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무선 환경으로 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련된 의료 상 즉, MRI 사진이나 X-ray 

사진 등을 의료 환경에 이용 하는 데는 보안 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우 빠

르게 발 하고 있는 진단과 치료기술을 이러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근성의 보

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무선 환경의 PACS의료 인증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1. 서론

  재 네트워크 기술 발 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곳에 네트워크가 보  되면서 학교, 병원 등의 건물 

내에서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인터넷 속  네트

워크 작업 등을 할 수 있게 다. 한, 인터넷을 통

한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달되어 의료분야, 자. 기 

분야 등에 걸쳐 많은 기여를 하 다. 그래서 병원에

서도 실시간으로 치료  진찰을 할 수 있는 원격진

료시스템이 개발 되어 의사나 담당 간호사의 PC를 

이용하여 환자의 정보, X-ray 촬  사진 등을 담은 

차트를 검색하고, 볼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하게 되었

다. 이런 원격의료시스템에 한 연구는 재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기 

해서는 이동성과 무선 환경의 데이터 교환으로 인

한 보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를 들어, 지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에 한 기록과 CT촬  

같은 자료를 보기 해서 다시 자신의 PC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동성을 한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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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직 이동하기에는 무겁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

하기는 마찬가지 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무선 네트워크기반으로 모바일 

컴퓨터용 아키텍쳐인 WAP를 이용하여 휴 용 정보

단말기인 PDA를 통해 임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송받아 실시간으로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연구하 고 자료를 송받는 도 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2.  련연구

 2.1 WAP기반의 모바일 통신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는 모든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모바일 컴퓨터용 

아키텍처로 재 많은 기업체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라우 를 이용하여 데이터 송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 WAP에서 Server와 PDA간의 구조

WAP Gateway를 통하여 그림 1처럼 Server에서 

HTTP나 FTP등이 TCP/IP를 통하여 WAP 

Gateway에 송되며, WAP Gateway는 WSP, 

WTP등으로 변환하여 각 단말기인 Client에게 WDP

를 이용하여 송하게 되어 PDA의 라우져로 볼 

수 있다. , 환자에게 처방 같이 Server에 데이터를 

송해야하는 경우에도 와 같은 구조로 송하게 

된다. 

    

       [그림 2] SEVER와 PDA간의 구조

 

3. 원격 진료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

WAP을 기반으로 한 원격 진료시스템을 구 을 

해서 먼  체의 구조를 악이 요하다. 

새로운 환자를 입력하면 DB Ser

ver에 장이 되고, Webserver를 통하여 각각 

필요한 의사, 간호사의 PC에  송이 된다. 그리고 

처방 이나 X-ray 촬  등의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 바로 Server 송되어 장된다.

 이 기본 구조에 그림 2와 같이 PDA Client를 합 

시켜 PDA에서도 검색, Update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림3] PAD를 이용한 병원의료정보 구성도

   

3.3 WAP의 보안

무선구간 (WTLS ( TLS) : 사용자로부터 달된 

데이터를 해독하고 다시 암호화 하여   웹 서버로 

달유선구간 (TLS ( WTLS) : 웹 서버로 부터 

달된 데이터를 해독하고 이를 다시 암호화  하여 사

용자에게 달한다. 이 과정에서 WAP G/W는 사용

자와 서버간 달되는 데이터의 모든 내용을 해독. 

보안의 허 이 노출되어 유선인터넷과 같은 완벽한 

END-TO-END 보안을 제공 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해결 방안으로  WPKI 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WPKI 구조는 다음과 같다

RA

Contents Provider
(W eb Server)

X509 인증서버

단말기

WTLS 인증서버

Root CA

X509 인증서버WTLS 인증서버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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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WPKI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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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LS 서버인증용(minicert) 무선 사업자가 운

하는 WAP Gateway에 발  무선으로 단말기

에 송한다.

사용자  서비수서버 인증서 WTLS 클라이언

트 인증용(X.509 cert) 단말기에는 URL만 장

하고 WTLS 서버가 인 증시 디 터리에서 가져

온다.

자서명용 (x.509 cert) 단말기에는 URL 만 

장하고 응용 서버가 서명 검증시 해당 디 터리

에서 가져온다.

사 용 자
인 증 서

D i r e c t o r y

인 증 서 U R L

W A P  G / W  o r
응 용 서 버

사 용 자
인 증 서

D i r e c t o r y

인 증 서 U R L

W A P  G / W  o r
응 용 서 버

[그림 5] WPKI 인증서 구조 차도

3. 구

WPKI 구  문제   해결방안

CA 인증서 무결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단말기에 

데이터를 송할 때CA 인증서를 송 설치한다.

X.509 CRL 방식의 CRL목록을 이용한 인증서 

검증이 어려우므로  서버는 Short-lived 인증서를 

사용하 다

유무선 연동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하 다.

유선 : RSA기반의 X.509 v3 인증서

무선 : ECC 기반의 WTLS  X.509 

인증서

 단말기에서는 RSA와 ECC를 동시 지원하고 

서버는 WTLS  X.509 인증서를 복수 발행하여 

해결하 다.

키 생성 암호화

낮은 단말기 성능에 따른 기존 RSA 1024bit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ECC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WAP기반에서의 PDA를 이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의 모듈을 구 하는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사용기종: 펜티엄 III IG

운 체제: WINDOWS 2000 SERVER

개발도구: VISUAL C++ 6.0, JAVA

개발환경의 로그램 모듈은 다음과 같다 

package Stock;

import javax.microedition.lcdui.*;import java.io.*;

public class MenuCanvas extends Canvas{

private Image off_bg, on_bg;private int 

selected_menu;private Display display;private 

InterestCanvas interest_cvs;

public MenuCanvas(Display display) throws 

IOException{

g.drawImage(on_bg, 

getWidth()/2,20Graphics.HCENTER|Graphics.TOP);

g.drawImage(off_bg, getWidth()/2, 40, 

Graphics.HCENTER|Graphics.TOP);g.drawImage(of

f_bg, getWidth()/2, 

,Graphics.HCENTER|Graphics.TOP);

g.drawImage(off_bg, getWidth()/2,80, 

Graphics.HCENTER|Graphics.TOP);

g.drawImage(off_bg, getWidth()/2, 90, 

Graphics.HCENTER|Graphics.TOP);

 }

}

4. 결론  향후 연구 과제

오늘날 원격의료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보통신기

술의 발달이 원격의료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

기도 면서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한 제공자와 수요

자들의 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빠르게 발 하고 있는 진단과 치료기술

을 이러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근성의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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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료가 떠오르고 있다. 원격의료의 도입 배경 역

시 통신과 네트워킹 기술의 고도화를 기반으로 하여 

원격 상기술, 원격자료 송 기술 등의 신기술이 개

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 다

원격의료가 환자, 의사  의료기 , 그리고 사회

체에 미치게 될 여러 가지 정  효과들이 상되

면서 이에 한 활발한 연구와 보안 련 사업들의 

추진이  세계  으로 펼쳐지고 있다. 원격의료의 

도입을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인증 

시스템 도입의 정  효과는 사회 으로 미치는 효

과는 단하다 할수 있다. 

  먼  환자에게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원격의료

가 확 되면 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원격에 있

는 학병원 문의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게 된다. 치에 계없이 다른 병원이나, 의료진과 

상담을 하더라도 진료를 한 검사의 불필요한 복

도 피할 수 있다. 환자는 의사와 각종 의료 기기가 

있는 병원 등에 가지 않더라도, 단지 의사가 치료를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시간 내에 필요

한 정보가 송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한 재택진료를 통해 환자의 가정에서 문의가 직  

그리고 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즉 가

장 한 수 의 진료가 가능할  것이다. 한 원

격자문을 하게 되면 지 의사에게 원격지 의사로부

터 추가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오진의 험도 

어드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효과도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리, 시

간, 재정 인 제한을 감소하여 환자들의 의료기 에 

한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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