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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d Hoc 네트워크기반 의료정보시스템은 정보시스

템상의 멀티 센서디바이스들이 모든 수신자에게 데이

터를 중계하기 위하여 mesh 네트워킹을 이용한 Publ

ish/subscribe routing framework를 기반으로 이루어

졌다. 각각의 센서 노드들은 vital signs, location,

identity를 알리고, 구조자 혹은 의사들은 이러한 데

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각 디바이스들은 발신자로 부

터 수신자 까지 데이터를 라우팅을 한다. 네트워크

안에서는 대역폭의 한계와 정보의 오버헤드를 막기

위해 데이터 필터링과 통합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통

신 모델은 의료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이다. 이렇게 데

이터를 전달함에 있어서 의료부분에서는 전달되는 데

이터의 내용에 따라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우선 선별

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의료정보시스템상의 네트워크

도메인은 타 도메인과 차별화가 가능하고 따라서

도메인별로 차별화된 보안 메커니즘이 적용되어야한

다. 본 연구는 의료정보시스템 Network보안 Infrastr

ucture 아키텍쳐는 어떤 구조와 기준으로 설계 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 개발을 위해 의료정보시스

템상 에서의 고가용성 공격대응 Network Infrastruct

ure 아키텍쳐 설계방법을 제안한다. 서술 순서는 네

트워크 형상(Topology) 결정 요소선정, 보안도메인

설정기준 결정, 구조도 선택기준 결정, 차단위치 결

정, 경로방역망 구성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보안기능

효율성 측면에서 검증한다.

2. 의료정보시스템 도메인 구조

ad hoc 기반 의료정보시스템은 생체정보 측정 기

술부, 생체신호 측정 과정에서 출력되는 아나로그 형

태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변조하여 무

선 신호로 전송하고 수신하는 근거리 무선 전송 기술

부가 있다. 무선으로 전송되어온 신호를 병원등 의료

기관과 ISDN 전화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포

함하여 음성 ,화상, 신호등을 교환하며 문진할 수 있

는 접속 근거리 무선 전송 기술부, 그리고 전송되어

온 생체 신호를 자동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환자

관리 및 재택 의료정보 분석 기술부로 나누어 진다.

환자는 화상과 음성으로 의사와 문진을 하며 동시에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또 환자가 Patient M

odule Unit을 휴대하고 무 구속적인 심전도의 측정

을 하다 심전도의 박동수를 기준으로 이상 발생시 병

원의 Clinical Station으로 자동 접속이 되어 응급 상

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2].

2.1 Patient Unit 센서구간 도메인

센서구간이란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

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이다.이 구간

에서는 “wearable tag” 또는 센싱 장치를 사용하여

환자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RF 신호를 이용하여 전

송한다. 센서구간의 센서는 환경센서와 생체센서로

구분되며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센싱이 가능한

센서 (Sensor Node)와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

세서, 그리고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장치 (Sink Node)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이다. 예를들면 심전도

Limb-Lead II를 250Hz 8bit 샘플링 하여 생체 신호

의 무선 전송에 필수적인 에러 체크와 정정 기능을

갖추기 위해 디지털 패킷전송 방법을 구현한다. 센서

구간 도메인내 에서는 475/643 byte/s의 전송률과 실

내 20m 정도의 사용 반경을 가진다.

2.2 Homecare Station 도메인

LAN이나 전용선 없이도 기존의 전화망을 이용하

여 고속의 (2 * B-channel (128kbps)) 디지털 통신을

할 수 있는 ISDN 전화망을 사용하여 일반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PC 기반의 Base Station 이다. 이를위

해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제공하는 Windo

ws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의 이동체와 고정

국과의 상호 무선 통신. 무선국이 이동하는 장소에

따라 육상 이동 무선, 해상 이동 무선, 항공 이동 무

선 등으로 분류된다. 원거리 통신시 장파, 중파, 단파

가 사용된다. 통신 범위가 좁은 경우는 초단파(VHF)

대나 극초단파(UHF)대가 사용되며, 60MHz, 150MHz,

400MHz, 800MHz대가 주로 이용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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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선 네트워킹 도메인

WLAN(Wireless Local Area Network)은 무선접

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거리 이내

에서 PDA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무선주파수를 이용하므로 전화선이

나 전용선이 필요 없으나 PDA나 노트북 컴퓨터에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은 단거리 무선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로서 개인의 휴대단말, 센서의 무선접

속에 활용된다. 주요 표준 기술로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UWB(Ultra-Wideband) 등이 있다.

3. 의료정보네트워크 보안효율성

아키텍쳐 설계

3.1 보안효율성 요구사항

의료정보시스템에서 보안 효율성 기능은 의료서비

스의 중단없는 연속성과 가용성을 극대화해주는 메커

니즘의 표현이다. ad hoc 기반으로 디자인 된 의료정

보시스템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와 요구사항이 다르다. 첫째, ad hoc 기반 의료 어플

리케이션은 작고, 가볍고 착용이 가능해야 한다. 둘

째, 의료정보 데이터의 유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

신시 간섭에 의해 패킷이 손실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

하여 신뢰성 있는 통신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환자

로부터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 의사나 간호사에게 데

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네트워크 레

이어 에서의 흐름상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방법이

다. 마지막으로 각 디바이스는 이동성 때문에 그에따

른 링크 채널이 변경이 된다. 멀티홉 라우팅 프로토

콜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가 이동할 때 빠른 새로운

라우팅 경로를 찾아야 한다. 의료정보시스템의 네트

워크 방역 중심 메커니즘은 소위 네트워크상에서의

거점(Station또는 Traffic Node) 방역으로 대표된다.

보안기능 수행은 도메인별로 네트워크 특성이 구분

되며 이 특성을 보안기능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네

트워크보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4].

3.2 보안 인프라 형상(Topology)요소

의료정보 네트워크의 보안인프라 형상이란 의료정

보시스템상에서 인트라넷, LAN 등 네트워크상에서

보안 기능과 관점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정의하고 분

류하는 방법이다. 보안인프라 형상은 의료정보시스

템 네트워크 구조상의 어느 접속점, 어떤 경로 상에,

어떤 종류의 보안기능을 배치하고 연계시키는가에 따

라 그 형상적 의미와 종류가 결정된다. 이같은 보안

인프라 구조의 성격을 고려해볼 때 의료정보 보안네

트워크는 <표1>과 같이 일반적인 네트워크구조 분류

기준, 즉 트래픽경로 설정방법, 외부 네트워크 그룹간

접속방법, 내부스테이션 배치방식 즉 서버와 클라이

언트 그룹 배치방법에 따라 구조와 형상이 결정될 수

있다[5].

<표 1> 의료정보시스템 보안구조 설정기준

네워크 구간 구간명
검토 결과

A B C D

1.외부네트워크 -외부 라우터
2.외부 라우터 - 외부 스위치
3.외부 스위치 - 침입차단
4.침입차단 - 내부 게이트웨이
5. 내부 게이트웨이 - 서버팜
6.내부게이트웨이- 클라이언트

외부 라우터 구간
외부 스위치 구간
침입차단 구간
내부 게이트웨이 구간
서버 구간
클라이언트 구간

ㅇ
ㅇ
ㅇ
ㅇ
ㅇ
ㅇ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3 네트워크 보안구조 설정기준

의료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도메인은 도메인 특성

과 보안 취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보안

취약성 대처가 필요하다. 즉 의료정보시스템상의 각

도메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보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때 형상 결정요소를 기반으로 보안도메인을

설정 하여야한다. 검토될 수 있는 요소는 <표 2>와

같이 1. 외부 네트워크 -외부 라우터영역, 2. 외부 라

우터 - 외부 스위치영역, 3. 외부 스위치 - 침입차단

영역, 4. 침입차단 - 내부 게이트웨이영역, 5. 내부

게이트웨이 - 서버팜영역, 6. 내부 게이트웨이 - 클

라이언트영역으로 6개 범위로 설정될 수 있다. 이때

의 도메인은 외부 라우터 구간, 외부 스위치 구간, 침

입차단 구간, 내부 게이트웨이 구간, 서버 구간,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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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 구간으로 명명한다. 보안영역은 보안기술의

적용가능 영역, 보안기술 적용 필요 영역, 경로와 트

래픽 성격의 타도메인과 차별화, 보안기술 적용시 타

영역 보안기능과 중복여부등을 고려한다[4].

<표 2> 네트워크 형상(Topology) 결정요소

분류 요소
판단 기준

유형 항 목

트래픽

경 로

설 정

방 식

내부

경로

․공용경로사용
․인트라넷 접속 경로를 단일경로 구성

- 모든 트래픽이 공용 경로로만 소통

․분리경로구성
․서브 네트워크 별로 경로를 분리하는 방

식

외부

경로

․복수경로구성
․인터넷, 비 인터넷 구간을 분리

․인터넷 구간 복수 경로

․단일경로사용 ․인터넷, 비 인터넷 미 분리 사용

외부네트워크와

의접속방법

․다원화접속

․하나의 게이트웨이 상에서 복수의 네트

워 크 그룹을 접속

․동종의 프로토콜과 전송 표준 사용능

․분리접속
․네트워크 그룹간 별도의 게이트웨이나 접

속점을관리

내부스테이션

배치방식

-서버,클라이

언트배치

․별도서버 Farm

서버,클라이언트분리

․서버 Farm 별도 구성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별도 구성

․서버,클라이언트를

동일레벨로배치

․서버, 클라이언트를 동일 레벨 배치 후

인 터네트워킹 장비로만 분리

 

3.4 공격대응 위치 선정

의료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진입로에서 악성코드

를 차단하면 네트워크 내부 구간에서 각종 오염원에

의한 바이러스가 발생, 잠복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

러스 박멸을 위한 근본 처방은 차단 구간별로 적용하

는 앤티바이러스 기술의 완전성이 아니고 네트워크

구간별 차단막 형성을 통한 유통 바이러스 박멸이다.

차단단계는 가급적 세분화하여 다양한 침투원에 대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차단 단계를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와 단계마다 어떤 매커니즘을 적용해야 하는가

가 관건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네트워크의 트래픽

유통경로 진단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차단 단

계를 도출한다. 트래픽의 통과지점을 기준으로 차단

위치를 점검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핵심 지점이

도출된다[5][6].

(1) 외부라우터 구간 차단

외부라우터 전방에 바이러스월을 설치하면 실제로 네

트워크에서 실행되는 모든 공격을 탐지할 수 있다. 따

라서 공격 의도를 가진 이들을 초기단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너무 많은 공격관련 정보를 관리하

므로 네트워크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에 대처하는 집중

도가 취약해질 수 있다. 외부 라우터 후방차단은 라우

터의 패킷 필터링이후 패킷들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좀더

정제, 축소된 공격용 정보가 수집되고 탐지되며, 좀더

강력한 공격자원이 발견된다[9].

(2) 침입차단시스템 후방 차단

침입차단시스템 후방 탐지는 공격에 대한 정책과

침입차단시스템과의 연동성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이

지점은 내부에서 외부를 향한 공격행위가 역시 탐지

가능한 위치이므로 내부 공격자에 대한 대책이 가능해

진다. 네트워크 특성과 목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만약

침입탐지시스템을 전체 네트워크 경로중에서 한 개소

에만 설치한다면 이 위치가 최적 위치이다.

(3) 내부네트워크 진입경로

침입차단시스템은 외부네트워크로부터의 침입에 대

한 선행적 일차적차단기능이수행된다. 그러나침입차단

시스템은 네트워크 내부유통 침입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못한다. FBI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보안 침해사고에서

가장 치명적 공격자는 내부의 공격자며, 실제로 해킹으로

인한 손실의 75%가량이 내부 공격자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내부 클라이언트들을 신뢰할 수 없을때나 내부

클라이언트에 의한 내부 네트워크 해킹을 감시하고자

할 때 차단위치로 선정해야할 위치이다[5].

<표 3> 의료정보시스템 공격대응 위치

기 준 선정사유

∙네트워크 구조상 상위 구조의 트래픽
전량이유입되는유일한하위지점

∙전체 트래픽 컨트롤 지점에서 방역 차단
시전체적통제와종합관리효과가 가장 뛰
어남

∙네트워크 구조상 상위 구조 트래픽이
분기되는유일한하위지점

∙전체트래픽 분기점은방역 장치 설치와
방역기능대책유연성이절대적으로유리

∙기존 네트워크 구조에서 현재 패킷
검색, 컨텐츠 판독, 라우팅이 수행되고
있는지점

∙기존 네트워크 구조에서 수행되는 트래
픽 컨트롤과 연동시키는 방역 기능이 가
능

∙기존 인프라 구조상에 없는 차단 지
점 신설에는 차단기능 신설로
Performance 지연이 미초래

∙응답 시간 등 Performance 지연시 시스
템기능자체의생산성, 가용성저하 발생

∙기존 인프라 구조의 백본, 게이트웨이
구간설계미변경 구간

∙백본이나 게이트웨이 근본 구조 변경시
시스템안정성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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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격대응 네트워크 구조 설계

<표 4> 보안도메인 설계기준

차단구조도설계
효율성구조적용

종합구조도 차단단계별구조도

⋅인프라구조결정
요소선정

⋅보안도메인설정

⋅구조도선택기준
결정

⋅차단위치결정

⋅경로방역망구성

⋅차단단계구성

⋅구조도형상작성

⋅스위칭구조도설계

⋅침입차단시스템필터링
구조도설계

⋅내부게이트웨이필터링
구조도설계

⋅Real-time 방역 구조도
설계

⋅고가용성구조적용
- 스위칭고가용성
- 침입차단시스템필터링
고가용성
⋅부하분산구조적용
- 스위칭부하분산
- 침입차단시스템필터링
고가용성
⋅자동화방역구조적용
- Real-time 방역
⋅종합관리구조적용

설계된 차단구조도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 기술

방역의 취약점과 한계점을 보강할 수 있는 인프라 구

조 방역 개념이며 전통적 거점방역 기조를경로방역

기조로 개선한 것이다. 경로방역 구조로 설계된

Tiers 방역분담 구조는 각 계층마다의 특성을 고려하

여 계층별 방역 기능을 설계한 것이다. 네트워크 트

래픽 처리과정에서 경로방역의 기능만을 기준으로 하

여 구성되는 차단 장치는 스위치 - 침입차단시스템

- 내부 게이트웨이- 서버 바이러스 월 - Real-time

방역망 등 5개 단계로 연동되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차단기능을 수행한다. 이 모든 구조와 기능은 바이러

스 스캐너와 바이러스 백신 등 방역용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구 백신 간 신속한

업데이트 과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상 일

련의 설계절차에 따라 보안도메인 종합구조도를 완

성했다. 종합 구조도의 체계를 토대로 세부적인 차단

단계별 구조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

단 단계별 구조도를 5단계로 설계했다. 설계된 5단계

는 스위칭 단계, 침입차단시스템 필터링 단계, 내부

게이트웨이 필터링 단계, 서버 방역 단계, 클라이언트

방역 단계이다. 효율성 구조도 부분은 고 가용성 구

조, 부하 분산 구조, 자동화 방역 구조, 종합운영 관

리 구조로 편성되었다[11][12].

3.6 공격대응 메커니즘 설계

[step1] 공격탐지를 위해 네트워크 기반 구조는 하

나의 Exit Point인 외부라우터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스위치까지 단일경로를 이루고 애플리케이션 스위치

와 침입차단시스템간은 침입차단시스템의 수만큼 복

수경로를 구성한다. 침입차단시스템에서 내부 라우터

이후 구간은 내부네트워크까지 단일경로를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단일경로의 사상이다. 개선구조는 이원화

된 Exit Point를 둔다. 이때 외부 네트워크는 인터넷

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용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용회선 방식으로 구성하여 데이터의 소통에 사용된

다. 스위치 -> 애플리케이션스위치 -> 침입차단시스

템 구간은 침입차단시스템 숫자만큼의 복수 채널로

구성되고 침입차단시스템에서 내부 네트워크까지 경

로는 DMZ 구간과 내부 네트워크로 분리된다.

[step2] 악성코드의 내부네트워크 유통시 경계선

방어 개념의 차단으로는 근본 대처가 불가능하다. 따

라서, 네트워크 내부 유통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공

격대응 메커니즘을 적용 한다. 공격차단을 위한 방역

Zone은 서버나 클라이언트 개개 자원에 대한 방역이

아닌 유통 구간에서 서버나 클라이언트에 도달 되기

전 구간 또는 서버나 클라이언트에서 유출된 직후 구

간의 네트워크 경로 상에 설정한다.

[step3] 공격대응 메커니즘 구성도는 보안관리 영

역(Security Zone)의 경계에서 이동코드 처리 및 보

안대응 기능을 제공하는 두 개의 시스템(보안노드와

보안관리서버)으로 구성되며, 두 시스템이 연동하여

하나의 보안관리 영역을 관리하고 제어한다. 각 보안

관리 영역은 전체 네트워크 상에 분산적으로 배치되

어 상호 연동 및 협업을 수행하지만,이를위한 별도의

관리계층은 갖지 않는다.

[step4] 각각의 보안관리 영역을 연동시켜 논리적

보안관리 도메인(Security Domain)을 형성한다. 기존

의 네트워크(인터넷 백본)에 배치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변경 없이 새로운 보안 관리

영역을 형성할 수 있다. 공격대응 프레임워크는 보안

노드와 보안관리 서버로 구성된다. 보안노드 및 보안

관리 서버에는 이동코드를 수신하고 실행시킬 수 있

는 이동코드 처리기가 공통적으로 탑재된다. 보안관

리 서버에는 이벤트관리, 의사결정처리 등의 보안관

리를 위한 기능과 이동코드 및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저장소가 추가적으로 탑재되며, 보안노드는 이동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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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네트워크 차원의 대응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1) 공격자 대응 메커니즘 구성도

4. 제안구조 성능검증 모델

4.1 검증목표

제안된 네트워크 보안 효율성구조 Infrastructure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성능상의 중요한 요소

를 분석하도록 한다. 검증방향은 의료정보네트워크

효율성 보안 아키텍쳐 설계 구현시 발생되는 방역성

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정량적 분

석(Quantitative Analysis )은 정보시스템 및 관련 자

산에 대한 위협발생 확률과 잠재적 손실 크기를 곱해

서 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

는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자료 접근법을 통

해 실제 응용데이터를 채집 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한

다. 검증목표 수준 선정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 효율성 검증목표 수준

구 분 분 야 검증 목표 수준

차단

효율성

⋅악성코드탐지 악성코드 발생시 탐지 진단

⋅Performance
시스템 Performance는 어떤
변화를 보이는 가

⋅차단연관효율
차단실적과 Performance
상호 관계

인 프 라
구 조
효율성

차단 구조의 고가용성 구조 고가용성 매커니즘

구조의 로드 밸런싱 차단 구조의 로드 밸런싱

구조의 패킷 필터링 차단 구조의 패킷 필터링

4.2 시험 환경

검증 환경은 의료정보시스템 상황을 가정한 환경

에서 A기업 인트라넷 시스템의 실제 업무를 대상으

로 검증을 실시했다. 인프라 구조가 본 연구와 동일

하게 사전에 구비된 것은 아니므로 본 검증 작업을

위해 측정목적의 보강과 환경준비 단계를 거쳤다. 인

용된 A기업 업무 환경과 인트라넷의 트래픽 처리 환

경은 다음과 같다.

Ÿ 인트라넷 서버 100대,클라이언트 PC 160대

Ÿ 네트워크 구조

-인트라넷과 외부망과의 연결은 310mbps

속도로 복수 회선 네트워크로 구성됨

4.3 시험구간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트래픽은 정상적인 시스템

처리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측정구간은 일반적 네트

워크 구조도 구성구간과 동일하다. 즉 사용자 단말에

서 시작된 트랜잭션은 사내 네트워크 구간을 거쳐 인

터넷 구간을 통과하여 다시 사내 네트워크 구간에 도

착하는 구성도이다. 측정용 에이전트 PC에서 출발한

트랜잭션은 Outbound 트래픽으로 사내시스템인 클라

이언트 -> 서버 -> 내부게이트웨이 -> 침입차단시

스템 -> 스위치 -> 외부라우터를 통과하여 인터넷

구간으로 접속된다. Inbound 트래픽은 인터넷 구간의

서버를 거쳐 인트라넷 구간인 외부라우터 -> 스위치

-> 침입차단시스템 -> 내부게이트웨이가지 접속되

고 내부게이트웨이에서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까지 접

속된다.

4.4 종합성능 측정결과

효율성 검증목표인 차단 효율성과 인프라구조 효

율중 차단구조의 로드밸런싱(Load Balancing) 및 bf

킷 필터링(Packet Filtering) 두가지 항목에 대해 측

정을 실시했다. 이 두가지 항목만을 측정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측정의 현실적 가능성 때문이다. 시스템

Performance와 차단실적과 Performance 상호 관계는

시스템 운용 현장에서 완전한 환경이 구축 되었을 경

우에 측정 가능하고 이 환경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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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드 밸런싱(Load Balancing)

<표 6> 로드 밸런싱 분담율

단위 : mill. packets/day

수행장비 분배기준 처리량 분담율

Layer7
Auto

Balancing 23 72%

VPN 클라이언
트 요청

3.8 12%

DMZ IP 대역 3.8 12%

Extra-net 별도 경로 1.6 5%

스위치는 외부 라우터의 트래픽 라우팅 처리를 통

과한 패킷에 의해 1차적으로 과부하가 발생하는 구간

이다. 애플리케이션 스위치는 라우팅 처리된 패킷의

경로 설정과 세션 유지, 로드 밸런싱을 수행한다. 다

음의 표는 구조를 개선하기 전후의 애플리케이션 스

위치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물량이다. 개선 구조에서

밸런싱(Balancing) 물량 폭주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스위치 Bottleneck 가능성은 28%정도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약 발생한다 해도 그것은 Main 구

간으로 국한되며 타 구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패킷 필터링(Packet Filtering)

애플리케이션 스위치에 의해 로드 밸런싱 처리된

트래픽이 각 시스템별로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구조개선 전 게이트웨이 구간 Bottl-

eneck 요인이 되고 있는 침입차단 시스템은 Main 침

입차단 시스템으로서 Main 침입차단 시스템의 부하

경감 여부가 측정의 Point이며 Main 침입차단 시스

템에서 부하 감소된 트래픽은 각 기능별 침입차단 시

스템으로 분산된 결과를 보여준다. 기존 구조에서

Main 침입차단 시스템이 처리하는 총 트래픽량 100%

가 통합구조에서는 72%로 28%로 감소했다. 따라서

침입차단 시스템 상에서 Bottleneck 가능성은 28%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7> 패킷 필터링 분담율

구 분 종합성능

시스템 Main VPN DMZ Extranet 계

시스템수
5 1 1 1 8

분담율 72% 12% 12% 5% 100%

처리건수
23 3.8 3.8 1.6 32

단위 : mill. packets/day

5. 결 론

의료정보시스템에서 보안 효율성 기능은 의료서비

스의 중단없는 연속성과 가용성을 극대화해주는 필수

전략이다. 네트워크 보안의 효율성 구현을 위해서는

보안 Infrastructure 설계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

어질 수 있는 면밀한 검토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의료

정보시스템 Network보안 Infrastructure 아키텍쳐는

어떤 구조와 기준으로 설계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

법론 개발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시스템상에

서의 고가용성 공격대응 Network Infrastructure 아

키텍쳐 설계방법을 제안했다. 제안된 네트워크 형상

(Topology) 결정 요소선정, 보안도메인 설정기준 결

정, 구조도 선택기준 결정, 차단위치 결정, 경로방역

망 구성기준은 향후 의료정보시스템 구현 현장에서

응용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