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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홍채인증기반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제안한다. 원격의료 시

스템에서는 의료정보 및 헬스케어 정보는 프라이버시 정보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 시스템은 노

인성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기존 ID/PW방식보다 편리하면서 안전한 인증방식을 제공한다. 
노인성만성질환자의 사용 편의성과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제안방식은  적합한 인증수단으로 타인에

게 도용되거나 분실시 쉽게 변경하기 어려워 기존 ID/PW방식에 비해 안전하다.  또한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를 위

한 원격의료 시스템은 의료정보 및 헬스케어 정보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유형중 하나로 원격의료 시스템에서 매우 중

요한 보안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안 논문에서 민감한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2단계 

인증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식은 기존 ID/PW방식보다 높은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하며 보다 강력한 안

전성을 제공함을 증명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iris-based authentication for smart healthcare service in secure telemedicine system. 
The medical and healthcare information’s are very important data in telemedicine system from privacy information. 
thus, the proposed system provides a secure and convenient authentication method than the traditional ID/PW 
authentication method to a telemedicine system for age-related chronic diseases. When considering the peculiarities of 
the use of age-related chronic diseases convenience and healthcare environments, the proposed approach is difficult to 
secure than traditional ID/PW authentication method with the appropriate means to easily change when stolen or lost to 
others. In addition, the telemedicine system for the smart healthcare services is one of the types of privacy sensitive 
medical and health data. it is very important security needs in telemedicine system. Thus we protocol are offer high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than existing ID/PW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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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의 발달과 더불어 컴퓨팅 사업을 융합하는 연재의 

추세에 따라 컴퓨팅의 개념을 도입하여 원격의료기술

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즉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 건강관리 서비

스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유

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으로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모

델이 제시되고 있고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은 의료

정보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생산성과 작업의 

효휼화, 의료사고의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1,2].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

인의 진료정보 보관 및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의료기

관에서 진료기록을 관리하는 방법에 문제점이 많고 의

료기관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환자가 아닌 의료기

관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환자가 필요시 접근이 불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표

준화 작업이 시급하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대인 진

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고 중복 검사를 방지하며 환자의 

평생 건강 기록(PHR : Personal Health Record)을 보호

하고 개인의 진료 정보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3,4].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 요구사항들이 만

족 할 수 있도록 개인 의료 정보보안 요구조건이 공유

되어야 하며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 정보의 공유 및 2차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로 인한 보안상 

취약성이 및 정보노출로 인한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의

료 시스템에 대한 보안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3,5] 

이는 심각한 제3자에게 환자의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 데이터에 대

한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경우 환

자의 동의에 따라 개인의료정보 PHR의 안전한 공유 및 

활용을 요구하고 암호화를 통한 스마트 기반의 헬스케

어 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 모델이 필요

하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모델

을 제안하고 제안 모델에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와 환자의 의료기록 즉 PHR 접근을 위한 상황(context), 

부정적인 허가(negative permission), 의무(obligation)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스마트 헬

스케어의 동향에 대해 기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스

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 

모델을 제안하고 한다. 4장에서는 제안 하는 모델의 안

전성을 평가하고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발전방향을 

기술한다.

Ⅱ. 본  론 

2.1.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Chronic Disease)이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건강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통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요

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병원 방문을 통한 의료체제에서 

질병 예방의 사후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6]. 이와 더불어  

고령 인구화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패턴의 변화가 

과거에 비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비용이 향후 사

회적인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의료비 지출은 (2003년  40조원 수준) GDP 대비 5.6%

로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미 만성질환 관련 의료비용이 전체 의료비의 

5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표 1은 주요 국가

별 총 의료비 지출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Major national total medical expenditure 

USA UK FR DE JP KR

Total 1,720 126 186 277 328 40

GDP 
rate(%)

15.0 7.7 10.1 11.1 7.9 5.6

스마트 헬스케어는 언제・어디서나 환자의 상태를 

지능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환자 정보와 질

병 정보등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

공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어 의료비스를 요구하는 환자는 물론 건강에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대상의 상시적인 케어(care) 

서비스와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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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즉  스마트 헬스케어는 스마트, 빅 데이

터, 소셜 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스마트

헬스의 특징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스마트 공공보

건의료 서비스 도입방안으로 지능적으로 분석된 정보

의 전달이 지식에서 지혜로 변화는 과정에 있는 형태로 

지능형・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즉 지

식과 지혜가 혼재된 정보전달 형태, 모든 헬스케어 서

비스에 완전한 , 완성된, 안전한, 표준화된 보안된 스마

트 IT 기술 적용, 스마트시대의 헬스케어서비스는 의료

와 복지, 안전등이 복합되어 제공, 수요자와 공급자의 

구분이 없어져가는 상태, 즉 프로슈머의 진행상태, 상

호전달 된 정보나 지식(PHR)은 사례 기반추론(CBR)을 

통해 재사용되고 새로운 지식으로 생산되어 지식이 끈

임 없이 재창출되는 형태, 모든 규제가 제거된 형태로 

서비스에 대한 제도가 대부분 개방된 형태 보다 더 진

화된 상태로 만성질환자 관리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2.2. 원격의료의 특징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함

에 따라 질병 예방 및 일상생활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으며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개인 맞춤형 헬스

케어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헬스케어와 ICT

기술융합의 활용성 증가로 ICT 기술과 헬스케어 산업

의 융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고령

화 예방 중심의 관리 및 디지털화에 따라 다양한 비즈

니스 모델이 성장하고 있다[4, 5]. 현재 IT 기술의 급속

한 발전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에도 가속

도가 붙고 있으며 PACS, EMR, OCS 등과 같은 의료정

보 시스템 솔루션들이 병의원 등 의료 기관에 도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병의원 업무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

을 높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환자의 의료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6].  또한 국내

외 정부기관들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ICT 기술과 헬스케어 산업의 융합을 통해 원격의

료서비스를 환자에 맞게 맞춤서비스를 제안하며 다양

한 분야에서 예방관리가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기반으

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루

어지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연

동되어 언제·어디서나 환자와 의사간 쌍방향 커뮤니케

이션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데이터 취급에 있어서 언제·어디서나 데

이터에 접근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6-8]. 스마트  헬스케어[9-10] 원격의료

는 환자의 의무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적 임상 데이

터에 대한 결과값을 정보화 값으로 전달 받는데 만약 

인증 받지 못한 사용자가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악의적

인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접근해 데이

터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이것은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스마

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서비스에 적합한 안전한 보안 

서비스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위해 각각의 환자, 보호자, 의사 간

호사 등 역할에 맞는 권한의 위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를 적절한 키로 대체할 수 있다. 

2.3. 모바일 헬스케어와 의료정보 보호

모바일 헬스케어는 홈 케어가 집안 내에서 생체정

보를 측정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

리, 이동중에도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언제·어디서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11,12]. 모바일 

헬스케어를 위해서는 이동 중에도 생체정보를 안정적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센서 시스템은 착용형 또는 휴대형으로 구현된다. 또

한, 측정된 생체정보를 모바일 폰과 같은 휴대용 단말

기를 통해 서비스 센터로 전송하도록 구성된다. IBM

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와 관련된 일상생활 중 간편하

게 혈압, 체중, 심박수, 심전도 등 건강과 관련된 정보

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통신 모듈을 통해 

전송하여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Mobile 

Wireless Health Solution을 개발하였다[7]. EU에서는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Framework 

Programme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8].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애플리

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다[9]. 의료 정보는 법적으로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반드시 안전하게 전

송 및 보관되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도 암호화를 적용

하여 안전성을 확보했다[7-9].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항

목들에 대하여 암호화 및 보안을 적용하였다.

① 스마트폰과 헬스케어 단말기 간의 데이터 전송구간

② 스마트폰에서의 데이터 저장

③ 스마트폰과 웹 서버 사이의 전송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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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웹 서버에서의 데이터 저장

Ⅲ.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홍채인식

기반 원격의료 시스템

이 논문에서 만성질환자를 위한 스마트헬스케어를 

제공하기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제안한다. 

3.1. 시스템 구성도

현대인들의 식생활의 변화로 만성질환 환자가 급증

하고 있다[10]. 그 중 비만은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 고

혈압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성질환

은 자기관리의 소홀로 인해 노인성만성질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초래되고 만성질

환자를 예방하거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그 중 에서

도 만성질환자의 식사 섭취량 및 적절한 식이관리가 중

요하며 기존의 처방 방법은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하루에 섭취한 식사를 직접 식사일지에 기록하여 병원

에 제출한 후 영양사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지므로, 만

성질환자는 섭취하는 식품의 영양소량을 바로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10]. 그림 1은 제안하는 스마트헬스케

어 서비슬 위한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제안 방식에서는  그림과 같이 환자단계, 헬스케어센터, 

서비스 단계로 구분된다.

3.2. 서비스 모델

멀티플랫폼 기반의 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단일 플랫폼이 아닌 모바일, 웹을 통해 멀티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행동 

수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모바일과 웹을 통해서 

Healthcare Center에 서비스 요청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Healthcare Center는 만성질환자의 식이 

패턴과 행동패턴 데이터를 CDMP(Chronic Disease 

Multi Platform)를 통해 Healthcare Center로 전달받으

며, 각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를 관리한다. 서비스는 

외부 콘텐츠 정보 제공자를 통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한다. 외부 콘텐츠 제공자의 식단과 운동 프로그램과 

여러 건강관련 DB를 수집하여 의사와 간호사는 CD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성질환자에게 맞춤화된 운동, 

식단을 결정한다. 또한 환자에게 적합한 식당 및 메뉴, 

운동센터 등을 GPS와 GIS정보를 통해 웹과 스마트 모

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모델을 통해 만성질

환자에게 운동과 식단을 처방을 제공한다. 

Fig. 1 Integrated framework for Iris-based Authentication in remote 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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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진

단을 받는다. 간호사는 만성질환자의 정보와 임상 평가

를 입력하며, 의사는 임상 결과에 대한 식이, 운동 처방

을 내린다. 처방이 완료된 후, 만성질환자는 스마트폰

을 통해, 식단과 운동을 추천받으며, GPS, GIS등을 활

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후 웹을 통해 처방전 확

인과 식이/운동 기록, 측정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만성

질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처방 프로세

스가 필요하며 그림 2는 만성질환자에게 모바일, 웹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림 3의  서비스 흐름

도에서 간호사 측에서 확인 및 평가 받은 환자등록 정

보와 진료접수 정보를 통해 비만, 당뇨 그 외 만성질환

자를 대상으로 환자에게 알맞은 약물과 시술처방을 제

공하고, 식이처방전과 운동처방전, Vital 측정결과지 출

력 인쇄는 물론, 1주일 단위의 식단 프로그램과 운동 프

로그램, 행동수정요법 등을 처방한다. 특히, 식단 프로

그램에서는 일반식과 유동식, 죽식, 연식을 구분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칼로리 조절과 영양성분 강화 및 특

이체질을 감안하여 환자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동프로그램에서는 환자의 운동 능력과 적응력을 판

단하여 유산소, 근력 강화 운동 종목에 대해 식단과 동

일하게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처방된 

식단과 운동프로그램의 수행 여부에 따른 종합적인 통

계분석 자료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3.3. 안전한 메디컬 정보 보안을 위한  인증

원격진료 환경에서 사용자인증과 원격진료 서비스

에서 사용자의 질환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

다. 따라서 제안 논문에서 원격진료에서 사용편의성

을 고려한 본인 인증 기법을 생체정보를 이용해 강화

된 본인 인증을 제공한다. 인증을 위한 구성요소로는 

그림 3의 환자 등록단계에서 환자의 홍채를 등록한다. 

안전한 메디컬 정보보안을 위한 인증단계는 2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홍채를 사용 중인 디

바이스를 이용해 등록하고 원격의료 디바이스에서 생

체정보를 인증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원격의료 디바이스는 메디컬센터

에 사용자 인증과 디바이스인증을 통해 메디컬 정보를 

헬스케어 센터로 전달한다.

그림 2는 스마트디바이스를 이용해 획득한 홍채영상

에서 만성질환자에 질병에 대한 특징점을 추출하기 위

해 홍채영상의 질병 특징점 추출을 위한 전처리 알고리

즘이다.

→ → →

이미지획득 평균 영상 sub-region block 54-D feature 
vector

Fig. 2 Feature point extraction algorithm

 

제안 논문에서는 안전한 원격진료를 위한 2단계 인

증을 통해 보안 요구사항 중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

기 위해 사용자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에 사용자 인증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의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패스워드 방식 

및  공개키 기반의 사용자 인증기법은 비밀번호를 입력

해야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 만성질환자들에게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제안 논문에서는 생체정보를 이용

해 사용자인증을 수행함으로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생체정보 인식이 완료되면 환자 단

말기를 이용해 메디컬센터에 접속하기 위한  사용자 메

타데이터 기반의 인증 방식을 제공한다. 환자 단말기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는 환자 메타데이터 안에 인증키 

(AK)를 기반으로 식별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

격의료 환경에서 사용자 단말기는 메디컬 헬스센터에 

등록되어 있다. 사용자 인증 및 사용자 단말기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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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인증 값 (AK)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바일 단말기

를 이용한 안전한 원격진료를 제공하기위해 제안 논문

에서는 ECC기반의 키 교환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사용자 단말기와 메디컬 센터는 공개키 쌍을 생성하고 

생성된 공개키 정보를 상호 교환해 마스터키( )을 생

성한다. 사용자단말기에 적용되는 공개키 생성 메커니

즘은 제약된 환경을 고려해 한번 생성한 키를 지속적으

로 사용한다. 또한 메디컬 센터는 사용자단말기가 접속

할 때 마다 사용되는 키를 임의의 난수를 이용해 세션

키를 생성하고 사용한다. 제안 논문의 키 관리 프로토

콜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단말기는 공개키 쌍을 생성하여 개인키, 공

개키, 키 쌍 생성 인자를 구성한다. 각 사용자 단말기

는 통신에 사용할 키를 생성하고 개인키는 시스템에 

저장한다.  

  

② 생성된 공개키와 키 생성 인자를 메디

컬센터로 전달한다. 

③ 메디컬센터는 사용자단말기로부터 송신한 키 생

성인자에서 공개키는 저장하고 키 생

성 인자를 이용해서 공개키 쌍을 생성한다. 또한 

메디컬 센터는 개인키, 공개키, 키 생성 인자인 

를 생성 후 개인키는 메디컬 센

터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④ 메디컬센터에서 생성된 공개키를 사용자 단

말기로 전송한다. 

⑤ 사용자 단말기는 송수신 키 정보를 기반으로 마스

터키(MK)를 생성한다. 

⑥ 메디컬센터는 송수신 키 정보를 이용해 마스터키

(MK)를 생성한다.

3.3.1. 안전한 메디컬 정보보안 인증프로토콜

환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와 메디컬 센터의 인증프로

토콜은 다음과 같다. 

① 환자 단말기와 메디컬 센터의 인증을 위한 정보교환

은 CC암호화 기반의 DH 키 교환 프로토콜을 통해서 

공유된 암호 키로 안하게 송수신한다.

② ECC암호화 기반의 DH 키 교환 프로토콜을 통해 환

자 단말 기는 Master Key를 생성한다. 

③ ECDH 암호 키 교환 프로토콜을 통해 메디컬 센터 

는 Master Key를 생성한다. 

④ 환자 단말기는 메디컬 센터 연결하는 경우 바이오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의 식별정보와 해당 환자단말

기의 Auth Key를 기반으로 Max_Counter 보다 작은 

임의의 값을 인자로 해서 인증 값(AV)를 생성한 값

Fig. 3 Iris-based Authentication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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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송한다. 

     

⑤ 메디컬 센터는 수신한 값을 를 이용해 복호화 

한 후 해당 ID를 획득한다. 사용자 정보DB에 저장된 

인증 값과 수신한 값을 단방향 함수를 이용해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⑥ 사용자 단말기의 인증이 완료되면 메디컬센터의 접

근을 허용한다. 

Ⅳ. 제안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제안 논문에서는 안전한 원격진료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한 앱 구동과 관리자페이지 실행 화면을 그림 4와 

같이 실행하였다. 제안 논문에서는 사용자 인증 및 원

격진료 인증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환자단말기에 대한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환자)단말기와 메

디컬 센터 인증을 1차 수행한다. 1차 인증 후 2단계 인

증절차로 의료 환경을 고려한 사용자의 본인확인을 강

화하고 인증방식을 경량화 하여 실시간 제공이 가능하

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원격의료의 특성상 안전하고 신

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네트워크상에서의 사용자 식별 

및 인증정보를 매번 생성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인증정

보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스마트폰의 네트워

크 자원 제약을 고려한 최소한의 자원을 할당하는 효율

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Fig. 5 Encryption strength comparison

제안논문에서 사용자 단말기는 홈 네트워크와 연결

되어 사용자 인증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또는 생체정

보 인증방식을 제공한다. 또한 홍채인식을 위한 단말기

의 카메라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개인 식별의 강화로 기

존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보다 빠른 인증속도와 높은 

보안강도를 제공한다. 제안방식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Fig. 4 Proposed Secure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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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암호화 강도를 기존 방식과 비교한 결과이다. 

환자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단말기에서 관리되며 단말

기 식별정보와 사용자 식별정도, 생체인식정보를 저장

하고 있고  단말기 인증정보인  MAC, 제품일련번호, 사

용자 식별정보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한다. 생체

인식정보로는 홍채인식 레퍼런스를 저장함으로 강력한 

사용자 인증에 활용된다. 메디컬 센터는 사용자 단말기

와 인증을 수행하고 전송된 메디컬의료정보를 저장한 

후 기존의 정보와 함께 분석을 수행해  만성질환자들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처방 및 조치를 환자에

게 전달한다. 만약 환자에게 이사이증후가 발생되는 경

우 환자와 오프라인으로 연락을 수행하고 응급처리 프

로세스를 수행한다. 메디컬정보 DB는 메디컬 센터 내

에 사용자의 건강 의료정보를 이력별로 저장하고 관리

함으로 사용자의 종합건강정보를 분석하도록 제공한

다. 표 2는 제안 알고리즘의 보안 기법 평가표로 데이터

의 안전성, 기밀성,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가 제공됨을 

나타낸다.

Table. 2 The evaluation of proposed security technique 

Evaluation items Our Algorithm

Data Security Offer

Data Confidentiality Offer

Data Integrity Offer

Privacy Protect

Ⅴ. 결 론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원격진료에

서 사용자 인증은 환자, 의사, 간호사, 관련기관 담당자 

등 사용자의 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막고 정확한 의료

정보의 전달을 위해 생체 정보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13][14]. 이는 생체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

거나 분실하는 경우에도 기존 비밀번호나 아이디처럼 

사용자 정보를 쉽게 변경하거나 악용하기 어렵다는 장

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안전한 스마트 헬

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원격진료에 생체정보 즉 홍채의

료정보를 이용한 인증을 기반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보

호와 통신상 전달되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

장한다. 또한 원격의료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안전한 원

격의료 시스템 모델을 정의하고 2단계 인증프로토콜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또한 높은 보안능

력을 갖는 고성능의 개인인증용 생체정보 시스템 모델

을 제시하였다.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으

로 기존 ID/PW방식보다 편리하면서 안전한 인증방식

을 제공한다. 노인성만성질환자의 사용 편의성과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경우 제안방식은 적합한 인

증수단으로 타인에게 도용되거나 분실시 쉽게 변경하

기 어려워 기존 ID/PW방식에 비해 안전하다. 또한 스

마트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원격의료 시스템은 의료정

보 및 헬스케어 정보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유형중 하나

로 원격의료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보안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안 논문에서 민감한 의료정

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2단계 인증 프로토콜

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식은 기존 ID/PW방식보다 높은 

기밀성과 무결성을 제공하며 보다 강력한 안전성을 제

공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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