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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 분야  사용자의 정보 속성이 매우 민감한 u-헬스 어가 의료분야에서 각 을 받

고 있다. u-헬스 어는 개인 건강/의료 정보를 포함한 극히 개인 인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안  라이버

시 측면에서 다양한 취약  존재  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 장치(PDAs나 

휴 용 컴퓨터)를 제 3자가 불법 으로 악용하여 환자의 정보를 훼손하는 것을 방하기 한 RFID 기반의 환자 

정보 보호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로토콜은 사 에 리 서버에 등록된 병원(의사, 간호사, 약국 등)의 권한

정보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병원(의사, 간호사, 약국 등)의 권한을 계층 으로 분리하여 병원

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특히, 게이트웨이 역할하는 리 서버는 근 허가가 승인된 환자 정보 이외

에 허가받지 않은 정보에 해서 제 3자가 쉽게 근하지 못하도록 주기 으로 근 허용 키를 생성하여 환자의 인

증  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ABSTRACT 

Nowadays u-healthcare which is very sensitive to the character of user's information among other ubiquitous computing field is popular in 

medical field. u-healthcare deals extremely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health/medical information so it is exposed to various 

weaknees and threats in the part of security and privacy. In this paper, RFID based patient's information protecting protocol that prevents to 

damage the information using his or her mobile unit illegally by others is proposed. The protocol separates the authority of hospital(doctor, 

nurse, pharmacy) to access to patient's information by level of access authority of hospital which is registered to management server and 

makes the hospital do the minimum task. Specially, the management server which plays the role of gateway makes access permission key 

periodically not to be accessed by others about unauthorized information except authorized information and improves patient's certifica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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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화 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건강에 한 심 

증 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 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헬스 어 서비스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u-

헬스 어는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을 보건의료산업

에 목함으로써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휴 용 도구

를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리할 수 있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1,2].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센서  스마트 의료기기의 발

달은 u-헬스 어 련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

며, 스마트 어, 로벌 u-헬스 어 센터 등 정부 차원의 

u-헬스 어 련 사업, 지방 자치단체들이 시범운 하

는 만성질환 리 u-헬스 어 서비스, 보건복지부의 원

격진료를 일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마련 등 련 부

처의 제도  기반 구측 노력은 u-헬스 어 시 의 도래

를 고하고 있다[3,4].

u-헬스 어 서비스의 첨단 의료 환경에서 의료 사고

를 이기 해서 최근에는 환자의 의료 로필을 이용

하여 환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RFID 기술을 많이 

용하고 있다[5,6]. u-헬스 어 서비스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PDAs(Personal Digital Assistants)나 휴 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환자 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최

신의 갱신된 개인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제3자의 악의 인 행 로 인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

출되고 있다[7,8]. 

u-헬스 어 서비스의 활성화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것

으로 상되지만 의료 사고 발생 시의 법  책임 소재가 

불명확, 건강보험수가 불안정, 개인정보보호 문제 미해

결, 의료정보표  미비 등의 제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 다양한 의료 센서  의료

기기의 이용과 건강정보에 한 연계  공유로 인해 개

인의 생체 정보, 헬스 어 서비스 정보, 행동 특성, 생활 

정보 등 개인에 한 방 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질 수 있

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9,10].

이 논문에서는 PDAs나 휴 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

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획득할 수 없도록 리자의 보

안 기능  리를 강화할 수 있는 RFID 기반의 보안 

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로토콜은 사용자의 권한확

인  기록 근제어 등을 통하여 환자, 병원, 약국의 권

한을 분리하여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리 

서버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한다. 한, 리 서버에 

등록된 정보 이외에 허가받지 않은 제 3자가 쉽게 환자

의 민감한 의료정보  개인정보에 근하지 못하도록 

환자와 리 서버간 주기 인 공유키 생성을 통해 환자

의 인증  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u-헬스

어 서비스의 개념과 보안 문제에 해서 알아본다. 3장

에서는 환자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RFID 기반의 사

용자 인증 로로토콜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보안 공격

에 따른 제안 로토콜의 보안 평가를 분석하고 마지막

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련 연구

2.1. u-헬스 어 서비스

u-헬스 어 서비스는 인체의 건강 련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수집, 처리, 달, 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

자의 질병 증상을 완화, 치료하는 것에서 일반인의 건강

을 증진하고 질병을 방하고 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건강 리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1,8]. 

그림 1. u-헬스 어 서비스 개념도
Fig. 1 u-Healthcre Service Design

[그림 1]은 u-헬스 어 서비스에 한 개념도로써 u-

헬스 어 서비스를 구성하는 항목은 센싱, 모니터링, 분

석  피드백으로 구성된다. 센싱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물리 ․화학 인 상의 변화를 감지하여 처리 가능

한 기  신호로 변환하는 곳이며, 모니터링은 측정된 

생체정보를 의미 있는 생체신호 성분만을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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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터링 처리와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기 한 분석과

정, 그리고 이를 시각화하기 한 과정으로 구성된다. 분

석은 단순히 재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장

시간에 걸쳐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건강상태, 생활패턴 

등을 나타내는 새로운 건강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피드백은 장시간에 걸쳐 악된 건강 기지선이나 생활

의 변화를 사용자의 행동변화, 경고 등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이다.

2.2. u-헬스 어 보안 문제

의료 서비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u-헬스 어의 의

료정보 보안에 한 요구가 증하고 있으며, PKI 는 

데이터 암호화 등을 심으로 보안 기술들을 제품에 

용하고 있다[2]. 

u-헬스 어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  라이버시 보

호 문제와 련된 다양한 보안 취약 과  요소들은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상 취약 과 유사하지만, 기존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는 다른 보안 요구사항이 존재한다[9,10].

그림 2. u-헬스 어 환경의 보안 
Fig. 2 Security Threat of u-Healthcre Environment

[그림 2]에서 u-헬스 어 서비스의 주요 보안 은 

화상시스템 해킹, 불법 인 근, 도청/ 변조, 의료장

비 해킹, 웹 해킹, 개인  의료정보 DB 해킹, 의료망 침

투 등이 있다[8]. 

의료 서비스 정보는 환자가 이동함에 따라 복된 

검사와 의료 조치를 선택 으로 다른 의료 기 (병․

의원 는 보건소 등)에 임할 때 개인 정보는 의료 서

비스 목 에 맞게 최소한으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재 의료 정보 보안 정책  기술로는 그 범 를 명확

하게 악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한 불

법 인 의료 정보 열람과 이용을 막고 그 책임 소재를 

단하기 한 보안 감사 체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부분의 병원에서는 요청자의 단순 서비스 요청에 한 

로그만 남길 뿐, 데이터 습득 이후 활용, 폐기 등에 한 

의무사항 수에 련한 감사 체계가 부재하여 내부자

에 의한 정보 유출의 험성이 높다. u-헬스 어 환경

에서는 ID/PW나 공인 인증서 기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체 식별 정보가 사용자 인증 방식으로 활용되지만 생

체 정보는 그 정보의 변경이 쉽지 않아 생체정보의 노

출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Ⅲ. 환자의 개인정보 무결성 보장을 한 

계층  키 리 로토콜

u-헬스 어 환경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PDAs나 

휴 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환자 개인정보를 언제, 어

디서든 최신의 갱신된 개인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제3자에 의한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 험

이 있다. 이 에서는 u-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키를 악의 인 

공격자가 획득할 수 없도록 환자의 개인 정보와 리 

서버의 비  키를 주기 으로 XOR하여 환자의 개인

정보를 안 하게 근할 수 있는 보안 리 로토콜

을 제안한다. 

 

3.1. 보안 리 로토콜 제안 모델

환자의 라이버시 이 증가되는 u-헬스 어 환

경에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환자의 기록을 이용할 경우

에 제안 모델에서는 [그림 3]처럼 근 권한에 따라 진찰 

 치료 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ID를 서버에

서 통합 리한다. 

제안 로토콜에서는 사용자의 권한확인  기록

근제어 등을 통하여 환자, 병원, 약국의 권한을 계층 으

로 분리하여 최소한의 업무를 으로써 허가받지 않는 

제 3자가 쉽게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  개인정보에 

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 인증  리 효율성

을 향상시킨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6권 제3호

608

용어 개념

 보안 인식자

 x의 인식자

 x의 비 키


 환자 x의 비 키 값




의 정보(비 키, 보안인식자, 타임스탬  

등)를 해쉬한 결과를 체한 값

 타임스탬

⊕ xor 연산

|| 연

 키 를 사용하여 를 암호화

 키 를 사용하여 를 복호화

표 1. 용어정리
Table. 1 Terminology

그림 3. 사용자 라이버시 보장을 한 제안 모델
Fig. 3 Proposed Model for User Privacy Assurance

제안 로토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그림 4]처럼 

생체  환경 정보를 센싱, 모니터링 하기 한 의료 센

서나 기기, 센서 간 통신  데이터 송․수신을 한 

유․무선 네트워크, 생체데이터 분석과 건강 피드백을 

담당하는 의료 정보 서버, 그리고 생성된 의료 정보를 소

비하는 다양한 정보 소비자 집단, 즉 환자나 의료진  

련 응용 서비스, 사용자 정보를 장  리하는 데이

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4]에서 제안 로토콜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제안 모델의 구성요소
Fig. 4 Component of proposed model

① 센서나 기기

센서나 기기가 신뢰성이 있다거나 악의 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가정을 만들지 않는다. 각 센서나 기기는 u-

헬스 어 서비스 에 pair-wise 키를 부여 받으며, 네트

워크가 동작되는 동안 센서나 기기만이 사용자의 센서 

독 정보를 수집 한다.

② 의료 정보 서버

u-헬스 어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기는 서버와 직  

통신 가능하며 게이트웨이간 통신은 홉간 통신을 한다

고 가정한다 게이트웨이의 주요 임무는 기기로부터 

달받은 데이터를 수집  송하는 역할을 한다.

③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u-헬스 어 서비스에서 생성된 의료 

정보(환자나 의료진  련 응용 서비스, 사용자 정보)

를 장  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2. 보안 리 로토콜 용어 정의

[표 1]은 제안된 로토콜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

하고 있다.

3.3. 계층  보안 리 로토콜

u-헬스 어 서비스의 계층  보안 리의 설정 단계

에서는 u-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들에게 

근 제어를 수행하기 한 키 분배와 근 권한에 따라 사

용자 그룹을 계층 으로 분류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u-헬스 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그림 

5]처럼 계층 으로 리서버가 리할 수 있도록  top- 

down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림 5]에서 간 계층의 리서버는 u-헬스 어 서

비스의 안 성을 보장하기 해서 상  계층(병원, 의

사, 간호사, 약사)과 하  계층(환자)사이에서 재자 역

할을 하며, u-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는 키와 

ID를 오 라인으로 리 서버에 등록한다. 일단 계층  

계가 형성되면 리자와 환자는 상호간의 안 한 통

신에 이용되는 키를 생성하기 해서 간 계층 역할을 

담당하는 리자가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XOR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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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계층  보안 리 구조
Fig. 5 Hierachical Security Management Design

리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는 정보는 사용자 

정보의 이  사용을 방하기 해서 사용자 인증 에 

이  사용 정보를 리서버가 체크한다. 이 때, 리서버

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이 으로 사용되는 것을 체크

하기 해서 (그림 6)과 같은 필드를 사용자에 부착된 장

치로부터 달받아 리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되

어 있는 정보와 비교 후 정보가 일치할 경우 통신을 지속

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통신을 지하도록 한다. 

      

그림 6. 리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코드 정보
Fig. 6 Record Information saved within Database 

of Management Server

[그림 6]은 리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장되는 각 

필드의 세부 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 환자의 보안인식자

• 

 : 환자   정보의 임시 인식자

• 

 : 의 비 키

•   : 타임스탬

•   : 환자의 비 키 값

•   : 의 정보(비 키, 보안인식자, 타임스탬  

등)를 해쉬한 결과를 체한 값

•   : 사용자의 권한정보

 3.3.1. 설정단계

설정 단계에서는 u-헬스 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

용자들이 자신들의 의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비 키

를 등록하는 단계이다. u-헬스 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RFID 태그가 부착된 자팔 나 스마트 밴드 형태의 장

치를 착용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의사, 간호사, 직원 등

도 환자의 개인정보에 근하기 해서 안 한 채 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설정단계의 세부 인 동작 과정은 3단계로 동작되며 

환자들에게 부착된 장치는 리서버의 인증을 해 키 

설정을 한번만 수행된다.

￭ 1단계 : 

각 환자는 사 에 리 서버로부터 부여받은 보안 인

식자 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 키 를 암호화(=

 

)한 후 임시 인식자 


와 함게 리 서버에 

달한다. 여기서, 임시 인식자는 사용자가 사 에 등록

한 보안 인식자 와 함께 리서버에 등록한 임시 인

식자를 의미한다.

환자 ⇒ 리서버 :    ,          (1)

그림 7. 설정 단계
Fig. 7 Establishment Step

￭ 2단계: 

리 서버는 환자로부터 달받은 정보  임시 인식

자 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환

자의 보안 인식자를 검색한다. 만일 임시 인식자 와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한다. 리 서버는 검색된 환

자의 보안 인식자 SID를 통해 환자의 비 키 를 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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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인증 단계
Fig. 8 Authentication Step

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는 비 키와 비교

한다. 환자의 비 키 무결성이 끝나면 서버는 자신의 생

성한 비 키 를 이용하여 환자의 보안 인식자 

를    처럼 암호화한 후 환자의 

비 키 와 XOR 연산을 수행한다. XOR 연산된 결과

가 로 체된 후 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의 해

당 환자 필드에 장된다.

리서버 :   = ⊕      (2)

￭ 3 단계: 

리서버는 새로 생성된 환자의 비 키 값 를 사

용자의 보안 인식자 로 암호화하여 환자에게 달

한다.

리서버 ⇒ 환자 :    ,         (3)

통신과정 에 송･수신되는 메시지는 리자가 선택

 평문 공격과 같은 공격으로 인해 악의 으로 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 로토콜에서는 CRC(Cyclic 

Redundancy Check)과 같은 메커니즘을 용하여 선택  

평문 공격을 방하려고 한다. 한 제안 로토콜은 

CRC 메커니즘을 용하여 사용하 기 때문에 목 지

까지 송하려고 하는 원본 메시지에 추가 인 바이트

를 피할 수 있다.

3.3.2. 인증 단계

인증단계는 환자의 인증 로토콜의 구성과 동작과

정을 보여주며,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u-헬스 어 서비

스를 리한다. 동작단계의 세부 인 동작 과정은 6단

계로 동작한다.

￭ 1단계 : 

리자는 타임스탬  를 생성하여 환자에게 쿼리 

메시지 와 함께 송한다. 타임스탬  는 하

계층의 환자와 상 계층의 병원사이의 시간 동기화

를 한 목 으로 사용된다.

리서버 ⇒ 환자 :  , Query           (4)

￭ 2단계 : 

환자는 psedou 랜덤 넘버 함수 prng()로부터 생성한 임

시 랜덤 값 을 리 서버로부터 달받은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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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   , 자신의 보안 인식자  , 비 키 을  (=

(⊕⊕⊕))처럼 해쉬한다. 환자는 비

키 값 을 이용하여  ( ,  || || )처럼 암

호화한 후 리서버에게 달한다.

환자 ⇒ 리서버 : 

 ( ,  || || ),             (5)

￭ 3단계 : 

리서버는 수신한 메시지를 복호화한 후 자신이 정

한 임계 시간내에 도착하 는지 타임스탬  를 검증

한다. 만약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과정을 종료하

고 그 지 않으면 환자가 병원 내/외에 있는지 확인하고 

수신된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리서버 : 

 ( ,  ,  ,  )        (6)

                  (7)

￭ 4단계 : 

데이터베이스는 리 서버로부터 송받은 메시지

( ,  , )  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  

{ ,}을 이용하여 리 서버로부터 수신한 값

과 일치하는 { ,} 을 검색한다. 만약 해당 환

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리서버

에게 달하고 그 지 않으면 환자를 인증하고 환자

에 한 정보를 리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공

유한 공유키   를 사용하여 리서버에게 

달한다.

데이터베이스⇒ 리서버 : 

 (   ,  )            (8)

￭ 5단계 : 

리서버는 정상 으로 환자가 인증되었을 경우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달받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복호화

한다.

리서버 : 

 (   ,  )            (9)

￭ 6단계 : 

리서버는 리서버와 의사사이에 공유된 공유키 

  로 의사에게 환자 정보를 달한다. 

리서버 ⇒ 의사 : 

 (   ,  )        (10)

의사 : 

 (   ,  )        (11)

의사는 달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키   

을 이용하여 복호화한 후 의료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 완

료된 업무 결과는 리 서버를 통해 환자에게 달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업무 결과를 장한다.

의사⇒데이터베이스 : 

                  (12)

3.3.3. 유지보수 단계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

기 해 공유키를 사용하는데, 일정주기 동안공유키

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악의 인 사용자로부

터 보안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보안 공격을 방

하기 해서 환자 정보를 추가/삭제 시 임시 랜덤값을 

정기 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환자와 

리서버 사이에 공유된 공유키를 갱신하여 환자에게 

달함으로써 backward/forward secrecy를 방할 수 

있다. 

① 악의 인 환자 처리: u-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받

는 환자가 악의 이라고 단되면 리서버는 재 악

의 인 사용자가 사용하는 키를 변경함으로써 악의

인 환자를 u-헬스 어 환경으로부터 격리한다. 악의

인 환자를 격리하기 해서는 리서버가 보유하고 있

는 데이터베이스 내 환자 목록으로부터 환자정보를 제

거하고, u-헬스 어 서비스 근에 필요한 키를 수정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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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악의 인 환자 복구: 격리된 환자가 악의 인 상태

로부터 회복되는 경우, 회복된 환자는 신규 인증 로토

콜 과정을 이용하여 u-헬스 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자가 동일한 공격으로 악의 으로 되는 것을 피

하기 해서는 환자가 u-헬스 어 서비스를 받기 에 

와 공유 키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Ⅳ. 평가

이 에서는 u-헬스 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표 인 공격유형으로 제안 로토콜의 안 성을 평가

한다. 

4.1. 재 송 공격

u-헬스 어 환경에서는 환자와 병원사이에서 송되

는 환자 정보를 도청한 후 정당한 병원이나 환자로 장

할 수 있다. 제안 로토콜은 병원과 환자사이에 매 세션 

새로운 타임스탬  와 랜덤 값 을 생성하여 환

자 인증을 수행한다. 제안 로토콜에서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리 서버를 통해 환자를 인증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 정보를 독하는 동안 악의 인 공격자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간 역할을 하는 리 

서버가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키 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4.2. 스푸핑 공격

u-헬스 어에서 발생하기 쉬운 공격  하나가 스푸

핑 공격이다. 이 공격은 병원과 환자사이에 공유된 비

키 을 얻음으로써 가능하다. 제안 로토콜은 

리 서버와 환자사이에 송되는 정보  ( ,  , 

 ,  )을 공격자가 얻더라도 암호화된 환자의 비

키 을 직 으로 얻을 수 없어 스푸핑 공격을 수

행할 수 없다. 만일 공격자가 환자의 비 키 을 얻

더라도 사용자의 비 키 을 모르기 때문에 스푸핑 

공격이 불가능하다.

4.3. 치 트래킹 공격  치 라이버시 

환자의 비 키 는 환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이

며 주기 으로 다른 값으로 재생성되기 때문에  (= 

⊕   ) 한 매 세션마다 새로 생성된

다. 새로 생성된 는 공격자가  세션에서 환자의 응

답이 과거 세션에 도청한 응답과 동일한지 검증하는 것

이 쉽지 않다. 제안 로토콜은 공격자가 특정 환자를 식

별할 수 없어 환자의 치 트래킹 공격을 수행할 수 없어 

환자의 라이버시를 제공한다.

4.4. DB 정보 유출

리 서버가 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공격자

에 의해 유출하 다고 가정하 을 경우 공격자는 암호

화되어있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일을 쉽게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제안 로토콜에서는 환자의 비 키 가 아

닌 암호화된 을 얻기 때문에 비 키 을 알지 못할 

경우 복호화할 수 없다. 

만일 공격자가 사용자의 비 키 을 얻더라도   = 

⊕ 
  로부터 ⊕을 계산하

여  
  을 얻을 수 있지만 서버 자신이 

생성한 을 알 수 없어 환자의 비 키에 한 안

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제안 로토콜은 합법 인 임의

의 환자에 한 데이터베이스 유출 공격에 해서 안

한다.

4.5. 환자 익명성

리서버는 타임스탬  을생성하여 환자에게 

송하면 환자는 수신한 타임스탬  와 환자 자신이 생

성한 랜던 값 과 을 계산한다. 이때,  (=(

|| || ||))는 공격자가 복호화하려고 하더라도 

환자 자신이 생성한 비  키  , 을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익명성을 제공한다.

4.6. 보안 비교분석

[표 2]는 제안된 로토콜이 [11]과 보안 평가 항목을 

비교하여 개선된 을 정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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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개선

재 송

공격

[11]과 비교하여 제안 로토콜은 간 게이트

웨이 역할을 하는 리 서버가 키 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가 환자 정보를 독

하는 동안 악의 인 공격을 방

스푸핑

공격

[11]과 비교하여 제안 로토콜은 병원과 환자

사이의 비 키 이외에 환자의 비 키 

를 

사용

치 

트래킹 

공격

[11]과 비교하여 제안 로토콜은  (= ⊕



 )를 매 세션마다 새로 생성하

여  세션에서 환자의 응답이 과거 세션에 도

청한 응답과 동일한지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함

치 

라이

버시

[11]과 비교하여 제안 로토콜은 환자가 보안 

인식자 를 사용하여 공격자가 환자의 
치 트래킹 공격을 수행할 수 없어 환자의 라

이버시를 제공

DB 정보 

유출

[11]과 비교하여 제안 로토콜은 환자의 비

키 가 아닌 암호화된 을 얻기 때문에 비

키 을 알지 못할 경우 복호화할 수 없도록 하
여 DB 정보의 안 성 보장

환자

익명성

[11]과 비교하여 제안 로토콜은 보안 인식자 

를 사용하여 환자의 익명성 보장

표 2. 안 성 분석 - [11]과 비교하여 개선된 측면
Table. 2 Compare Analysis of Security with [11]

4.7. 효율성 비교분석

[표 3]는 제안된 로토콜과 [11]의 효율성을 비교분

석한 결과이다. [표 3]에서 은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환자의 최 수를 의미한다.

항목

[11] 제안 로토콜

DB 리
자

환
자

DB 리
자

환
자유 무 유 무

랜덤 값 0 0 0 1 0 0 0 1

타임스탬 0 0 1 0 0 0 1 0

해쉬/
MAC 연산

 2 0 1 log log 0 1

XOR 연산 0 0 0 0 0 0 0 0

통신 
라운드 수

4

표 3. 효율성 비교분석
Table. 3 Compare Analysis of Efficiency

[표 2]에서 [11]과 제안 로토콜은 해쉬/MAC 연산 

항목에서 성능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데이

터베이스에 속할 때 사용되는 임시 인식자 

를 통

해 을 식별한 후 사용자와 리자 사이에는 추가

인 해쉬/MAC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 

) 으로

만 사용자와의 인증이 수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안 

로토콜은 [11]과 같이 기존 RFID 인증 로토콜의 태그

측에서 최  번의 해쉬 연산을 수행되는 연산 문제

을 1번만 수행하여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 장치(PDAs

나 휴 용 컴퓨터)를 제 3자가 불법 으로 악용하는 것

을 방하기 한 RFID 기반의 보안 로토콜을 제안하

다. 제안 로토콜은 사 에 리 서버에 등록된 사용

자의 권한정보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에 근하는 환

자, 병원, 약국의 권한을 분리하여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 다. 특히,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리 

서버는 근 허가가 승인된 환자 정보 이외에 허가받지 

않은 정보에 제 3자가 쉽게 근하지 못하도록 주기 으

로 근 허용 키를 생성하여 환자의 인증  리의 효율

성을 향상시켰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된 메커니즘을 

실제 환경에 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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