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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어느덧 졸업의 시기를 맞았습니다.부족한
저를 통하여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
사와 찬양을 드립니다.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부모님,교수님,
동료들을 통하여 위로를 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보다 좀 더 길었던 석사기간동안 저에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묵묵히

응원해 주신 윤영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졸업논문이 나오기까지 낯선 분야를
익숙해지도록 많은 부분을 지도해주신 이용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논
문지도를 위하여 바쁜 시간을 할애해주신 신태민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대 의공학과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윤형로 교수님,이윤선 교수님,이경중 교수

님,김동윤 교수님,김영호 교수님,김법민 교수님,김한성 교수님,김경환 교수님,정병조
교수님,김지현 교수님,이용흠 교수님,이상우 교수님,임창환 교수님,윤대성 교수님,서종
범 교수님,이용흠 교수님,권기운 교수님,임도형 교수님,채승진 교수님,백주일 교수님과
고원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지냈던 동료들 모두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신재우,장승진,

이주성,차민석,홍규석 선배님,박세림,이정훈,장용구,심 훈,정집민,양용주 선배,송상
하,김효민,고현철,이승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정말 일일이 모든 분들의 이름을 언
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지면에 그 모든 것들을 적다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또한 대학원의 많은 선배님들과 동기 ,후배들도 직접 이름을 나열하진
못하지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과 형,그리고 친척 어른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어릴 적부터 함께 친구로 지내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주하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준비하는 시험에서 꼭 원하는 결실 맺기를 기도합니다.학부 때부터 좋은 후배로 지내온
효직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기도드립니다.군대
에서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연락되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고참과 동기,졸병들,대학교 선
배님과 후배들,그리고 동기들 모두 좋은 인연으로 계속 지속되길 바랍니다.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값진 지식과 지혜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사회

에 도움이 되는 일꾼으로,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작은 일에 충성
하여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며,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연구실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과 축복을 전합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웃고,즐기던 시간과 힘들고 괴롭던 시간들이 있었지만,꿋꿋이 견디며 지
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앞으로도 꼭 그러하길 바랍니다.자신은 힘들지만 서로에게 웃어
주며,나에게 힘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본인이 감당하며,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탓
하며,자신의 일에 열심을 낸다면 저희 연구실은 최고의 연구실이 될 것입니다.연구실 분
위기 메이커 승진이형,나이는 나보다 어리지만 정신연령은 훨씬 높은 저의 정신적,학문적
지주 정훈이,자상하고 똑똑한 상담 전문의 심 훈,연구실의 꽃미남 해결사 상하,이보다
더 좋은 순 없는 성격의 몸짱 효민이,최강의 상황파악 센서를 갖고 있는 현철,신앙 투사
프로그래머 승환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모두 다 앞으로 좋은 일
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저의 논문은 이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그 분들에게 저의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감사합니다.

2008년 7월
이주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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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재재재택택택 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 시시시스스스템템템에에에서서서의의의 MMMFFFEEERRR표표표준준준 및및및 의의의료료료정정정보보보 보보보안안안
구구구현현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

본 연구는 재택 건강관리 시스템 내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생체정보 측정 하드
웨어 프로토콜을 표준화하고,개인신상 정보 및 건강 정보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이다.재택 건강관리 시스템 내에서 생체정보를 습득하는 하드웨어들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가지고 환자 어플리케이션 PC와 통신을 하기 때문에 각 프
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야만 취득한 데이터를 해석하여 생체정보를 얻어 낼
수 있다.다양한 의료기기를 사용할수록 생체정보를 처리하기위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따라서 다양한 의료기기에 적용 가능한 통합 프로토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고,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 표준규격인 MFER과 XML을 이용하였다.
MFER은 생체 파형정보 및 이를 측정하는 하드웨어의 제품 내역까지 포함한 국

제 표준 규격이다.이를 통하여 시스템에서 이용된 의료기기의 명칭 및 제품에 대
한 특성과 측정된 생체 파형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XML은 산업 전반에 적용 가
능한 표준 마크업 언어이다.재택 건강관리 시스템 내에서 혈압,혈당,체온 등의
이산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하였다.
재택 건강관리 시스템은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유,무선을 이용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다.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한 불특정 다수의 외부
침입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방화벽과 같은 OS자체의 보안 및
백신 프로그램 서비스 이외에도 시스템 내에서 자체적으로 파일을 보호할 수 있
는 방안이 요구되었다.환자의 생체정보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
문이다.따라서 현재 쓰이는 암호화 알고리즘 중에 알려진 외부 네트워크 공격에
대하여 강한 방어력을 갖는 AES(rijndael)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환자정보를 보호하
였다.알고리즘을 통하여 보호된 환자 정보는 접근권한을 가진 자에 한하여 정보
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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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재택건강 관리 시스템의 프로토콜 통합 및 생체정보의 보안
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핵심되는 말:재택 건강관리 시스템(H2MS),MFER,AES(rijnd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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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와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은
U-Health(ubiquitous-Health)라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만들어냈다.
U-Health안에서의 의료서비스는 기존 “진료중심 의료”에서 “예방중심 의료”로,
“질병관리중심”에서 “건강관리중심”으로 변화한다[1,5].또한 국내의 경우 2000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7.2%였고,2004년에는 8.7%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2019년에는 14.4%로,2026년에는 20.0%
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이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에 기인
한다.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관리는 더욱 큰 진료비 부담을 요구한
다.특히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재무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현재 의료
서비스 제공체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국내의 경우 세
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높은 수준의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U-Health구현의 가장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1,5].
본 논문에서 연구된 재택 건강관리 시스템(이하 H2MS)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환경에 기인하여 개발된 U-Health시스템이다.H2MS는 의료 서비스에서 고비용
을 수반하는 의료 전문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환자의 질병 징후에 대한 조치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시스템은 크게 환자의 생체정보
를 측정하는 하드웨어 부분과 측정된 정보를 분석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뉜다.소프트웨어는 다시 환자,응급기
관,병원,권역응급기관,총괄센터,서버 등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져서
재택 건강관리 시스템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환자 측의 어플리케이션은 하드웨
어에서 받아들이는 생체정보가 수집되는 곳으로 수집된 생체 정보는 의료전문가
들이 제안한 질병분류 알고리즘에 따라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환자
의 어플리케이션 화면상에서 제공해준다.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환자 어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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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은 응급상황 메시지와 그 당시 생체정보를 서버에 전송하며,서버에선 응급기
관,병원,권역응급기관,총괄센터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응급상황 메시지를 전달하
여,각 기관의 해당자가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전문 의료진의 응급조
치를 전달해준다[5,7].
H2MS내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하드웨어는 생체정보 종류별로 다른 기기가

이용되며,회사별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다.심전도를 측정하는 하드웨어
는 ATmega8을 이용하여 개발되었고,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하드웨어는 메디아
나사의 Chipo2PM 모듈(MSP430이용)로 개발되었다.이들은 서로 다른 프로토콜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PC와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
서는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
다.하드웨어가 늘어날수록 여러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으며,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의 연동작업에 있어 비효율성을 가져왔다.이에 따라 측정된 모든
생체정보를 포함하고,여러 하드웨어에 공통적으로 호환성을 갖는 통합된 프로토
콜이 필요하였다.또한 H2MS내에서만 유효한 프로토콜이 아닌 U-Health개념에
맞도록,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프로토콜이 필요하였고,이를 위해서 국제 공인된
표준화 규격이 필요하였다.또한 환자의 생체정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한 정보이므로 시스템 내에서 그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네트워크와 연
동되어 돌아가는 시스템이므로 보안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었다.따라서 현재 개
발된 보안 알고리즘 중 기존에 존재하는 해킹 및 외부 침입에 대하여 강한 방어
력을 갖는 방식이 필요하였다.본 연구는 H2MS내에서 이용되는 하드웨어 프로토
콜의 통합 및 표준화 방안과 그 보안 방안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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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UUU---HHHeeeaaalllttthhh

2.1.1.U-Health의 정의
U-Health(ubiquitousHealth)는 정보통신기술과 보건의료서비스가 조합되어 언

제 어디서나 예방,진단,치료,사후 관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
을 의미한다.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자,의사 및 보건 의료 서비스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보다 빠른 시간에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다.
환자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도 진단,치료,상담 및 예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U-Health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 추구”에 있으며,이를 위해 현존하는 IT/BT기
술 및 기존의 네트워크망을 기반으로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건의료 서비
스를 환자에게 제공한다.이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
루어지므로 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으며,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U-Healthcare란 U-Health System 내에서의 건강관리를 말하며,기존의 EMR,
OCS,PACS등의 e-Healthcare와 동일한 개념 혹은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센서를 통하여 습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및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2.1은 Healthcare가 변화되는 과정을 헬스케어 적용공간과 네트워크 진화방
향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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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Healthcare개념의 변화도

U-Health는 정보통신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 및 보건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증가,통신사업자 및 의료 솔루션 제공업체의 사업 확대,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추진정책 등에 의한 것이다.
광대역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정보처리 및 저장기술의 발달,RFID와 같은 센서 네트워크의 발
전 등은 보건의료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또한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고
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보다 빠르고 안전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
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이는 U-Health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
다.표 2.1은 U-Health의 특징을 서비스 이용자,통신사업자,의료기관 및 정부기
관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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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서비스 이용자 측면

l IT기술과 의료의 조화를 통한 의료적 효용성 및 신뢰성 혜택
l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가능
l 체계적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혜택
l 다양한 의료정보의 접근이 용이

통신사업자 측면
l 기존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정보체계 활용
l 보건의료 기관과 제휴를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 및 혜택
l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 혜택

의료기관 측면

l 첨단장비 및 전자의료정보의 활용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
공으로 인한 위상 제고

l 거래의 투명성 제고
l 효율화를 통한 수익창출 극대화

정부기관 측면

l 국가 의료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화
l 재정지원을 통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달성
l 국민건강 복지 향상
l 의료선진화 실현

표 2.1U-Health의 부문별 특징

U-Health에서는 환자의 생활공간에서 여러 가지 생체 정보를 수집해 내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센서들이 이용된다.스마트 센서들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집안 곳곳에 설치된 비디오 센서들은 환자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다.이들 센서들이 산출한 정보는 개인 의료 상담 시스템에 전달되고,의료
상담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는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등에 전송되어 환자에게
피드백을 하게 된다.그림 2.2는 U-Health환경에서의 건강/의료 관리상에서 발생
하는 개인의 건강 상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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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U-Health에서의 건강/의료관리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관리 상태는 건강상태,허약상태,발병상태,치
료 상태,회복상태 5가지로 구분된다[1].U-Health서비스의 목적은 앞의 5가지 상
태 중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각 상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하여 좀 더 알아
보면,건강한 상태와 관련된 서비스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계속 유지하도록 관
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이 단계는 그림에서 보듯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관
리된다.하나는 일반인들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서비스이고,두 번째는 산모,영/유
아,노약자 등의 특수한 경우에 대한 관리 서비스이다.허약상태는 비만과 고혈압
과 같은 상태에서 다른 질병으로 발전되기 쉬운 상태를 말한다.이 단계 서비스는
운동 및 관리를 통하여 건강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발병상태라는
것은 병이 진행되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한다.상당수의 질병은 초기의 발병 시에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이 단계 서비스는 발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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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적절한 진료를 추천하거나 정확한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하는 서비스이
다.치료 상태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중에 병과 관련된 합병증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회복상태에서는 병이 치료되었더라
도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위염,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는 꾸준한 자기관리를 요한다.

2.1.2.U-Health현황
유비쿼터스 센서 기술이 일반화하기 이전에는 생체 정보의 계측 기술은 대부분

유선에 의한 구속적인 시스템이었다.즉 장비에 연결된 선에 의하여 행동범위에
제약을 받는 시스템이었다[1].이러한 시스템들은 환자가 생체 신호 측정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평소와 다른 환경의 경우 환자 본래의 생체신호가 왜
곡될 가능성이 많았고,유선의 구속성으로 인해 환자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단점
들을 지니고 있었다.최근 연구되고 있는 무선 원격통신방식과 새로운 센서 시스
템은 앞서 기술한 제약 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기존
시스템과 달리,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전송할 수 있으며,회로의 직접
화/소형화를 통하여 휴대가 가능한 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다[1,6,8].
최근의 생체신호 측정 시스템은 환자의 평상시 생활을 구속하지 않으면서,환자

의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어 편리한 U-Health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가능하며,측정된 신호는 전문가를 통하여
원격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일본,영국 등을 통하여 연구되고 있는 원격 생체 모니터링은 건강 상태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며,정상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 조기발견이 가능하
고 향후의 건강상태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건강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록된 과거 건강 정보를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여러 기관에서 ‘생활 중 생체신호 및 움직임 측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기존의 병원중심 생체신호 측정에서 벗어나,일상생활 중의 의료 서비스 실
현을 위해 각종 장비들을 집안 내 혹은 생활 반경 내에 설치하여 환자를 모니터
링 하는 것이 목표이다.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면서,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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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병원과는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있다.현재 환자의 생체 정보 모니터링과 관련된 대표적 연구사례들은 다음과
같다[1,8].

1)독거노인을 위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게 된다.이러한 인구

증가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서 기인한다.이러한 상황에서,독거노인
들에 대한 사회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이미 GPS와 휴대폰을 이용한 노인
감시 장비가 있어왔으나,이러한 시스템은 집안 내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독거노인의 경우,건강에 대한 꾸준한 감시를 필요
로 하고 있는데,기존의 무거운 디바이스들은 착용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
어,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장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가와사키 대학에서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집안 내에서 독거노인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구성하였다.집안 내의 각 장소에 적외선 센서를 부착하여 시간에 따른 노인의
움직임을 알아내어,건강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는 형태이다.거실,침실
등 집안 내 여러 위치에 부착된 센서들의 출력 값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감시
대상의 움직임 패턴,생활환경 추적 등을 수행할 수 있다.추적된 데이터는 일본
내의 ISDN 망을 이용한 인터넷을 통하여 웹 서버에 저장되어 의사 측에서 감시할
수 있다.감시 대상이 움직이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일정 시
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면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여기서는 환
자의 움직임이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로 이용되었다.

2)원격 생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영국의 원격 생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은 유아의 건강상태 체크를 위해 침대

형태의 생체신호 측정 시스템을 만들고,측정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이다.유아의 행동을 최소한으로 구속하면서 여러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호흡
측정을 위해서,스트레인 게이지(SG :StrainGage)를 이용한 벨트를 흉부와 복부
에 착용하였고,심전도 측정을 위해 세 개의 전극을 가슴에 부착한다.산소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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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위하여 발에 모듈을 부착한다.측정된 데이터는 모뎀을 통하여 병원으로
전달된다.

3)재택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
이 시스템은 집안 내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연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개

발된 스마트 홈(SmartHome)시스템이다.프랑스에서의 건강 스마트 홈 프로젝트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것으로,생체신호 측정,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의 결함,환자
/간병인의 의학/사회학적인 측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집안 내에 여러 센서들을
설치하여 데이터를 측정하고,측정된 데이터는 원격 통제 센터에 전송된 이후 병
원/연구기관 등으로 전송된다.주로 측정되는 신호로는 문의 열고 닫힘,움직임,
마이크를 이용한 사운드 등의 환경변수와 함께 산소포화도 및 맥박 등이 있다.

4)자동화된 재택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일본의 동경의과치과대학 내의 연구실과 다카오카 시의 한 주택 내에 설치된

시스템으로 다른 연구들에서 환자의 움직임과 환경에 관련된 신호를 측정하는 것
과 달리 생체 신호 자체를 측정하는 것에 중점을 둔 시스템이다.여기서는 일상생
활 동안 환자를 구속하지 않고,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것을 주요 연구과제로 생활
중에 많이 사용하는 가구들인 침대,변기,욕조 등을 이용하여,환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한다.화장실에서는 하중셀(LoadCell)을 이용한 무게 감지를 함으로써 환자의
배뇨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또한 욕조에서는 환자의 목욕 중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침대에서는 전도성 섬유를 이용하여 수면 중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각각의 하드웨어들에서 측정된 정보들은 연결된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서버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재전송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움직임에 의한 간접적인 건강상태 확인이 아닌 생체신호인 심전도를 측정하여 직
접적인 건강상태 확인을 함으로써 더욱 높은 신뢰도를 가지는 환자감시 시스템이
다.

2.1.3.U-Health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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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는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틀을 바꾸게 될 매우 큰 변화로서 미래 의료
의 커다란 흐름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1].U-Health의 보급으로 인해 의료산업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이 될 것이다.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환자와 병원 간의 물리적 거리가 더욱 가까워 질 것임을 고려할
때,병원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기술발전과 병원간의 경쟁에 의하
여 병원중심이었던 의료체계는 환자중심으로 변화하고,병원에서 실현되던 의료가
가정과 직장에서,치료중심의 의료가 예방과 관리위주로 변화해 갈 것이다.
U-Health는 근본적으로 가정과 직장 등 일상생활 중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평상시의 건강정보를 측정하여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만성적인
질병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발전해 감으로써,의료비의 지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U-Health를 통하여 얻어지는 환자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지
출의 감소를 위한 방안 및 의료의 질 관리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하나의 거대한 국가

산업으로서 장차 국제적 경쟁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성장 동
력이 될 것이다.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그간 제조업 중심의 수출의존형
경제에 의지해 왔지만,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IT/BT산업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의료는 기술집약적이면서 노동집약적인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다.한국은 임
상 의료수준이 세계적으로 높고 우수한 의료 인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상대적
으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의료산업화’전략을 구사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개발한다면 U-Health는 한
국을 이끌어갈 국가 전략사업으로 발전할 것이다.반면 의료의 산업화가 이루어지
지 못하고 국내용 의료서비스로 국한된다면 U-Health는 1차,2차,3차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의료기관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이를 위해서 국
가에서 U-Health를 사회 공적 재산으로 인식하고 관련된 법 규정을 개정하여 관
련된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U-Health산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
야 한다.표 2.2는 U-Health산업의 기회 및 위협 요인을 나타내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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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l 전 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을
위한 공감대 형성

l 건강관심의 고조 확산
l 시장형성을 위한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
l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수요의
창출 기회 제공

l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 표준화 지원
l 지속적 U-Health시장수요 증가
l 의료정보화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증대

l 개인 신상정보 유출우려
l 산업서비스 모델 부재 및 u-센서 비용
고가

l 높은 수입장비 비율
l 미검증된 의료정보의 유통
l 선진기술 해외업체의 국내 진출
l 요소부품의 과중한 해외의존도
l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 미흡
l 핵심의료기기의 해외의존도 심함

표 2.2.U-Health산업의 기회 및 위협 요인

222...222...표표표준준준화화화

2.2.1.표준의 정의
표준이란 “인류가 문명을 형성해 나가면서 사람들 간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

고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상호 약속”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3].산업적인 의미로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사용
함을 목적으로 재질,공정,용어 등에 관한 명세와 기준을 규정한 문서”라고 기술
할 수 있다.모든 표준에 대해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국가표준기본법’의 제 3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표준이란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생산방법,시험,검사방법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에 관한 용어 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국제 표준화기구(ISO/IEC)의 ISO/IEC Guide2에는 “재
료,공정 및 서비스가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규칙,지침,개념
규정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기술적 명세와 세부적인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WTO/TBT(세계무역기구/무역상기술장벽)협정에는 “규칙,지침,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한 문서로서
인증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을 보면 산업표준은 기술자들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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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어를 의미하며 기술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
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다.Hawkins(1995)는 산업표준을 “기술의 물리적 특성이나
적용 시에 나타나는 외연으로 축적된 기술적 경험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규정하
였다.즉 산업표준은 속성상 기술개발 결과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며 기술적 언어
를 문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협의의 의미로 기술시방서(TS:Technical
Specification)라고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 또는 규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표준화’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표준화란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상

태달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문제
에 대하여 규정을 수립하는 활동으로,표준화의 목적을 제품,공정,서비스의 적합
성 개선과 무역장벽의 방지,기술협력의 촉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합성,호환
성,다양성 제한,안전성,환경보호,제품보호 등으로 기술할 수 있다.
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인된 표준화기관이나 생산자협회 혹은 표준관련 학술전문

협회에서 기술적,전문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해관계인의 참여 하에 합의
되는 방식으로 제정되거나,이와는 별도로 시장 내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거나 혹
은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명세가 동 시장에서의 사실상 표
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반면 기술규정(TR :TechnicalRegulation)은 제품
의 특성,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과 이에 적용되는 관련행정조치를 나타낸 기술명
세로서 그 준수가 의무적,강제적인 것을 의미한다.기술규정의 제정목적은 원칙
적으로 공중위생,안전,환경보호,소비자보호,국방 등과 같은 공공이익의 추구에
있으며,대부분 국가가 이러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두고 있
다.일반적으로 기술규정은 정부에 의해 시행,감독되며.기술 규정에 부합되지 않
는 제품이 생산,유통될 경우 그 자체가 불법으로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그
림 2.3은 표준의 분류를 나타내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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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표준의 분류

2.2.2.표준의 필요성
표준화는 실제,MPEG 표준 등과 같이 국내 우위 기술이 국제 표준화 및 선진

표준기술조기 도입을 통하여 제품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그리고 표준화를
통한 선진 표준기술조기 도입으로 선행표준의 연구와 개발 및 적절한 시기에 적
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그리
고 사용자 측면에서 정보시스템 및 정보이용 기술의 호환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1,3].
세계적으로 표준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면 첫째,세계는 지금 표준전쟁 시대라

고 할 수 있다.세계는 하나의 표준으로 단일화되고 통용되는 GlobalStandard시
대에 돌입하고 있으며,세계시장의 단일화로 표준이 교역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
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각 국의 경쟁은 갈수로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표준화 요구가 새로운 분야로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산업전반에 걸쳐 자국
의 표준을 국제 표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준은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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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이 아닌 세계시장에서 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시장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활용되는 방안인 것이다.둘째,표준은 시장의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
다.80년대까지의 표준은 선진 각국에 의해 규격의 단순화/통일화로 기계화/자동
화를 촉진하는데 이용되었고,산업시대를 통하여 시장수요 확대 및 원가절감의 수
단으로 활용되었다.그러나 90년대 이후 표준은 선진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
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막
대한 시장 제품들이 등장하였고,이러한 제품의 경우,생산 이전에 세계적 대기업
들 간 표준화 논의를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
향을 취하게 되며,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만이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마지막으로 단일 국제 표준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90년대 이후 동서 냉전의 종결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거 시장경제로 편입
시켜 세계시장을 하나로 통합시켰고,국제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생산,판매,유통 및 R&D를 담당할 수 있는 거점 산업기지를 확보하고 Global
Outsourc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이에 따라 국가 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제도 등 불필요한 무역상 기술 장벽을 철폐하고 국제적인 단일 표준
의 사용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졌다.시장의 단일표준에 대한 요구는 공
식적인 국제기구를 통해서 현실화되면서,현재는 WTO/TBT협정에서처럼 회원국
이 국가표준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을 기초로 사용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2.2.3.U-Health표준화
U-Health산업은 기존의 보건의료산업에서 발전하여 컴퓨터,이동통신,인터넷

등의 IT산업과 결합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를 헬스케어 대상에게 제공하
는 첨단 의료,보건 정보 및 이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산업이다[1,3,13].U-Health
관련 용어의 정의 및 범위는 현재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인터넷 확산 이전에 사
용되었던 의료정보(MedicalInformatics),원격의료(Telemedicine),보건의료정보
(HealthInformatics)등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에는 의료서비스의 주체가 병원 및 의료기관 이었으며 각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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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였던 e-Health라고 한
다면 U-Health에서는 환자 또는 헬스케어의 대상이 주체로서 병원 이외의 환자의
일상 활동 영역까지 그 범주가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U-Health표준
화의 범주는 기존의 범주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
어야 한다.세계무역기구(WTO :WorldTradeOrganization)체제 출범 이후 각국
은 U-Health산업의 발전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면서,U-Health표준화 정책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Health표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헬스케어 기기간의 정보교환 또는 통신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HealthInformatics)의 표준이다.현재 각 병원
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HR(ElectricHealthRecords)역시,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병원 전산시스템 뿐 아니라 U-Health를 구성하는 기기간의 정
보통신,용어 및 코드의 표준 등이 확립되고,이를 통해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1].
U-Health에서 보건의료정보는 1960년부터 미국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 선

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현재는 선진국 및 중진국(미국,캐
나다,영국,호주,독일,네덜란드,일본,대만,말레이시아)등에서 국가적인 차원
에서 보건의료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각 의료기관의 전산화는 물론 모든 국민에
게 직접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의료체계와 접근할 수 있는 U-Health의료체계를
확립해가고 있는 것이다.표준의 요구는 이러한 U-Health영역에서 제품 간의 이
식성,확장성,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했으며 표준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
스의 보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U-Health의 표준화는 단순한 규약 정립의 수준을 넘어서 국내외 시장선점과 첨

단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주도권 확보수단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
다.과거에는 과학기술의 생산성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였으나,이제 정보화 및
지식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를 포함한 산업전반이 표준화 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U-Health의 표준화란 각종 IT기술을 활용한 의료시스템이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데 필요한 의료시스템 통신주체간의 합의
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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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U-Health에서의 표준화는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첫째는 산업형 표
준(IndustryStandard)으로서 임상검사정보시스템 개발과 같이 특정분야의 관심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기업에서 개발의 편이를 위해 표준안을 개발하여 상호동의
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이다.최근 국내에서 의료영성저장관리시스템 (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의 도입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DICOM(DigitalImageCommunicationinMedicine)은 미국방사선과학회와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산업주도형 표준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
며 이는 현재 ISO와 협약을 맺어 국제표준으로 변환하는 단계에 있다[1,14].두 번
째는 사실표준(Defactostandard)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제품처럼
사회 전반에 이미 널리 보급된 경우 이를 표준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며,시장형 표
준(marketstandard)으로 부르기도 한다.마이크로소프트의 응용프로그램이 보건
의료정보에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는 정부주도형 표준
(Government-mandatestandard)으로 미국의 보건의료예산관리처와 같은 정부기관
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보험청구 및 개인 비밀정보보호 표준과 같은 경우를 의
미한다.국내에서는 기술표준원이 시행하는 한국형표준(KS)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동의형 표준(Consensusstandard)으로 정보 사용자 및 산업 관
련자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개발된 개방형 표준을 의미하며,대부분의 보건의
료정보 표준의 개발방식이다.임상 의료정보의 교환을 위해 개발된 HL7(Health
LevelSeven)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고,국제 표준기구(ISO)도 여기에 속
한다[1,10,11].
U-Health표준화는 크게 U-Health기기 및 정보교환에 대한 표준,의무기록서

식에 관한 표준,용어 및 개념에 대한 표준으로 나눌 수 있다[1,3].U-Health기기
및 정보교환에 대한 표준은 주로 현장 진료형 의료장비(POC:Pointofcare
device)의 전기적인 규격 및 장비간의 정보 접속,그리고 정보 통신에 관한 것으
로,장비의 전기적인 규격은 ISO JTC1,ISO TC위원회,IECTC위원회에서,정보
접속에 관련된 규격은 HL7,ISO/TC 215,CEN/TC251등에서,마지막으로 정보
통신에 관한 것은 ITU(국제통신연맹)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의무기록서식
에 관한 표준 역시 HL7,ISO/TC251,CEN/TC251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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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념에 대한 표준은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 및 용어를 체계화시키는 것
으로 ICD(국제질병 코드:InternationalCode of Disease),서지정보 표준인
MeSH(Medical Subject Headings), 임상코드시스템(SNOMED : Systematized
NomenclatureofMedicine)등이 있다.

222...333...환환환자자자 정정정보보보 보보보안안안

2.3.1.환자 정보 보안의 배경과 필요성
정보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혹은 기업 등이 다

양한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었다.[2]과거 대
기업에서 사용하였던 컴퓨터 네트워크 기능은 이제는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일
반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컴퓨터 네트워크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의 정
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 제약 사항들이 존재한다.실제,기업 내의 네트워크가
외부 네트워크와 개방된 상황에서 바이러스 혹은 해커로부터 시스템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외부
공격들에 대한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다.상거래나 기밀성이 높은 정보 교환에 네
트워크 기술이 사용될 때 중요한 정보들이 원하지 않는 타인에 의하여 변형되거
나 이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과제 또한 남아있다.또한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네트워크상에서 이동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중요하다.
정보시스템의 보급으로 대량 정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개인 정

보가 수집되어 축적되거나 이용되고 있다.따라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
이러한 정보 들이 이용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며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정보화 사회 실현의 안정을 위해선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
다.



- 18 -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환자의 진료를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하게 컴퓨터
관련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환자에 관한 의료정보들을 컴퓨터를 이용하
여 처리하게 됨으로써 발생될 문제들이 많다.예를 들어 개인적이고 비밀이 유지
되어야 할 환자의 병력정보가 유무선 통신망 혹은 전자매체를 통하여 잘못 처리
됨으로써 진료 기록의 비밀 보장 문제,사생활 침해,정보의 오용 등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것이다.의료 정보의 처리는 사생활 보장과 자료보호의 측면에서 새
로운 위험성을 유발시켰다.의료 기관 업무의 전산화 및 원격 의료의 경우에서 그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의료 기관 업무의 전산화는 의료 보험 실시 후 진료비
의 청구 및 계수 관리를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다.진료비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진료 항목 및 질병 명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므로 환자들의
개인 신상과 그들의 진료 내용이 전산 정보로 다뤄지게 된다.또한 일부 대규모
병원을 중심으로 전산화 체계가 구축되고 있고,이러한 의료정보 시스템화는 수많
은 의료 정보를 최적의 상태로 상호 연관성을 구축,유지시키는 것으로 진료 기록
의 전산 입력 뿐 아니라 의료 행위에 대한 지시 및 보고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환자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나
진료 기록의 탐색 및 조회가 쉬워질 것이다.더욱이 정보 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
되고 있는 초고속 통신망 구축 시범 사업의 하나로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지에 있
는 환자를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원격 진료가 시도되고 있다.환자와 관
련된 모든 정보가 전산 매체를 이용하여 관리되고 이러한 정보들이 통신망을 통
해 상호 교환,전달되면서 진료에 이용되는 것이다.원격 의료가 의료 분야에 많
은 혜택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지만,환자의 진료가 관련된 개인적인 정보가 다수
가 활용하는 정보망 안에서 유통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 혹은 개인이 수많은 개
인들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짐에 따라 개인의 관련된 모든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개인의 의료 정
보에 대한 보안 및 자료의 신뢰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의료분야 정보화의 발전에 따른 의료정보의 처리에는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보

장 뿐 아니라 자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이를 위해선 윤리적인 측면
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이외에 정보체계 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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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보건의료기관,정부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
면해야 할 것이다.그림 2.4는 환자 정보 보호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 및 대책에
대한 그림을 나타낸다[2].

그림 2.4.환자정보 보호의 배경과 필요성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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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환자 정보 보안에 대한 대책
환자 정보 보안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정보를 다루는 책임자가

고려해야 할 대책에 대한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는 법과 제도와 관련된 사항,둘째는 기술적 사항,
세 번째는 정책과 교육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다[2].

1)법과 제도와 관련된 사항
정보 보안성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접근 통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외국의

경우 현존하는 기술을 기준으로 시스템 보안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시스템 보
안 설계를 할 때는 불법적인 접근 뿐 아니라 합법적 사용자들의 권리를 남용하여
환자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시스템 불법 이용에 대한 미국
의 법체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하나는 권한이 허용되지 않은 불법의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자료 등의 접근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고,나머지 하나는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 후의 형태를 보고 범죄성을 규정하는 것이다.컴퓨터 관련
범행은 형법에 규정하는 종류의 범죄 의도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미국의 컴퓨
터 범죄에 대한 법 제도의 문제점은,각 조항의 요소들에 대한 명료한 정의가 되
어있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
접근이 있더라도,어떤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
문에 컴퓨터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이렇듯 처벌에 대한 기
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볼 때 전산 시스템에서 다루어지고 있
는 환자정보 보안에 큰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구체화되고 세분화
된 법을 만들어 강제력을 갖게 해야 한다.법과 제도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을 살펴보면 첫째,환자 자신의 알 권리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현행 의료법에
서는 환자 자신의 진료 기록에 대해서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지 않
았다.하지만 올바를 방향은 자신의 진료 정보에 내용 확인과 그 정확성 등에 대
하여 환자 자신이 알아야 하고,만약 이상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따라서 자신의 의료 정보에 대한 통제권,즉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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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의 권리는 관련 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두 번째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의료법의 사적 비밀보장과 관
련된 법 조항의 금지행위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되어 있다.하지만 정보화 사회
에서는 의료인 이외에 제 3자가 될 수도 있다.따라서 이들의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즉 의료인 이외에 환자 정보에 접근하는 누구라도 그 법에 대한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세 번째는 정보의 수집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한 알맞은 규정
이 마련되어야 한다.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은 현재 제정되어 있
지만 민간 의료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도 규정이 필요하
다.네 번째는 의료정보,전산자료의 관리 및 보안을 위한 법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마지막으로,의료 정보에 대한 환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 제도가 정착되
어야 한다.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법,제도가 규정될 때 환자 정보
에 대한 보호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2)기술적 사항
미국의 전국 리서치 연합(Nationalresearchcouncil,1992)은 “정보의 안전과 정

확성 및 보안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전
자 매체의 활용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컴퓨터 내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 번째는 시스템이 설치된 영역 상에서 자료의 손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물리적으로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패스워드의
사용이다.두 번째는 자료 손상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료 파일의
복사,예비 장비의 사용 및 위기 상황에 대비한 훈련 등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외부로 환자의 정보가 이용될 때에 원치 않는 외부 침입에 의한
자료 손상 및 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암호화 기법이다.좀 더 자세히 알아
보면 물리적으로 파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화재,온도,습도 및 침수로부
터 안전한 영역 안에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패스워드의 사용
은 컴퓨터 사용 전에 개개인의 패스워드를 통하여 사용자의 식별 및 허용된 사용
자에게 컴퓨터 시스템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정기적인 백업은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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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천재지변 혹은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며,시
스템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백업 파일을 보관하여야 한다.또한 주기
적으로 백업을 하여야 한다.마지막으로 암호화에 의한 방법은 네트워크상에서 자
료를 보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의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공개된 네
트워크상에서 정보를 전송할 때 원하지 않는 외부의 침임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는 공개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
을 뿐 아니라,크래커(cracker)또는 해커(hacker)와 같은 침입자가 중간에서 정보
를 변형,손상 및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송신자와 수신자는 그림
2.5와 같은 암호화 방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자료의 암호화는 저장할
정보를 암호화하여 오직 합당한 사용자만이 암호화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암호화의 방법은 크게 대칭키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대칭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칭키를 이용하는 암호화는 DES,3중 DES,rijndael(AES)이 유명
하고,국내에선 SEED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비대칭키를 이용한 암호화는 RSA,
Braid,Group,KCDSA가 있다[2].

그림 2.5.자료 암호화의 원리

3)정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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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조절하는 것은 정보 보안에서 중요한 정책적 방법 중 하
나이다.즉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짐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
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이를 통하여 권한이 분할되며,자료도 다른 형태로 분류
되고 자료의 사용자들은 자료의 형태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게 된다.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위기상황 및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지침 안내서도 매우 중요하다.만
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및 자료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게 교육되어
야 한다.또한 자료에 대한 문서화 작업도 필요하다.시스템 관련 조직원들에게
정보 보안 및 환자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시킬
뿐 아니라 접근 절차의 개발과 설치 보안 규약들을 규정하는 책임자를 지명하고,
정보 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다.그림 2.6은
사용자에 따른 시스템의 접근과 권한에 대한 것이다[2].

그림 2.6.사용자에 따른 시스템의 접근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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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

333...111...재재재택택택 건건건강강강관관관리리리 시시시스스스템템템(((HHH222MMMSSS)))

그림 3.1.재택 건강관리 시스템 구성도  

H2MS는 환자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해주는 시스템
이다.의료서비스에서의 의료 전문가의 개입은 환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물론 수술 같은 직접적 치료는 병원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환자 상태
에 대한 진단 및 조언은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한 알고리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정기적인 진단은 직접 의료 전문가에게 받아야하지만,만성
질병 환자의 경우는 정기적인 진단 이외에 수시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이며,정상
인이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예를 들
면,심장마비 환자의 경우 국내 생존율은 6.8%,미국은 22~43%이다[5,6,22].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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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매우 낮은 생존율을 갖고 있다.이는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적시에 심폐 소생술이 실시된다면 생존율은 3배가 높아진다고 한
다.즉 국내의 경우 적시에 심폐 소생술이 실시된다면 생존율은 미국과 동등한 수
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 공
유되어야 한다.재택 건강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되었
다.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즉시 응급기관 및 병원 등에 연락을 취하
여 예약과 동시에 응급처치에 들어가도록 하며,가까운 지인에게 SMS를 통해 응
급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가 좀 더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한다.동시에 환자의 어플리케이션(PC)을 통하여 환자의 상황에 대한 조치 및
조언을 제공한다.환자 본인이 조치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까운 지인이 환
자의 어플리케이션에 나타난 조치대로 환자에게 실행할 수 있다.
H2MS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드웨어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설치가 되어있다.변기,욕조,침대 등에 설치되어 환자와 접촉 시 정보를
수집하며,각 하드웨어에서 수집된 생체정보는 임상 경험 알고리즘에 따라 응급과
비 응급 상황으로 나뉘게 된다.동시에 환자의 어플리케이션에선 상황에 맞는 조
치를 내려준다.응급 상황의 경우는 응급상황 처리시스템에 따라 프로세스가 진행
되며,비 응급 상황의 경우는 운동처방 시스템에 따라 프로세스가 처리된다.환자
의 생체정보 및 조치에 대한 진행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장기간의 환
자 상태의 추이를 분석하는데 이용된다.환자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응급기관,
병원,권역응급기관,총괄센터,서버 등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
게 된다[4-8].
시스템 개발 과정 중 H2MS내에서 이용되는 하드웨어가 동일한 기종이 아니며,

생체정보에 따라 다른 기기가 이용되기 때문에 환자 어플리케이션 PC와 데이터
교환 시 호환성의 문제가 나타났다.즉 심전도 측정 하드웨어의 경우 ATmega8
을 이용하여 개발하였고,SpO2 측정 하드웨어는 Chipo2PM(MSP430)을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통신 프로토콜이 이용된다.이외에 혈압,혈당,체온
등의 다양한 정보들 역시 고유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
에 통일된 규격이 필요하게 되었다.따라서 H2MS내에서 이용되는 정보의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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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정보와 이산정보로 나누고,각각 MFER과 XML규약으로 통합하였다.ECG와
SpO2와 같은 파형정보의 경우는 MFER 포맷에 따라 처리되며,혈압,혈당,체온,
체중 및 신상정보 등의 이산정보들은 XML 포맷에 따라 처리된다.그림 3.2는
H2MS어플리케이션 화면이다.

그림 3.2.재택 건강관리 시스템 구현  

(1)은 H2MS내에서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하드웨어의 모습이다.일상생활에 이용
되는 욕조,침대,변기 등을 통하여 심전도,산소포화도,혈압,체중,맥박 등의 생
체 정보가 측정되며,측정된 정보는 환자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된다.(2)는 환자
어플리케이션의 프로그램에 내장된 알고리즘에 따라 환자 생체정보의 응급여부를
판단하여 서버에 전달하는 과정이다.(3)은 환자의 응급,비 응급의 여부를 총괄센
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화면이다.(4)는 서버에서 각 기관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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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응급 전달 정보 메시지이다.이 메시지에는 환자의 신상정보 및 측정된 생체
정보의 응급여부와 알고리즘에 따른 일차적인 조치 및 조언이 포함된다.(5)는 응
급 전달 정보 메시지가 병원,응급기관,권역응급기관 등에 전달되는 과정이다.(6)
은 각 기관에 전달된 응급 상황 메시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가를 확
인해주는 과정으로,총괄센터에서 이 기능을 수행한다.각 기관들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면,응급상황은 해제되고,응급 상황 리스트에 있는 환
자 명단은 지워진다.(7)은 환자 본인 및 지인들에게 제공되는 SMS와 Mail서비스
를 보여준다.(8)은 환자가 H2MS의 회원에 가입하고,장기적인 생체정보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기위한 웹사이트 모습 및 H2MS내에서 다루어지는 환자의 신상정
보를 비롯한 모든 생체 데이터들을 저장하기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모습을 나
타낸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개념은 가와사키 대학의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프랑스의 건강 스마트 홈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로 만들어진 재택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일본 미쯔사와 지방의 복지테크노 하우스 및 동경의과치과 대학의
재택건강 모니터링 시스템과 동일하지만,환자 생체정보 모니터링 이외에 생체정
보의 일차적인 판별을 임상적 경험을 통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에
대한 조치를 내려준다는 차이점이 있다[1].하지만 판별기준에서 하드웨어로부터
얻어지는 생체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 및 환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려
는 배제되어 있어,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 중이다.

333...222...MMMeeedddiiicccaaalllwwwaaavvveeefffooorrrmmm FFFooorrrmmmaaatttEEEnnncccooodddiiinnngggRRRuuullleeesss(((MMMFFFEEERRR)))

하드웨어는 제조 회사마다 다른 통신 프로토콜을 갖는다.회사 제품의 경우 자
체적으로 프로토콜을 정해놓고 물건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기종 기기
간에 서로 호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MFER은 다양한 의료기기에서 산출되
는 생체 파형정보의 표준을 정한 것으로 Type,Length,Value(TLV)형식을 갖는
생체 파형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이다.2007년 9월 16일 ISO 국제 표준규격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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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고,점차 그 쓰임이 증가하는 추세이다.향후 HL7,DICOM과 더불어 국제
생체정보 표준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심전도,뇌자도,산소포화도 등 여
러 생체 파형 등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환자와 의사간 의사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MFER의 구조를 살펴보면 프레임의 집
합이라고 볼 수 있다.프레임이란 파형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각종 태그들의
TLV(Type,Length,Value)와 파형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태그란 정보를 표현하
는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태그는 3가지 레벨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담고 있는 정
보의 종류도 다르다.레벨1은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제조사,장비 종류,endian종
류,SamplingInterval,Resolution및 Channel,Sequence등)를 담고 있고,레벨2
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첨가되어질 수 있는 태그이다.(Measurementvalue,
Samplingskew,여러 그룹의 파형이 있을 때 관심이 되는 중요한 부위지정 등)
레벨3은 환자,즉 파형이 누구에 대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신상 정보 및 각
종 부가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그림 3.3에선 MFER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타낸다.MFER이 여러 프레임의 집합이며 그 프레임은 각종 태그와 파
형데이터의 집합이란 것을 파악할 수 있다.각 태그 값들은 모두 TLV 형식을 따
른다.그림 3.4는 실제 12ChannelECG의 적용 예이다.MFER 파일의 확장자는
mwf이다.MFER형식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는 국제 표준화 방안이라는 것이다.서로 다른 하드웨어에서 호환 가능한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향후 보안관련 태그(Type)및
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다면 좀 더 강력한 표준이 될 것이다[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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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MFER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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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채널 ECG의 적용 예  

333...333...AAAdddvvvaaannnccceeedddeeennncccrrryyyppptttiiiooonnnssstttaaannndddaaarrrddd(((AAAEEESSS)))

미국 정부 표준으로 지정된 블록 암호 형식이다.미국 표준기술 연구소(NITS)가
5년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2001년 11월 26일에 연방 정보 처리 표준(FIPS197)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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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표하였고,2002년 5월 26일부터 표준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다.민감하지만 비
밀로 분류되지 않는 자료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
리즘이며,정부기관에서 원래 사용이 되다가 민간 부문에서도 상업 거래용의 암호
화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AES로 최종 선정된 알고리즘은 Damen과 Rijmen에 의해 개발된 rijndael(린달)알
고리즘이다.린달 알고리즘은 SPN(Substitution-PermutationNetwork)구조의 가
변 블록길이를 지원하는 블록암호로 지원되는 블록길이는 128,192,256비트이며
각 블록길이에 대하여 128,192,256비트 키를 사용할 수 있다.린달 알고리즘에
이용되는 라운드 수는 키의 길이에 의하여 결정되고,128비트의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128,192,256비트의 키에 대해 각각 10,12,14라운드를 사용하도록 권고되
며 미국 표준으로 인정받은 것은 블록과 키가 모두 128비트인 것이다.린달 알고
리즘의 특징은 알려진 모든 공격에 강하며 여러 플랫폼에서 빠르게 적용가능하고,
다른 알고리즘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갖는다.암호화 시 SubBytes,
ShiftRows,MixColumn,AddRoundKey등의 과정을 거치고 복호화 시 암호화 과
정의 역순과 유사하지만 세부과정에서 약간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따라서 암호화
와 복호화 시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그림 3.5와 3.6은 AES알고리즘의 암/복호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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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AES암호화 과정

그림 3.5는 암호화 과정이며,입력이 좌우로 분할되는 DES의 Feistal구조의 알
고리즘이 아니라 병렬 수행을 하는 SPN 구조를 가지고,블록의 크기에 따라
10~14라운드를 거쳐,평문을 암호화한다.AES는 블록 데이터를 암호화 할 때 우
선 라운드 키 더하기 단계(Add Round Key)를 먼저 수행한 다음 정규라운드
(Subbytes,ShiftRows,XOR,MixColumn)에 들어간다.정규라운드는 키와 블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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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라 라운드 수가 다르다.정규라운드의 마지막인 10(또는 12,14)라운드
에서는 열 섞기 단계(MixColumnStep,MC)가 생략된다.그림 3.5는 128bit의 평
문 블록이 128bit,192bit,256bit의 키 중 하나로 암호화되는 과정을 나타낸다.평
문의 각각의 블록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반복되는 처리과정(Round)를 통해 몇 번
씩 암호화된다.라운드 수(Nr)는 키의 길이(Nk)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3.6.AES복호화 과정



- 34 -

그림 3.6은 복호화 과정을 나타낸다.10~14라운드를 거쳐 암호문은 복호화 된
다.암호문은 Nr번째 Roundkey와 암호문 블록을 XOR한 후 Round1에 들어간
다.Round1에서 정규적인 라운드의 첫 번째 과정인 InverseMixColumn을 제외한
과정이 실행된다.Round2에서 Nr번째의 마지막 라운드까지 정규적인 라운드들
(InverseSubbytes,InverseShiftRows,InverseXOR,InverseMixColumn)이 실행
된다.
보통 린달 알고리즘의 독립적인 사용보다는 린달 알고리즘을 핵심함수로 이용

하여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이용한다.본 논문은 C#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린
달 알고리즘 함수를 이용하여 암/복호화를 구현하였다.환자의 신상정보와 생체정
보를 포함하고 있는 MFER파일 및 XML파일을 암/복호화 하는데 린달 알고리
즘이 이용되었다[20,21,22].

333...444...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설설설계계계

H2MS의 하드웨어에서 체온,맥박 등의 생체정보를 측정하면 환자 어플리케이션
으로 취득한 생체정보를 보내게 된다.환자 어플리케이션에선 이 정보가 파형데이
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파형데이터라면 MFER 포맷으로 변환과정을 거치고,
파형정보가 아닌 이산정보라면 XML포맷으로 변환과정을 거친다.생성된 파일은
AES(rijndael)방식으로 Encoding되고,Encoding된 파일은 DB에 저장되어 정보 접
근 권한을 가진 자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Encoding된 파일은
Decoding과정을 통하여 원래의 파일로 복구되고 Viewer를 통하여 파일의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동시에 환자 어플리케이션에선 취득된 정보가 응급 판별 알고
리즘에 따라 응급여부를 판단하여 서버에 알리고,그 결과에 따라 응급상황 처리
시스템 혹은 운동처방 시스템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조언 및 조치의 진행 결
과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이후 웹상에서 장기간에 대한 결과조회 등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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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설계하였다.그림 3.7은 H2MS의 시스템의 흐름도이다.

그림 3.7.System Flowchart

그림 3.8에선 본 연구에서 이용된 생체정보 중 ECG와 SpO2의 파일 변환 과정
을 보여준다.(1)에서 ECG와 SpO2측정 하드웨어에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 이용
됨을 확인할 수 있다.H2MS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하드웨어들은 기기별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따라서 통일된 프로토콜을 정
하여 그 규격에 맞도록 파일을 변환하여 H2MS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H2MS내의 정보들은 크게 파형정보와 이산정보로 나뉘며 파형정보는 MFER포맷
으로 변환되고,이산정보는 XML포맷으로 변환된다.(2)는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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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ECG,SpO2등의 파형정보는 MFER포맷으로,체온,맥박,산소포화도,혈당
등의 이산적인 정보는 XML포맷으로 변환된다.(3)번 과정은 변환된 파일이 AES
Encoding방식을 통하여 encoded확장자를 갖는 파일로 암호화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그림 3.8.파일 변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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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장장장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결결결과과과

H2MS에서 구현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개발도구로는 닷넷 프레임 워크 2.0
기반의 VisualStudio2005C#과 SQL2005데이터베이스,YahohSMSModule
및 ChartFX등이 이용되었다.표 4.1은 시스템 구성 및 개발 환경에 관한 것이다.

구분 종류
서버운영체제 WindowsXP(Professional),Windows2003Server(Enterprise)
데이터베이스 MS-SQL2005Server(Developer)
웹서버 IIS(InternetInformationServices)5.1

프로그램언어 C#,ASP.NET,JavaScript,HTML,XML
클라이언트 IE6.0
SMS모듈 YahohSMS
Chart모듈 ChartFX

표 4.1.시스템 구성 및 개발 환경  

444...111...MMMFFFEEERRR(((XXXMMMLLL)))CCCooonnnvvveeerrrttteeerrr///VVViiieeewwweeerrr

H2MS내에서 이용되는 하드웨어 중 생체 파형데이터를 습득하는 하드웨어가
MFER Converter의 적용대상이며,이산적인 생체데이터를 다루는 하드웨어는
XMLConverter의 적용대상이다.MFER을 이용할 경우 이기종 간의 통신프로토콜
차이를 각각 고려해야하는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즉 데이터 호환성 문제
를 개선시킬 수 있다.국제 공인 표준이므로 국내 의료서비스 영역만이 아닌 국제
적인 범위에서도 이용가능하다.
재택 건강관리 시스템에서 MFER포맷이 적용될 대상은 심전도와 산소포화도이

다.MFER규격에 맞추어 각각의 파라미터에 따른 MFER포맷을 설계하였고,그
내용은 표 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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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G(SpO2)
TAG Code

DescriptionTAG(TYPE)LENGTH VALUE
MWF_PRE 40 08 4D 465220 @MFR

45434720(53504F3220) ECG(SpO2)
MWF_MAN 17 06 48324D 524320 H2MRC
MWF_BLE 01 01 00 BIGENDIAN
MWF_WFM 08 01 02(21) LONGECG(SpO2)
MWF_IVL 0B 04 00020003 300HZ
MWF_SEN 0C 04 00F703E8 1uV
MWF_BLK 04 04 00000001 DATA BLOCK
MWF_CHN 05 01 01 1CHANNEL
MWF_SEQ 06 04 00004E20 20s=20000ms
MWF_ATT 3F00 03 090101 CHANNEL1LEAD
MWF_WAV 1E 84

Waveform data 12000OCTETS00002EE0

표 4.2.MFER설계도

설계에 따라 생성된 MFER포맷 파일(이하 mwf파일)은 NIHON KOHDEN 사
에서 제공받은 Viewer와 Analyzer에서도 잘 해석되었다.재택 건강관리 시스템
상에서 측정되는 심전도의 경우 높은 바이어스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
주기 위하여,MFER 규격에서 제공되는 옵셋 태그를 설정해 보았으나,제공받은
뷰어에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이는 국제 규격이 되면서 MFER규격설명서는 계
속 발전하였지만,기존의 Viewer및 Analyzer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따라서 심전도 파형이 기준선에 비하여 많이 상승한 것으로 관측이 된다.하
지만 재택 건강관리 시스템 내에서 만들어진 뷰어에서는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도
록 조정되었다.
그림 4.1과 4.2는 제공받은 뷰어에서 본 mwf파일이다.상단의 그림은 제공받은

Viewer와 Analyzer에서 관측된 화면이고,하단의 그림은 Analyzer에서 관측된 화
면이다.심전도의 경우 Analyzer에서 관찰하면 높은 바이어스로 인하여 파형이 보
이지 않기 때문에 Analyzer가 아닌 Viewer화면에서 보인 파형으로 정상적인 mwf
파일임을 판단하였다.산소포화도의 경우는 Analyzer와 Viewer에서 모두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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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파형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림 4.1.NIHON KOHDEN에서 제공한 Viewer/Analyzer에서 관측된 ECG  

그림 4.2.NIHON KOHDEN에서 제공한 Viewer/Analyzer에서 관측된 SpO2

기존 뷰어에서 잘 해석됨을 관측한 후 Table1의 설계를 바탕으로 재택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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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스템의 환자 어플리케이션에서 MFERConverter와 Viewer를 만들었다.측정
된 생체 파형정보가 환자 어플리케이션에 전달되면,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파형
정보와 하드웨어의 명세를 포함한 정보들이 MFER 규격에 맞는 파일(mwf파일)
로 변환된다.파형 정보 이외에 환자에 관련된 이산적인 생체 정보들 및 신상정보
들은 XMLConverter를 통하여 xml파일로 변환된다.변환된 mwf파일 및 xml
파일은 설계된 뷰어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MFERConverter/Viewer(ECG)

그림 4.3은 설계된 MFER Convert/Viewer를 이용하여 H2MS내에서 이용되는
ECG 파형을 mwf파일로 변환 후,그 파일의 내용을 관찰하는 화면이다.뒤로 보
이는 배경은 환자 Application화면이며,MFERConverter/Viewer가 환자 어플리
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임을 보여준다.먼저 (1)은 초기 세팅 및 메뉴 선택
과정으로 우선 필요한 모든 폴더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과정이다. 즉
Converter를 통하여 생성된 파일들이 보관될 폴더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며,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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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파일이 보관될 폴더도 자동으로 생성시켜 준다.또한 정보의 종류에 따라 파형
정보면 MFERConverter/Viewer를,이산정보면 XMLConverter/Viewer를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 선택 버튼을 제공하는 과정이다.(2)는 Converter화면을 나타낸
다.Textbox안에 들어가는 값들과 Waveform에 대한 값들이 TLV 형식으로 조합
되어 mwf파일을 생성하게 된다.(3)은 Viewer의 화면으로 생성된 mwf파일을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한 Type 씩 해석하여 파일의 마지막 위치까지,즉
Waveform data를 만날 때 까지 모든 Type을 해석하고 최종적으로 해석된 Type
값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림 4.4.MFERConverter/Viewer(Sp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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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XMLConverter/Viewer(이산정보)

그림 4.4의 (1)은 H2MS내에서 이용되는 SpO2파형을 MFERConverter를 가지
고 mwf형식으로 변환하는 화면이며,(2)는 이를 다시 Viewer를 통하여 보여주는
화면이다.파형 이외의 이산적인 정보는 XMLConverter/Viewer의 적용대상이 된
다.그림 4.5의 (1)은 혈압,혈당,체온,체중 및 기타 신상 정보 등의 이산적인 데
이터를 xml포맷으로 변환해주는 Converter이 모습이며,(2)는 생성된 xml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Viewer의 모습이다.

444...222...EEEnnncccooodddiiinnnggg///DDDeeecccooodddiiinnngggAAAppppppllliiicccaaatttiiiooonnn

생성된 mwf파일과 xml파일은 환자의 건강정보 및 신상정보를 갖고 있다.재
택 건강관리 시스템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외
부의 침입에 항상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OS자체의 보안 및 각종 보안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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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 이외에 파일 자체 보안요소를 첨가할 필요성이 있었다.암복호화
(Encoding/Decoding)어플리케이션은 생성된 파일을 암호화 및 복호화 과정을 거
쳐 권한을 갖는 제한된 사용자에게 정보를 허용하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암
복호화에 이용된 알고리즘은 AES(rijndael)알고리즘이다.재택 건강관리 시스템
내의 환자 어플리케이션은 Converter를 통하여 하드웨어에서 측정된 생체정보를
국제 표준 규격인 mwf및 xml파일로 변환한다.생성된 파일은 환자가 웹사이트
에서 재택 건강관리 시스템의 회원으로 등록을 할 때 지정한 비밀번호를 환자 어
플리케이션으로 불러와 암복호화 시 그 비밀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기입해야만 암
호화가 되며,암호화된 파일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향후 저장된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즉 사용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용자에 한해 접근이 가능하다.접근이 허용된 자에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운
받는 권한이 부여되고,다운받은 파일은 환자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암복호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원래의 파일로 복구할 수 있고,Viewer를 통하여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표 4.3은 정보의 종류에 따른 암복호화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MFERConverter/Viewer와 XMLConverter/Viewer모두 동일하게 AES방
식으로 설계된 FileEncoder/Decoder를 거치게 된다.본 암호화 어플리케이션은
닷넷 프레임 워크 2.0기반의 System.Security.Cryptography네임스페이스를 이용
하였고,RijndaelManagedclass를 이용하여 설계되었다.Endocing/Decoding시에
동일한 키 값을 입력하는 대칭키 암호화 기법이 사용되었다.

파형정보
정보습득(BinaryData)>>MFERConverter>>MFERFile생성

>>Encoding>>DBUpload>>DBDownload(권한 인증자)>>Decoding
>>MFERViewer를 통해 파일 내용 확인

이산정보
정보습득(BinaryData)>>XMLConverter>>XMLFile생성

>>Encoding>>DBUpload>>DBDownload(권한 인증자)>>Decoding
>>XMLViewer를 통해 파일 내용 확인 (DTD Validation)

표 4.3.정보의 종류에 따른 암복호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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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FileEncoder 

그림 4.6은 설계된 FileEncoder의 모습이다.(1)에서 SearchFile버튼을 누르게
되면 (2)의 FileDialog상자에 암호화할 파일이 나타나게 된다.이때 보이는 파일
들은 파형의 경우엔 MFERConveter에 의하여 생성된 mwf파일이 되며,이산정
보일 경우엔 XMLConverter에 의하여 생성된 xml파일이 되도록 설계하였다.보
이는 파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Encoding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래의 파일은 확장
자가 encoded라는 확장자를 갖는 AES방식으로 암호화된 파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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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FileDecoder

그림 4.7은 FileDecoder의 모습이다.(1)에서 SearchFile버튼을 누르게 되면
FileDialog가 나타나면서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나게 된다.하나의 파일을 선택
하여 Decoding버튼을 누르게 되면,원래의 파일로 복호화를 하게 된다.
그림 4.8은 FileUpload/Download어플리케이션 화면으로 (1)에서와 같이 암호

화된 파일을 선택하여 (2)에서 보이는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름으로써 데이터베이
스 서버에 저장하게 된다.(3)에서 파일의 저장방식은 경로 값을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이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식보다 서
버에 용량의 부담을 주지 않아 더욱 효율적인 방식이다.원하는 파일을 클릭하고,
(4)의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정된 폴더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Decoder를 통하여 원래의 파일로 복호화되고,Viewer
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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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FileUpload/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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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H2MS가 시스템 내에서 얻어지는 생체 정보를 공인된 표준 프로토콜
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U-Health시스템으로써 장소 및 기기에 구속되지 않는 특
성을 갖도록 하며,얻어진 생체 정보 파일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었
다.H2MS내의 생체 정보 측정 하드웨어는 회사마다 다른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
되며 환자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생체 정보를 얻기 위해선 각 하드웨어의 프로토
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즉 H2MS내의 서로 다른 하드웨어 프로토콜
에 따라 Low 데이터 정보를 분석해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기기
마다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은 효율성과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하나의
기기만을 사용한다면 무관하겠지만,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하여 종합적인 생체정
보를 얻기 위해선 여러 기기에 적용되는 공통 프로토콜이 필요하였다.따라서 본
연구는 H2MS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생체정보 표준 프로토콜을 생성하자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이를 위하여 국제 표준으로 공인된 MFER규격을 이용함으
로써 생체 파형정보에 대하여 하드웨어의 프로토콜을 통일하였다.재택 건강관리
시스템에서 이용된 생체 파형의 종류는 심전도와 산소포화도이며,이들은 mwf확
장자를 갖는 MFER포맷으로 변환된다.파형 정보 이외에 체온,체지방,심박 수
등의 이산데이터들은 XML방식으로 저장된다.XML은 표준화된 마크업 언어로써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표준 형식으로 적합하다.구현된 XML컨버터에서 다루는
정보 중 환자의 신상정보는 MFER의 레벨3에서 설정할 수 있지만,재택 건강 시
스템의 환자 생체정보 분류 기준을 파형데이터와 이산데이터로 나누었기 때문에
MFER의 레벨3은 이용하지 않았고,해당되는 정보들은 XML태그 값으로 할당하
였다.향후 XML에 저장된 정보들은 HL7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환자 어플리케이션상의 MFER/XMLConverter를 통하여 생성된 파일은 환자의

생체정보 및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한다.재택 건강관리 시스템은 네트워크 환경에
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므로 외부 침입에 대한 위험이 있다.따라서 현재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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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고 있는 알고리즘 중 알려진 여러 공격에 강하며 향후 십년 이상 미국의 공
식 표준으로 유효하며 현재 산업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린달
(rijndael)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성된 환자정보 파일을 보호하였다.파일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ID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권한을 갖는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택 건강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하드웨

어 통신프로토콜 사용으로 인한 호환성문제 및 환자 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개선
하였다.현재 개발 중인 H2MS 에선 본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MFER 형식
(TLV-Type,Length,Value)을 따르는 동시에 생체 파형정보 뿐 아니라 이산적인
특성을 갖는 여러 생체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 프로토콜을 만들어 적용 중이
다.즉 MFER과 XML로 나누어 표준화 했던 정보를 하나로 취합하는 형식의 프로
토콜을 개발하여 적용 중이다.
파일의 용량이 커질수록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파형 정보의 경우,파일 용량을 줄이면서도 그 특성이 유지되는 방안이 연구된다
면 보다 강력할 것이다.그 방안으로 연속 파형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존의 방법에
서 파형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산적인 정보를 받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DFT,
FFT)이 한 방안이 될 것이다.또한 태그 Type값 중 보안태그를 두는 것도 고려
되고 있다.즉,현재 나와 있는 보안 알고리즘인 DES,AES,RSA 등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MFER의 레벨3에서 다루는 신상정보 같은 보안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암호
화하는 것이 목적이다.현재 MFER규격에선 보안에 대한 고려가 없어,이 부분이
추가된다면 보다 나은 표준규격이 될 것이다.태그의 Value값에 따라 다른 알고
리즘이 적용되며 필요부분을 원하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는 것이다.환자 정보
에 대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려되
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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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ooHwan
Dept.ofBiomed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 purpose ofthisstudy isstandardization ofhardware protocoland
preservation ofsecurity on human'svitalinformationsand private history
informationsintheHomeHealthcareManagementSystem(H2MS).
Theprotocolofhardwareswhichmeasurehuman'svitalsignalsinH2MSis

various,andthosehardwaresareconnectedwithPatient(Client)'sapplication.If
gettingvitalinformationsfrom thosehardwares,wehavetounderstandthose
variousprotocols.Ifthenumberofhardwareincreases,wehaveto spend
moreeffortsandtime.So,wewanttohaveanunifyprotocolthatwillbeable
touseeveryhardwareinH2MS.Forfillingtheseneeds,wechooseaMFER
andaXMLformatwhichareinternationalstandards.MFERisastandardthat
includesmedicalwaveform andhardwareproperties.From MFER formatfile,
werecognizethekindandnameofhardwaresandmedicalwaveform.
H2MSisaSystem thatworksthroughnetwork.Thepossibilitiesof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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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ssionthroughnetworkexistalwaysfrom unknownpeople.So,wehave
toconsideraboutsecurityofpatient'sinformations,weshouldhavetochoose
somemethod such asafirewalland using vaccinein OS,application of
encryptionalgorithm.Patient'sinformationsareveryimportant,because,itwill
havethepossibilityofdetermininghuman'slife.So,weapplyAES(rijndael)
algorithm thatisstrongagainstillegalnetwork'sattackswhicharewellknown
untilnow to patient'sinformationsfile.Using theAES algorithm,wecan
protectpatient's informations.In H2MS,patient's informations are allowed
admittedpersonsonly.
Through thisstudy,wedeveloped an enhanced H2MS thatisconsidered

abouttheunifystandardizationofvarioushardwareprotocolandpreservation
ofsecurityonpatient'sin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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