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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해설서 활용방안
본 해설서는 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를 받고자하는 신청인이 식약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내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보안시험
항목과 비교분석하여, 세부 요구사항 및 확인사항 등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IoT 보안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기준 해설서」의
정보보호인증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보호인증을 진행해야하며, 특히 의료기기와
관련된 보안 시험 항목 및 확인사항 등 세부적인 참고를 위하여 본 의료기기
보안시험 해설서를 활용할 수 있다.

1.2. 의료분야 보안 요구사항 적용범위
의료분야 보안시험의 보안항목이 요구되는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다.
의료분야 보안시험의 적용 범위
본 보안시험의 보안요구사항 항목은 의료분야에서 발생가능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의료기기에 적용 가능하다.
1)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의료 IoT 기기
2)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의료기기[펌웨어(Firmware) 및 프로그램 가능 논리 제어기(Programmable Logic
Controller(PLC)를 포함하는 의료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로만 존재하는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유·무선 통신(Wi-Fi, 블루투스, USB, RS-232, LAN 등)을 사용하거나 통신
경로가 존재하는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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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evice, SaMD)]중

※ 본 해설서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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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마트의료 서비스 개요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화
시대에 도달함에 따라서 기존 의료서비스들도 변화를 하고 있다. 기존 의료시스템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각 구성요소들의 데이터(의료정보, 환자기록 등)를 공유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의료기록, 환자 개인정보 등과 같은 중요
데이터를 가공 및 처리하여 사용하는 스마트의료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던 시스템에서 환자 개인 스스로 일상에서 관리하는
예방 및 소비자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들의 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이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예방 및 조기 관리 중심의 의료 체계 전환은 예방(Preventive),
예측(Predictive), 참여(Participatory), 맞춤(Personalized)의 4P 전략으로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돼 의료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전통 의료사업 모델이
프로세스별로 분화, 연계됨으로써 맞춤 의료 기기(Point of Care), 원격의료·약국,
정밀의료·진단,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등의 새로운 니치가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의 중심에는 의료시스템과 기기들의 네트워크화가 있다.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독립 망을 사용하여 의료 시스템 또는 의료기기간 진료
및 진찰 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 또는 의료기기간 데이터 공유, 관리 등의 목적으로 인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됨에 따라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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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마트의료 서비스 모델
스마트의료 서비스는 환자 개인의 진료 및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형태로 ICT
기술이 융합되어 기존 제한되던 환경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환경이 기존 방문 및 대면 환경의 의료시스템이
원격 중심의 의료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병원과 환자 개인의 원격 연결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림 1.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및 패러다임의 변화

스마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성요소는 ‘ICT 융합 표준 프레임워크 스마트헬스 (2019.12, ETRI)’, ‘유헬스 서비스 참조모델(2014.4.10, TTAK.KO10.0463/R1)’, ‘스마트의료 서비스 참조 모델의 보안위협(2017.11.9., TTAR12.0026)’등에서 사용자(홈), 서비스 제공자, 병원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발간된 ETRI 자료에서는 병원 도메인에 이동 진료소(구급차와 같은)를 포함시키고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있다.

6

1. 개요

그림 2.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모델(2020.12, KISA)

서비스 모델을 구성하는 서비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홈) 도메인은 사용자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 및 원격 전송 등이 가능한
모니터링 의료기기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생체정보의
변화를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치료 의료기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구성요소 장비들은 인슐린 펌프, 혈당측정기, 심박계, 혈압측정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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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료용 기기와 체온계, 혈당계, 혈압계와 같은 웰니스 기기,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및 연계를 위한 이동형 스마트 기기, 홈게이트웨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등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 관련 서비스는 진료 및 모니터링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메인으로부터 전송된 개인의료 및 건강정보, 환자 진료 정보 등과 같은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저장 및 분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메인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의료정보기록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의 CDSS, 인공지능 주치의 서비스 등
개인의료정보 또는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의료기기보다는 고사양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등의 장비로 구성되며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 및 사용자 접속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형 진료 서비스는 환자 이동(이송) 시 진료와 치료를 수행하거나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원격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의료 행위가 수행되기 때문에
주로 병원 원격 시스템과 연계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간단한 의료기기 기반으로 간소화 및 최소화되어 응급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메인을 의미한다. 또한 비대면 진단 및 치료에도
활용되며 병원 시스템의 전문의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선 통신의
제약으로 인해 무선 통신(5G, LTE, Wi-Fi 등)에 용이한 이동형 진료 장비(휴대용
간이 인공호흡장치, 자동심장충격기, 실시간 영상 전송 장치)와 이동형 원격 진료 서비스

시스템(응급구조 원격 진료 프로그램(서버용 PC, 스마트 기기 등)등 원격 통신에 특화된
의료기기 및 시스템들이 있다.
병원 도메인은 환자를 직접 또는 원격으로 진료를 수행하거나, 진단, 치료, 검사,
환자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의료기기들과 수집된 정보들을 변환, 전송하는 장비들로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구성되어 있다. 의료시스템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로 서비스
모델의 구성요소의 모든 도메인들과 연계되며 매우 복잡하게 연계되어 다양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폐쇄된 내부 네트워크망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원격진료와 각종 의료기기의 연동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다. 의료정보시스템(주치의 PC 프로그램, 원격진료 소프트웨어, 스마트기기
등), 진료장비(MRI, CT, 골밀도 촬영기 등), 수술 및 치료 장비(, 미세 수술 기구,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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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현미경 등), 모니터링 장비(산소/심박 측정기, 수액 주입기 등) 들이 폐쇄망과

외부망에 연결되어 있다.

1.4.1 홈(Home)
스마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개인 스스로 일상에서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는 환자 개인 중심의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메인이다. 해당
도메인은 의료기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및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분석 등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들이 홈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및 장비는 대부분 데이터를 생산, 가공,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 외부 병원과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 및 교환한다. 원격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는 직접 또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
비대면비〮접촉을 중요시하는 스마트의료 시스템에서는 원격 통신이 필수적이다.
사용되는 의료기기들은 원격 통신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통신하거나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수집된 환자의 의료 및 개인 정보들을 외부로 전송한다.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홈) 도메인 구성요소를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했다.

그림 3. 사용자(홈) 도메인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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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홈) 도메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의 목적, 종류,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들은 아래와 같다.
표 1. 사용자(홈)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유형
분류

기기

통신 프로토콜

비고

측정장비

혈당측정기, 심박계,
혈압측정기

Wi-Fi, IRDA, USB, RS232,
Ethernet, RF, Bluetooth,
Zigbee

의료기기(측정)

치료장비

인슐린 주입기, 혈액
투석기

Wi-Fi, IRDA, USB, RS232,
Ethernet, RF, Bluetooth,
Zigbee

의료기기(치료)

웰니스

심박 측정계, 체온계,
혈압계, 체지방 측정계

5G, LTE, 3G, Wi-Fi, IRDA,
USB, RS232, Ethernet, RF,
Bluetooth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

전송장비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5G, LTE, 3G, Bluetooth, WiFi, IRDA, USB

수집된 건강정보
전송 및 분석

사용자(홈) 관련 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의료기기를 통해 수집/분석된 개인건강
정보 및 개인의료정보를 의사 또는 인공지능 의사에게 전달하여 진료를 보는 원격
진료 서비스, 병원 및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만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서비스, 사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원격 개인 트레이닝 등이 있다.

1.4.2 병원
병원은 스마트의료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 기본적으로 방문 예약, 방문 진료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스마트의료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이 폐쇄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제한적으로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도메인들과 연계하여 스마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 도메인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의료기록 (EMR), 전자건강기록 (EHR) 등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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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원 관련 기기 기반의 대표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주치의 원격진료 서비스 및 다빈치 로봇 등을 이용한 원격수술 서비스
2. 원격에서 만성질환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3. 병원 내부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연계한 AI 기반의 의료정보 분석 서비스
4.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응급의료 서비스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 도메인 구성요소를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했다.

그림 4. 병원 도메인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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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유형
구분

설명

모니터 및
서버팜 영역

• I/F 서버, EMR 서버에서 수집된 정보(환자의 생체 정보, 진료 정보)를 통합하여
환자의 위험도를 계산한 뒤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영역
• RTLS 서버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이동형 의료 자산 관리와 환자의 동선
파악을 할 수 있는 영역
• 의료기기 또는 의료인을 통해 수집된 정보들을 각각의 목적 및 프로토콜에
맞게 서버에서 처리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영역

EMR/OCS
(전자의무기록,

• 환자의 간호/진료 내역의 디지털화를 통해 원활한 원내 진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처방전달시스템)

RIS/LIS

• CT/MRI/초음파 등 영상의학기기의 결과를 다루는 영역

(영상의학/임상병리학)

• DICOM 프로토콜을 통해 기기로부터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를 EMR에
전송하고 PACS DB에 저장

환자영역

• 의료 기기로부터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게이트웨이를 통해 이더넷으로
데이터를 EMR 서버 또는 인터페이스 서버로 전송
• 특정 의료기기는 블루투스 또는 WiFi 지원이 가능하다면 비콘을 통해
데이터 전송 가능

병원 관련 서비스는 환자가 방문하여 접수, 진료, 진단/검사, 치료/환자 모니터링,
약처방 등 방문하여 진행되는 서비스부터, 사용자가 스마트의료기기를 통해 수집/
분석된 개인건강정보 및 개인의료정보를 병원에 전송하여 진료를 보는 원격 진료
서비스까지 병원 외에도 사용자(홈),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이동형 진료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스마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로 모든 도메인과 연계하여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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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의료 보안위협 모델
2.1. 스마트의료기기 아키텍처
스마트의료 서비스의 핵심인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 규모, 특수성, 복잡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아키텍처가 존재한다. 또한, 헬스케어 시스템 간의 상호연동을
위하여 개발된 HL7(Health Level 7), 의료용 영상정보의 표준인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 in Medicine) 등 다양한 의료기기 표준이 존재한다.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의 IHE(Integrating the
Healthcare Enterprise)는 의료기기 별로 중요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기기 아키텍처를 제시하였다.

그림 5. 의료기기 디바이스 에코시스템(IHE : Medical Device Cyber Security – Best Practic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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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의료 서비스 보안위협
스마트의료 서비스에서 발생가능한 보안위협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가능한 보안위협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에 특화된 보안위협들이 존재한다.
스마트의료 서비스는 사용자(홈), 서비스 제공자, 이동형 진료 서비스, 병원이 중요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의료시스템에 특화된 의료기기의 보안위협을
중점으로 설명한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격진료
서비스에서의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존재한다. 원격진료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거주지 또는 원격지에서 스마트폰 또는 의료기기,
컴퓨터 등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원격지 병원의 의사를 통해 진료 서비스를 받는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행위로 환자와 의사는 원격진료를 위해서 원격진료 서비스에 접속하여야 한다.

그림 6. 원격진료 서비스 구성요소별 주요 보안위협 (KISA :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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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중요 정보는 환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성하는 의료기기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이 환자 데이터의 교환, 수집 및 저장
등을 위해서 원격지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병원 내 서버, 환자 단말기, 의사
컴퓨터로 전송한다.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기기
내 백신과 같은 보안솔루션을 탑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사용하는 운영체제
또한 노후화된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의료서비스 구성도를 위하여 네트워크 레이어에 따른 분류가 아닌, 의료 서비스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된 구성도에 따라 환자 영역에 존재하는 의료기기에서
발생가능한 보안위협의 예는 아래와 같다.

그림 7. 환자 영역의 의료기기 보안 위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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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환자 영역의 의료기기 보안 위협 예의 상세 내용
구분
이기종
의료기기

순서
1

이동형
의료기기
환자영역

구성 요소

보안 위협

인슐린 펌프
뇌전도 검사기
근전도 검사기
심전도 검사기 등

• 의료기기의 디버깅 인터페이스를 통해 루트 쉘 또는 펌웨어
획득 공격을 통해 소스코드 구조 파악 가능

이동형 신전도
이동형 산소
호흡기 등
2

• 의료기기의 암호화 기능이 동작 중이라면 전력 소모량, 작동
시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분석해 암호키와 같은 중요 정보
유추 가능
• BAD-USB 또는 Rogue AP를 통해 변조된 펌웨어 파일,
변조된 업데이트 서버로 업데이트 기능이 위변조 될 수 있음

게이트웨이

• 평문 통신시 스푸핑/스니핑을 통해 데이터 유출 위험성이 존재

환자 모니터

• 이기종 의료기기가 생성하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닌
중간자 공격을 통해 들어오는 패킷을 통해 서비스 거부 발생
가능성 존재

비콘

• 비콘 스캐닝을 통한 BLE 정보 수집(UUID, MAC) 및 유출 가능
• BLESA 공격을 사용하여 데이터 변조를 통한 환자 위치 및
자산 위치 정보 변경 가능

AP

• Rogue AP를 통해 EMR 서버로 전송되는 데이터 스푸핑/
스니핑 가능

스마트의료 서비스에서 발생가능한 보안위협들과 MITRE의 실제 공격자들의
T TPs (Tatic, Techniques, Procedures)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 AT T&CK
Matrix와의 매칭을 통해 구 성된

위협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테크닉은

MITRE의 Techniques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격 기법이다.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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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스트럭처에 따른 위협시나리오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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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위협시나리오와 상세설명
단계

테크닉

공격대상

위협상세설명

점검 방법

1

T1598

의료 학과
클라이언트
PC

• 스피어피싱을 통한 악성
문서(hwp, xlsx 등) 전송

• 메일 서버에 첨부된 파일
대상으로 악성 문서 포함 여부
확인

2

T1076,
T1021,

의료 내부망
호스트 전체

• 이벤트 분석을 통한 악성
코드의 진입점 확인

의료 내부망
AP/PACS
서버

• Fake-AP를 활용한 PACS
서버 주소 노출

• 기술된 CVE에 영향을 받는
OS여부 확인

• CVE-2019-0708(RDP),
PACS 서버내 운용되는
서비스의 취약점을 활용한
PACS 서버 점령

• PACS 서버에 운용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노출 여부 및
버전 확인을 통해 취약점 확인

T1105
T1021,
T1068,
T1076

• 악성 문서 포함 시 상세
분석을 통한 감염 원인 도출

• CVE-2019-0709(RDP),
CVE-2017-0144(SMB)를
활용한 측면이동및 호스트
PC점령

T1077,

3

• 감염된 PC를 통해 다음
단계(측면 이동)를 진행하기 위한
호스트 스캔 진행

• RDP 및 SMB 서비스 사용
여부 확인

4

T1201

PACS
클라이언트

• PACS프로토콜 또는
응용프로그램 취약점을 통한
PACS 클라이언트 감염

• 응용프로그램 및 프로토콜
보안 업데이트

5

T1040

의료
디바이스
PACS
클라이언트

• 의료 디바이스가 생성한
영상파일을 DICOM 패킷
변조를 통해 파일 변조 및
데이터 수집

• PACS클라이언트 점검(포트,
프로세스 등) 을 통해 백도어
여부 확인
• 배포된 바이너리 중 DICOM
패킷 변조 함수 여부 확인

2.2.1 의료기기 관련 보안위협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의료기기 형태의 시스템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병원에 특화된 다양한 의료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MT) 단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시스템에 특화된 보안 위협을 포함하여 기존

IoT에서 발생가능한 물리적(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등), 소프트웨어(펌웨어, 서비스 등),
네트워크(무선 및 유선 프로토콜 등)의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스마트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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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중 대부분의 환자 및 진료 정보를 생성 및 수집하는 영역인 의료기기의
보안 위협은 아래와 같다.

그림 8. 보안 위협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 하드웨어 디버깅 인터페이스(UART, JTAG)를 통한 시스템 루트 쉘에 접근하여
시스템 중요 데이터 유출 및 악성코드 배포 가능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Bit-Banging을 통한 플래시 메모리와 직접 통신(SPI, I2C 등)
• UART를 통해 IoMT 디바이스 부팅 시 출력되는 중요 메시지 식별
• JTAG을 이용한 하드웨어 디버깅(펌웨어 추출, 메모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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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 제조사의 홈페이지, 업데이터 서버 패킷 스니핑 등 제조사를 통한 펌웨어 획득
• IoMT의 플래시 메모리(SPI, NAND 등) 덤프를 통한 펌웨어 추출
• 펌웨어 언패킹(시그니처, 엔트로피 분석)을 통한 파일시스템 및 주요 파일 추출
• 취약한 환경설정(원격 쉘 활성화, Default 계정 등), 백도어, 소프트웨어 관련
취약점(Buffer Overflow, Command Injection 등), 인증 우회 등 펌웨어 분석

[네트워크]
• 일반 네트워크 환경(이더넷)에서 발생가능한 보안 위협
• Rogue AP, Dos, MAC Filtering, 패스워드 크랙 등 Wi-Fi 환경의 보안 위협
• 스니핑, MITM(Man-In-The-Middle), 데이터 유출 및 변조 등 BLE 환경의 보안
위협
• RFID, NFC 등 Radio 분석을 통한 데이터 변조 및 수정

[데이터]
• 의료 영상정보(DICOM, HL7, 이미지) 평문 전송 및 유출로 인한 환자 개인정보 노출
• 인증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은 센서 대상으로 스푸핑을 통해 데이터 생성을
방해하여 오작동 유발

2.2.2 의료기기 상용 OS 영역
• 기기의 상용 OS가 보유한 0-day 취약점, 하드코딩된 관리자 계정
• 3rd-party 모듈/라이브러리가 보유한 0-day 취약점
• 비인가 저장매체를 통한 악성행위 및 악성코드 유입
• 인증 절차 미흡으로 인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비인가 행위(약물 주입량,
속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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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프로토콜 상의 취약점(HTTP, UDP, FTP, DICOM, HL7, SNMP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위·변조
• 데이터 평문 전송,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 유출/
위·변조
• 의료기기간 통 신시 공격자가 임의로 연결을 끊어 ( TCP FIN/RST, WiFi
Deauthentication)서비스 거부(DOS)공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동작 불가능

• 시큐어코딩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 는 메모리 악용 (BOF) 을 통한 권한
상승(Privilege-Escalation), 임의 코드 실행(Arbitrary Code Execution), 원격 코드
실행(Remote Code Execution), 등 악성행위 및 악성코드 주입
• S/W 업데이트시 무결성 검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S/W 위·변조
• S/W 업데이트 미흡으로 인한 1-day 취약점

2.2.3 의료기기 관리 및 제어 영역
• 기기내에 설정된 값이 비정상적으로 변경되어 오작동
• 시스템 오작동 또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보안 사고 발생
• 시스템 오작동 발생 시 복구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아 보안 사고
발생
• 시스템 로그 기능이 존재하지 않거나, 로그 보호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보안 사고
발생 시 분석 불가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Default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악성코드에 감염(Mirai Botnet, KiraV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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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의료분야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시험 항목
3.1. 보안 시험 항목
스마트의료 환경에서 안전한 스마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 시험 항목과
안전한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보안 시험 항목과 보안
요구사항은 기존 스마트의료 서비스를 구성하는 도메인들과 해당 도메인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보안 위협)의 대응을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2. 보안 시험 항목 적용범위
의료분야 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용 의료기기의 범위는 “1.2
의료분야 보안 요구사항 적용 범위”에 정의되어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하며
사용자(환자, 운영자, 의료종사자 등)이 의료기기 제어가 가능하며 의료기기가 생성한
의료정보 (모니터링, 진료 정보 등) 를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시스템 또는 이기종
의료기기,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 전송하는 경우 해당한다.

3.3. 사용자 인증 (User Authentication)
의료기기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의 인증정보(아이디, 패스워드, OTP 등)로 사용자
인증 과정을 통해 사용자 식별(사용자 인증 부재,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 등)과
의료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정보(환자 진료/개인정보, 병원 내부 정보 등)의 유출
등의 보안위협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구사항과 확인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UA-1
의료기기의 처음 사용(포장 박스 개봉) 또는 운용과정에 있어서 초기 인증정보의 설정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하며 사용자 인증정보를 통해서 인가받은 사용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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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사항
• 위 항목은 의료기기의 초기 설정 및 사용할 때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기능에
접근하는 경우에 확인해야하는 요구사항이다.
• 의료기기 사용자 (의료진, 환자 등)가 의료기기를 처음 사용하여 의료기기 설정
또는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기능에 접근하는 경우 제품 매뉴얼(또는 박스, 기기
등)에 작성되어 있는 초기 인증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 초기 인증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인증정보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요구해야 함

• 사용자의 초기 인증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며, 인증정보에
문제가 없으면 사용자가 초기 인증정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사용자의 인증정보는 초기 인증정보 또는 이전 인증정보와 동일한 값인지
확인하여 재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새 제품의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초기 인증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매뉴얼
또는 박스 등)를 확인하여 초기 인증정보를 식별해야 한다.

• 새 제품의 의료기기를 구동하여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기능 또는 의료기기에
접근하는 경우 초기 인증정보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초기 인증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인증정보 입력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초기 인증정보의 경우 인증정보를 확인 후 인증정보 변경을 요구해야 함

• 인증정보 변경 시 초기 또는 이전 인증정보와 동일한 값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인증정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변경하지 않거나 우회한 후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기능 또는 의료기기에 접근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사용자가 설정한 인증정보만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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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2
중요 의료정보(생체, 환자 개인정보 등)또는 중요 기능(설정 등)에 접근하는 사용자를
식별 및 인증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위 항목은 의료기기 사용자가 의료기기의 중요 의료정보 또는 중요 기능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을 통해 접근한 사용자의 신원 및 자격을 증명절차의
여부를 확인하는 요구사항이다.
• 의료기기 사용자가 의료기기를 통해서 중요 의료정보(생체, 환자 개인정보 등) 또는
중요 기능(관리자, 설정 등)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신원 및 자격 확인을 위해
의료기기 접근 인증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 KISA 디지털헐스케어보안모델의 ‘인증 및 허가’의 1.1.2 항목

• 인증정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에게는 중요 의료정보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가동중인 의료기기의 중요 의료정보 또는 기능에 접근을 시도하여 사용자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를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 인증-1의 초기 인증정보를 통해서 접근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함

• 중요 의료정보 또는 기능에 접근이 불가능한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중요
의료정보 또는 기능에 접근을 시도하여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사용자 권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아님

• 중요 의료정보 또는 기능에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 신원 증명정보(세션, 쿠키 등)를
이용하여 신원 확인 과정이 우회가능한지 확인한다.

23

의료기기 보안시험 해설서

UA-3
사용자 인증 후 일정 시간 미사용 또는 유효시간 초과 시 재인증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증명정보를 초기화하여 접속 해제를 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위 항목은 의료기기 사용자가 사용자 인증 후 일정 시간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재인증 또는 인증을 해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 및 인증정보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인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요구하는 절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요구사항이다.
• 사용자 인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 인증 정보를 다시 요구하거나, 사용자
증명정보를 초기화하여 인증을 해제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의 사용자 인증 유효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기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재인증을 요구하거나, 인증정보를 초기화 할 경우
해당 항목을 충족함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사용자 인증 유효시간이 지난 뒤 실제 사용자 인증이 만료되는 지 확인한다.

[ 사용자 인증 유효시간 만료 후 로그아웃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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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4
물리적 인터페이스(UART, JTAG 등)를 통해 의료기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 인증정보를 통해서 관리자 인증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해당 항목은 의료기기의 사용자 인증과 물리적 보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에 존재하는 내부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비인가 된 접근 방지를 위하여 관리자 확인 절차 존재 여부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 모든 내부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종류와 기능은 의료기기 사용 설명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의료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접근이 아닌 물리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접근하는 사용자는 의료기기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므로 비인가받은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 인증정보를 요구 및 확인해야 한다.
※ 불필요한 인터페이스는 제거 또는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해당 항목을 충족함

2) 확인사항
• 의료기기 제조사에서 기재한 제품 사용 설명서 또는 의료기기의 물리적
하드웨어를 통해 내부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내부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 의료기기 시스템에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 시 인증을 위한 인증정보를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 의료기기의 관리자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의료기기 시스템에 접근이 되는지
확인한다.
※ 추가적으로 초기 인증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증정보 등 관리자 인증정보가 아닌 인증정보를
통해 의료기기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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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패스워드의 안전한 사용 (Secure use of Password)
• 사용자 인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증 패스워드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제3자가
쉽게 추측가능 하다면 의료기기가 저장 및 관리하는 중요정보 및 기능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증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의료기기는 안전한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SP-1
의료기기의 인증을 위한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 복잡도 및
변경주기 등 안전한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제3자가 쉽게 추측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의 인증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어려운 문자 구성,
길이, 변경주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한다.
※ 영문자(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들을 혼합한 구성의 패스워드
※ 패스워드의 길이는 최소 8자 이상으로 구성
※ 패스워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경고

• 의료기기의 인증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어려운 문자 구성의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안전한 패스워드를 생성해야 한다.

2) 확인사항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제품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패스워드 변경 규칙을 확인한다.
• 패스워드 설정 변경 기능을 통해 안전한 패스워드 요구사항(복잡성, 길이, 변경
주기 등)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안내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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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2
인증 패스워드를 키보드나 터치 스크린과 같은 입력 장치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되는
패스워드는 평문으로 출력되지 않고 은폐(마스킹)되어 출력되어 제3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 인증 을 위하여 인증 패스워드를 입력하 는 과 정에서 표시되는
패스워드가 화면에 평문으로 출력되어 제3자에게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되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에서 제공하 는 모든 인증과 관련되어 사 용자로 입력받는 경우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화면에 노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패스워드 설정 변경 시 사용자가 입력하 는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화면에
노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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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3
인증에 사용되는 패스워드는 하드코딩 되거나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중요 설정파일이 유출되는 경우 제3자가 설정파일을 통해서 인증 패스워드 유추가
불가능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인증정보(계정정보 제외) 는 하드코딩되거나 평문으로
저장되어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를 보호해야 한다.
• 인증정보의 보안강도는 민감한 정도에 따라 다르며, 사용되는 인증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해쉬 알고리즘 또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 저장해야
한다.
※ NIST SP800-57에 따르면 알고리즘의 강도는 최소 112 비트 이상을 권장하며 128비트,
192비트, 256비트의 보안강도를 가진 AES 암호알고리즘 사용을 권고

2) 확인사항
• 사용자 인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 설정정보를 파일 형태로 추출하는 기능이
있으면, 추출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여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의료기기 시스템 쉘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시스템 내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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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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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접근 통제 (Access Control)
• 다양한 직군이 존재하는 의료시스템 환경에서 권한과 역할 등에 따라서 적절한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알맞은 권한을 부여하고 적절한 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AC-1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하며, 인가받은 사용자들의 권한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중요정보와 기능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의료기기에 접근이 가능하면 의료기기에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 중요정보(의료정보,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에 허가없이 접근이
가능하며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으므로 비인가 받은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 의료기기의 민감한 정보와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사용자별 또는
역할, 임무 등에 따라 접근 범위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중요정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접근 정보(URL, URI 등)를 식별하고,
해당 접근 정보로 접근 시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 의료기기의 기능 중 사용자 추가 또는 역할, 임무 부여 기능이 존재하면 동일하지
않은 사용자, 역할, 임무에 따라서 접근 범위 분리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설정한 접근 범위를 벗어난 중요정보 또는 기능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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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
사용자의 역할(업무, 의료 관계자 등)에 따라 접근제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역할에
따라 다른 기기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요구사항
•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중요정보 및 기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 일반 사용자 등 다른 권한들과 분리하여 해당 권한을 할당하여
관리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권리자 권한을 할당받아야 접근 가능한 정보 및 기능에 접근 시 인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 관리자 권한으로 의료기기에 접근하여 중요정보 또는 기능, 설정 및 관리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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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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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3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을 통해 제3자가 반복된 인증시도에 대하여 인증 제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무차별 대입 공격(Brute-force) 공격을 통해 인증정보(아이디, 패스워드 등) 를
유추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잘못된 인증 시도를 허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인증정보 추측이 가능하므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인증 실패 시도는 제한해야
한다.
※ 인증 시도의 제한 횟수, 제한 횟수 초과 시 인증 기능 비활성화 등

2) 확인사항
• 일정 주기 또는 반복적인 인증 실패 시도를 수행하고, 인증시도에 대한 제한
기능이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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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입력 값 검증 (Input Validation)
• 의료기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되는 잘못된 신호에 대한 보안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료기기 오작동 또는 시스템 마비를 발생하는 조작된 신호를
수신한 의료기기 또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행위를 수행하는
보안 위협들이 존재한다.
VI-1
의료기기의 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모든 입력 값을 검증하여 잘못된 입력 값에 대한
예외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는 허용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흐름도를 확인 및 잘못된 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예상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입력에 대한 처리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젝션 관련 공격(SQL Injection, Command Injection 등)에 취약하므로 입력 값을
검증하여 잘못된 입력 값에 대한 예외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의 허용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기기의 중요 기능 수행에 사용되는 외부
입력 값이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한다.
• 입력 값의 정상적인 형식과 데이터 포맷과 다른 잘못된 입력 값을 의료기기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전달하여 해당 입력 값 예외처리에 대한 에러 또는 경고가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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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2
의료기기를 통한 정보 생성 및 수집 장치(센서)의 추상적인 레벨에서 예측 가능한 값에
대한 검증 및 예외처리 루틴을 통해 센서 데이터 입력값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의 특성상 다양한 센서로부터 생성/수집되는 센서 데이터에 스푸핑 공격
등으로 데이터 생성/감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추상적인 레벨에서 예측 가능한 값에 대한 검증을 통해 센서 데이터 입력 값을
검증하여 센서 데이터로 인해 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센서 데이터의 입력 값을 의료기기에 전달하는 경우 예외처리
루틴을 통해 사용자에게 상황을 인지시켜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의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이 가능한 경우, 수집 센서에 과도한 적외선과
같은 스푸핑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센서 입력 값을 발생시켜 입력 값을
검증하는지 확인한다.
• 센서 데이터를 의료기기의 서비스 및 기능에 입력이 가능한 경우, 정상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데이터 포맷 등 검증되지 않은 입력 값을 전달하여 의료기기에
예외처리 루틴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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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3
생체정보 수집 시 무결성을 검증해야 하며, 정보 수집 장치 오작동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생체정보 수집 시 수집된 정보를 검증하지 않아 비정상 값이 수집될 경우
사용자에게 악성 행위 및 오작동 등의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 의료기기의 정보수집 장치는 수집되는 생체정보의 무결성을 검증해야 하며,
올바르지 않은 정보 수집 시, 해당 정보는 수집이 되지 않도록 예외처리 되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가 수집하는 생체정보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 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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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정보 수집 시 오작동이 발생하는 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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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데이터 보호 (Data Protection)
• 의료기기를 통해 전송 또는 저장되는 의료 기록, 환자 개인정보, 암호화 키, 설정
등 중요 파일과 데이터는 안전하게 저장, 전송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노출되어
악용되거나 데이터 변조가 가능하므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DP-1
환자의 중요정보(개인 정보, 의료 기록 등)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수집/처리하여야 하며
절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처리해서는 안된다.

1) 요구사항
• 저장되는 환자의 중요정보는 사용자에게 적법하게 동의를 받아 전송 및 수집해야
하며, 동의를 거부하게 되면 따르는 불이익 내용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가 환자의 중요정보를 수집 및 전송하는 기능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중요정보 수집 및 전송하 는 기능이 존재하면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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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2
의료기기에 저장되는 중요도 높은 민감한 데이터(개인식별, 개인정보 등)에 비인가된
사용자,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관리자 등급을 포함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에서 수집하 는 개인의료정보, 기기설정, 암호키, 인증정보 등의
중요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어 제3자로 인해 데이터가 악용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를 인증해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은 차단하기 위한 인증절차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저장되는 데이터는 동일한 공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중요도와
민감도에 따라서 분리된 공간에서 저장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가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민감도와 중요도를
확인한다.
• 의료기기의 수집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과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권한이 분리된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중요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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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동일한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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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3
의료기기에 저장되는 중요정보(개인 정보, 의료기록 등)와 관련있는 데이터는 해시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 방식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 구성요소에 저장된 모든 중요정보의 기밀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해
안전한 내용이 입증된 해시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호해야 한다.
• 의료기기의 중요정보 유출로 인해 데이터의 내용이 식별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정보의 추출 기능이 존재한다면, 해당 데이터를
추출하여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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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4
의료기기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다른 의료기기 또는 시스템에 중요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암호화해야 하며 안전한 채널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 간 또는 시스템과 중요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데이터 평문 노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된 암호화 알고리즘, 안전한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 통신에 있어 암호키를 전송하는 경우 암호키에 대한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가 전송하는 중요정보 목록을 확인한다.
•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를 식별하고,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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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전송 시 전송 방법을 식별하고 안전한 채널을 이용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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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안전한 업데이트 (Secure Update)
•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서 의료기기 설계/개발 단계에서 식별되지 않거나 새롭게
발견된 보안 취약점 등의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업데이트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한 업데이트를 확인하지 않으면 공급망에 침투하여 배포되는 SW를 변조하는
공급망 공격, 펌웨어 변조(백도어, 악성코드 등을 포함)등과 같은 위협에 노출되므로
업데이트 서버, 파일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한다.
SU-1
의료기기의 펌웨어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기능 개선, 취약점 수정, 오류 수정 등을
위해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자동/수동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폐쇄 망 환경, 내부 보안 정책 등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의 제품 상세 매뉴얼, 관리자 주요 기능 등을 통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인터넷 연결된 온라인 환경에서의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파일 업로드 등의 오프라인
환경 업데이트 방법을 제공

• 의료기기의 업데이트 기능은 관리자 이상의 권한을 지닌 사용자에게만 수행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파일 배포 전 사용자를 인증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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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2
업데이트 수행 전 업데이트 파일의 변조/수정 여부를 검사하여 파일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의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배포 시 파일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 업데이트 파일 내 특정 위치에 암호화 키, 파일의 Hash 값 등을 통해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2) 확인사항
• 업데이트 수행 전 업데이트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무결성 오류 시에도 업데이트가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 업데이트 무결성 검사를 수행한다면 간단한 우회 방법을 통해 우회를 시도하여
안전한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지 확인한다.
※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의 확장자 및 이름, 크기 등과 동일한 변조된 업데이트 파일을 통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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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 내 특정 데이터 삭제 및 변경 후 업데이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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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3
안전한 의료기기의 펌웨어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업데이트 서버가
정상적인지 검사하여 정상적인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1) 요구사항
• 안전한 업데이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서버 주소(IP 어드레스, URL 등)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자동 업데이트 기능 또는 외부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경우 주요 설정 파일, 업데이트 기능의 링크 등을 통해 업데이트 서버의 도메인
또는 주소를 식별한다.
• 정상적인 업데이트 서버가 아닌 인터넷 연결 해제 또는 도메인 변경 등을 통해
변경된 업데이트 서버를 연결한 후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기능이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 업데이트 서버의 무결성 검증 실패 시 사용자에게 알림, 기능 잠금 등의 대응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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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4
의료기기 업데이트는 안전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하며, 업데이트 실패로 인해
기기가 고장나는 상황에 대한 대응기능이 존재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의 업데이트는 안전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한다.
• 업데이트 중 통신 문제, 정전 등의 상황으로 인해 업데이트 실패 시 기존 또는
특정 업데이트 버전으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의 제품 상세 매뉴얼, 기능 시험 등을 통해 업데이트 실패에 대한
대응기능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업데이트 실패 상황을 조성(통신 해제, 전원 공급 장치 제거 등)한 후 기존 버전으로
정상 상태로 되돌려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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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실패 복구 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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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감사 및 로깅 (Monitoring & Logging)
• 진료 중 발생한 다양한 중요정보 및 환자 개인 정보의 유출, 공격자로 인한
시스템 침입,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등의 보안 위협 조사를 위해 의료기기들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접속기록을 포함한 서비스 사용 기록, 중요 설정 변경 등의
의료기기 사용 기록을 관리하고 저장해야 한다.
ML-1
관리자 권한을 통해서 의료기기에 접근하여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들의 접속이력,
서비스 사용 기록 등 행위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관리자를 포함한 의료기기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근 시도, 성공 및 실패 이벤트,
서비스 사용 기록 등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의료기기의 중요정보에 접근하여 해당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관련 이벤트
정보(시간, 사용자, 열람 정보 등)를 기록해야 한다.
• 기록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은 법적요구사항 및 병원 내부 규정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의 제품 상세 매뉴얼, 관리자 주요 기능 등을 통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인터넷 연결된 온라인 환경에서의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파일 업로드 등의 오프라인
환경 업데이트 방법을 제공

• 의료기기의 업데이트 기능은 관리자 이상의 권한을 지닌 사용자에게만 수행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파일 배포 전 사용자를 인증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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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2
감사 및 로그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기록되는 감사 및 로그 정보의 유실 및 변경, 삭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저장 공간 부족, 기록 기간으로 인한 덮어쓰기 등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온라인 환경에서 의료기기가 작동하는 경우, 평문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게
암호화와 안전한 통신채널을 통해서 감사 및 로그 정보를 전송하여 저장해야
한다.
• 오프라인 환경인 경우, 외부저장장치와 연결 또는 백업을 통해 저장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감사 및 로그 정보의 외부 백업 또는 추출하는 기능 등의 보호하는 기능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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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및 로그 정보의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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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서비스 관리 (Service Management)
• 의료기기는 기밀성과 가용성이 중요시되는 환경에서 구동되며 장애 상황에서
의료기기의 작동이 중단되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의료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용성 보장을 위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SM-1
의료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애 상황에 대비하여 가용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의 장애 또는 공격 상황에서 기기의 오작동 또는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의료기기의 가용성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중요 서비스 중단, 설정 변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환자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의 중요 서비스 및 필수 기능을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를 임의로 종료를
시도한 후 서비스 복구 절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의료기기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발생시켜 의료기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서비스 거부 공격 수준에 대하여 시험자와 신청자 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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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2
의료기기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또는 비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중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서비스(원격 접속 등)에 대한 취약점 또는
악용으로 인해 의료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중요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제거 또는 비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목적에 맞지 않는 서비스로 인해 의료기기의 가용성이 훼손될 수 있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의 운영과 목적에 맞는 중요 기능, 서비스를 확인하고, 동작에 불필요한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서비스 중단, 제거 기능이 존재한다면, 인가된 사용자를 통해 불필요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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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또는 비활성화를 시도하고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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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보안 취약점 (Vulnerability)
• 의료기기에 내포되어 있는 알려진 보안 취약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악성행위로
인하여 의료기기의 중요 정보 유출, 오작동 발생 등의 위협으로 의료기기를
보호해야 한다.
V-1
의료기기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

1) 요구사항
• 의료기기 제품별로 공개되어 있는 보안 취약점(CVE, KrCERT, NVD 등)을 통해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보안 취약점 존재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
• 알려진 취약점을 통해 인가받지 않은 공격자가 의료기기에 접근하여 의료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다.

2) 확인사항
• 의료기기에 활성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해당하는 보안
취약점을 식별한다.
• 구동중인 의료기기의 시스템 버전을 확인하고 해당 버전에 내포되어 있는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업데이트 된 상위 버전을 확인하여 취약점이 제거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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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4.1. 의료분야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시험 항목 표
보안항목 분류

보안요구사항

사용자 인증

UA-1

의료기기의 처음 사용(포장 박스 개봉 또는 초기화) 또는 운용과정에 있어서 초기
인증정보의 설정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하며 사용자 인증정보를 통해서
인가받은 사용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UA-2

중요 의료정보(생체, 환자 개인정보 등) 또는 중요 기능(설정변경 등)에 접근하는
사용자를 식별 및 인증하여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UA-3

사용자 인증 후 일정 시간 미사용 또는 유효 시간 초과 시 재인증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증명정보를 초기화하여 접속 해제를 해야 한다.

UA-4

물리적 인터페이스(UART, JTAG 등)를 통해 의료기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 인증정보를 통해서 관리자 인증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SP-1

의료기기의 인증을 위한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
복잡도 및 변경주기 등 안전한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제3자가 쉽게 추측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SP-2

인증 패스워드를 키보드나 터치 스크린과 같은 입력 장치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되는

(User
Authentication)

패스워드의
안전한 사용
(Secure use of
Password)

패스워드는 평문으로 출력되지 않고 은폐(마스킹 등)되어 출력되어 제3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SP-3

인증에 사용되는 패스워드는 하드코딩 되거나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중요 설정파일이 유출되는 경우 제3자가 설정파일을 통해서 인증 패스워드 유추가
불가능해야 한다.

접근통제

SP-4

비밀번호 인증 실패 시, 실패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AC-1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하며, 인가받은 사용자들의 권한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중요정보와 기능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AC-2

사용자의 역할(업무, 의료 관계자 등)에 따라 접근제어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역할에 따라 다른 기기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AC-3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을 통해 제3자가 반복된 인증시도에 대하여 인증
제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AC-4

일반 사용자, 관리자 사용자 등 사용자 동시 접속을 제한해야 한다.

AC-5

인가받지 않은 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의료기기에 접근하는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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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48

4. 부록

보안항목 분류

보안요구사항

입력 값 검증

VI-1

데이터 보호

VI-2

의료기기를 통한 정보 생성 및 수집 장치(센서)의 추상적인 레벨에서 예측
가능한 값에 대한 검증 및 예외처리 루틴을 통해 센서 데이터 입력값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VI-3

생체정보 수집 시 무결성을 검증해야 하며, 정보 수집 장치 오작동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DP-1

환자의 중요 정보(개인 정보, 의료 기록 등)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수집/처리하여야
하며 절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처리해서는 안 된다.

DP-2

의료기기에 저장되는 중요도 높은 민감한 데이터(개인식별, 개인정보 등)에
비인가된 사용자,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관리자 등급을 포함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

DP-3

의료기기에 저장되는 중요정보(개인정보, 의료기록 등)와 관련있는 데이터는 해시
알고리즘 또는 암호화 방식으로 안전한 방밥으로 저장되어야 한다.

DP-4

의료기기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된 다른 의료기기 또는 시스템에 중요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는 암호화해야 하며 안전한 채널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DP-5

의료기기 파기 시,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DP-6

의료기기 운용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조작 명령어)전송 시 무결성,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SU-1

의료기기 펌웨어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기능 개선, 취약점 수정, 오류 수정 등을 위해

(Data
Protection)

안전한
업데이트
(Secure Update)

의료기기의 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모든 입력 값을 검증하여 잘못된 입력 값에 대한
예외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Validated Input)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자동/수동 업데이트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SU-2

업데이트 수행 전 업데이트 파일의 변조/수정 여부를 검사하여 파일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SU-3

안전한 의료기기 펌웨어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업데이트 서버가
정상적인지 검사하여 정상적인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SU-4

의료기기 업데이트는 안전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하며, 업데이트 실패로 인해
기기가 고장나는 상황에 대한 대응기능이 존재해야 한다.

감사 및 로깅

ML-1

관리자 권한을 통해서 의료기기에 접근하여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들의
접속이력, 서비스 사용 기록 등 행위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ML-2

감사 및 로그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ML-3

중요 시스템 이벤트 또는 동작 발생 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Monitoring &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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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항목 분류

보안요구사항

서비스 관리

SM-1

의료기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애 상황에 대비하여 가용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SM-2

의료기기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또는 비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Service
Management)

보안 취약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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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의료기기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

4. 부록

4.2. 식약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과 KISA 의료기기 보안시험 해설서 비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식약처, ‘22.1월)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 및 지침 (IMDRF, ‘20.3월)

KISA
의료기기
보안시험
해설서

비고

-

통신 구성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신구성도,
사용설명서 등) 확인

보안통신
• 제조자는 의료기기가 다른 기기나 네트워크와 어떻게
접속(유·무선 통신 등)하여야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예: Wi-Fi, 이더넷, 블루투스, USB 등

• 제조자는 내·외부의 모든 입력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안이 취약한 통신(예.
가정용 네트워크 혹은 기존 기기)만을 지원하는 기기 및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통신도 고려한다.

입력값 검증

• 제조자는 비인가 접근/변경/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기의 보안이 보장된(secured) 데이터 송·수신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접근 통제

※ 예: 기기/시스템 간 통신 시 상호인증방법, 암호화 필요 여부, 과거에

(VI-1, VI-2,
VI-3)

(AC-1, AC-2,
AC-3, AC-4,
AC-5)

전송된 명령어 및 데이터의 비인가 반복에 대한 방지, 사전에 정의된
통신 종료 시점의 적절성 여부 등

데이터 보호
• 제조자는 안전(safety)과 관련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기기와 송·수신될 때 암호화와 같은 일정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예: 비밀번호(passwords)는 암호화된 보안(secure)이 확보된
해쉬(hash)로 저장되어야함

• 제조자는 기밀성에 대한 위험 통제 수단이 요구될 때,
통신 프로토콜의 컨트롤(control)/시퀀싱(sequencing) 필드의
메시지를 보호하거나 암호화의 키 관련 자료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데이터 보호
(DP-1, DP-2,
DP-3, DP-4,
DP-5)

데이터 보호
(DP-1, DP-2,
DP-3, DP-4,
D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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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식약처, ‘22.1월)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 및 지침 (IMDRF, ‘20.3월)

KISA
의료기기
보안시험
해설서

기기 무결성
• 제조자는 데이터 부인방지(non-repudiation)를 보장하기
위한 설계 특성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스템
레벨에서의 아키텍쳐를 평가하여야 한다.
※ 예: 감사 로그 기록 기능 제공

감사 및
로깅
(ML-1, ML-2,
ML-3)

• 제조자는 기기 소프트웨어의 비인가된 변경과 같은 기기의
무결성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한다.

데이터 보호

• 제조자는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기기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악성코드를 막기 위해 안티 멀웨어
프로그램과 같은 통제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서비스 관리

(DP-6)

(SM-2)

사용자 인증
• 제조자는 기기의 사용이 입증된 사용자이거나, 다른
역할의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를 허용하거나,
응급상황에서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 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자격증명은 기기와
고객들에게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 접근 통제의 예: 비밀번호, 하드웨어 키, 생체인증 등

사용자 인증
(UA-1, UA-2,
UA-3)

패스워드의
안전한 사용
(SP-1, SP-2,
SP-3, SP-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제조자는 주기적인 업데이트의 구현과 배포를 위한
수행절차를 수립하고 통보하여야한다.

안전한
업데이트
(SU-1)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제조자는 운영 체제(OS) 소프트웨어, 제3자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나 통제될 경우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자는 외부의 통제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나 운영환경 만료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예: 보안이 보장되지 않은(unsecure) 운영체제 버전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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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업데이트
(SU-3)

비고

4. 부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식약처, ‘22.1월)
/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 및 지침 (IMDRF, ‘20.3월)

KISA
의료기기
보안시험
해설서

• 제조자는 새로운 사이버보안 취약성에 대응할 의료기기
업데이트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전한
업데이트

※ 예: 업데이트 시 사용자 개입/ 자동 업데이트 여부, 기기의
안전(safety)과 성능에 영향을 보장할 수 있는 업데이트 유효성 검증

• 제조자는 업데이트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연결이
필요한지와 코드 서명 및 기타 비슷한 수단을 통한
연결이나 업데이트의 진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고

(SU-2, SU-4)

안전한
업데이트
(SU-2, SU-4)

물리적 접근
• 제조자는 비인가된 개인이 의료기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증
(UA-4)

※ 예: 물리적 잠금 혹은 포트(port) 접근의 물리적 제한, 인증이 필요없는
물리적 케이블의 접근제한 등

신뢰성 및 가용성
• 제조자는 의료기기가 필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공격을 탐지, 저항, 대응 및 복구하도록
허용하는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비스 관리
(SM-1)

식약처에서는 이에
더해, 의료기기 보안
위협 탐지 시 대응
방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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