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사이버보안
2019. 11. 6.
韓 根熙

I

ICT(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의료

II

스마트 의료 사이버 위협 유형

III

안전한 의료 보안 대응방안

IV

의료 공급망 보안 관리

V

마무리

국내 의료기술 발전

-3-

중앙선데이, 송교영 커톨릭대 교수, ‘19.7.13
韓 根熙

국내 의료기술 발전

韓 根熙

-4-

스마트의료와 5G
 5G로 인한 헬스케어 산업 경
제 산출량은 2035년에 1.1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Qual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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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A)

5G

최고전송속도

1Gbps

20Gbps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10Mbps

100~1,000M
bps

주파수 효율성

4G 대비 3배

고속 이동성

350 Km/H

500 Km/H

전송지연

10 mSec

1 mSec

최다 기기 연
결수

105 / Km2

106 / Km2
4G 대비 100
배

에너지 효율성
면적당 데이터
처리용량

0.1 Mbps/m2

10 Mbps / m2

원격 수술 사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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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1 중국 푸저우 창러구 소재 차이나유니콤의 동남연구원 내에서 의사가 약 50km 거
리의 푸졘의과대학 멍차오 간(肝) 병원에 있는 아기 돼지에 대해 5G 네트워크 원격 기계 팔
을 이용한 간 절제 수술을 실시했다. 수술은 약 1시간 지속됐으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5G 네트워크의 속도와 안정성은 원격 수술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술의 원격 제어는 지연 시간이 0.1초에 불과해 실시간 동시성으로 진행됐다.
 ‘19.3.18 중국 대륙 최남단의 하이난(海南)성 인민해방군 종합병원 의료진이 베이징에 있
던 환자의 뇌수술에 성공했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심부(腦深部)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삽입
물을 이식하고 3시간만에 수술을 끝냈다. 3000㎞ 거리를 사이에 둔 원격수술을 가능케 한
것은 통신업체 화웨이와 차이나모바일이 구축한 5G 기술
 ‘19.4.4 3D프린팅과 가상현실(VR) 기술을 결합,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인공지능(AI)과
5G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한 원격 심장수술 시행,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41세 여성 환자
를 대상으로 시행된 수술은 광둥성 인민병원과 광둥 가오저우시 인민병원이 공동으로 진행
했다. 가오저우시 인민병원에서 약 400km 떨어진 광둥성 인민병원의 전문가가 5G로 전송
된 고화질 수술 화면을 보고 원격으로 가이드를 제시, 집도는 까오저우시 인민병원 의사가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4.19 중국 톈진대학(天津大学) 기계공정(机械工程) 단과대의 '먀오쇼우(妙手)' 최소 절
개 수술로봇팀은 영국런던대 등 기관과 공동으로 중국 첫 촉각 기능 무흉터 내시경 수술 플
랫폼(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NOTES)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
은 신체 조직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인체 피부의 흉터를 줄여준다. 5G 네트워크 기반 원
격 수술 혁신 기술 솔루션은 톈진대학과 런던대학 왕립학술원, 차이나모바일연구원, 톈진
모바일, 차이나모바일 청두산업연구원, 에릭슨이 공동으로 개발

7

韓 根熙

스마트 의료 산업 구조

주 : EHR(Electronic Health Record) : 의료기관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수집되는 디지털화된 개인건강정보
EWR(Electronic Wellness Record) :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시 수집되는 디지털화된 생체정보
자료 : ETRI 미래전략 연구소(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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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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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접속
(데이터/이미지)

병원 내부

EMR에의 접속
원격서비스
Internet

기기 간
내부통신

이미지/데이터
저장소에의
접속

(제조사 업데이트,
유지보수)

원격관리
(drug library 업데이트)

원격통제
(알람/설정 조정)

韓 根熙

의료정보
입력/수집

Inputting
- keyboards, key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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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Component, Device,
System Hard disk
including SSD

전송/전달

Wired Networks

Scanning
-bar code, magnetic
OCR, RFID

Memory
-RAM

Imaging
-photo, medical
Image

Optical Disk,
CD-ROM, DVD

Optical Disk,
CD-ROM, DVD

Biometrics

USB Storage,
Digital Memory Card

USB Storage,
Digital Memory Card

Voice Recognition

Tape

Tape

韓 根熙

Wireless Networks

의료 정보 생성, 제공, 활용 등 흐름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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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수집,저장,이용 과정과 취약 요소
개인건강, 원격의료기기

내부
Network
LAN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운동기구】

EHR/EMR
의료정보시
스템

【신체활동량계】
CDMA

의사

Gateway

의료기관
종사자

WiFi
BT/NFC

보호자

의료기관 내부

유·무선
Network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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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서버
 노트북
 패드

간호사
의료정보 DB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DUR
㈜ 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Public
Internet

개발사, 공급사,
유지보수업체
진단 검사 치료 수술 기기

韓 根熙

Smart Hospital Assets

Interconnected Clinical Information Systems
Networked Medical Devices
Networking Equipment
Remote Care System
Data
Mobile Client Devices
Identification Systems
Buildings

㈜ Smart Hospitals Security and
Resilience for Smart Health
Service and Infrastructures,
12.2016, ENISA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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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보안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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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상급종합병원 평군 직원 2,479명 중 보안전담인력
1.03명 수준
 금융기관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557 기준 적용
 전체 인력 중 5% 이상 IT 인력 채용, IT 인력 중 5% 이상 보안 인력, 전
체 예산 중 7% 이상 IT 예산 운용

 [예산] 병원급 이상 66% 보안 예산 편성 중이나, 2천~5천만
원 수준
 상급종합병원은 보안 예산으로 연평균 7억2천만원 집행하나, 63.9%가
보안장비, 보안 SW 구매 및 유지보수에 활용

 [관제] 상시적 보안관제는 상급종합병원 중 2개기관(삼성서
울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만 실시
 11개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에서 보안관제 실시

韓 根熙

IoT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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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Kinsey Global Institute(MGI)
 Interoperability between IoT systems is
critically important to capturing maximum
value; on average, interoperability is
required for 40 percent of potential value
across IoT applications and by nearly 60
percent in some settings.
 only 1 % of data from an oil rig with 30,000
sensors is examined.
 the value of improved health of chronic
disease patients through remote
monitoring could be as much as $11.1
trillion per year in 2025.
 The data that are used today are mostly
for anomaly detection and control, not
optimization and prediction, which provide
the greatest value.
 In almost all settings, IoT systems raise
questions about data security and privacy.
And in most organizations, taking
advantage of the IoT opportunity will
require leaders to truly embrace datadriven decision making.
韓 根熙

출처: The Internet of Things: Mapping the Value - Beyond
the Hype, McKinsey Global Institute (MGI), ‘15.6

의료와 건강 생활



의료기기 산업 연간 3천억$,미국 첨단의료기기협회 AdvaMed vs. Opensecrets.org
미국내에서만 최근 10년간 7천만명 의료기기 삽입






2017.Dec.12, 의학수사 의사기자 Jeanns Lenzer, The Danger within us : America's Untested, Unregulated Medical
Device Industry and One Man's Battle to Survive It.
In 2015,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ceived 16,000 reports of deaths associated with medical devices;
one analysis estimated that only 1 percent of device-related deaths are reported to the FDA.
미국에서 2016년 1년간 의료기기 회사에서 의사에게 20억$ 지원

중년 소방관 Dennis Fegan, 간질 발작 제어를 위해 신경 자극 장치(VNS: Vagus Nerve Stimulation) 이식





FDA가 승인한 Cyberonics社에서 새로 개발된 기기, 응급실 의사가 3분 간격으로 통증과 발작 학인, 기기 끔
In the 13 years since the device has been on the market, the U.S. FDA has received reports of more than 900
deaths among people implanted with it.

Essure 영구피임 Bayer, J&J







18개월 임상시험 후 출시
2012.Sep, 시판 전 문제점 알고 있었음, 부사장 답변
2018, Device Events, 피임 실패 사례 800여건, 33,000명 9,000회 제거 수술
10년간 3억$ 소송 진행 중

코발트 인공고관절 J&J과 에치코社





코발트 중독 사건: 미친 행동 유발, 파킨슨병 오인, 치매 오인, 인지 장애 등
이상 행동 다발 후 혈액검사 결과 코발트 함유량 100배 증가

로봇 수술기: Intuitive Surgical 社 da Vin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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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매출 20억$
9주 교육 추천 → 승인 후 교육조건 축소 → 1일 돼지로 실습하고 객관식 문제 10개 풀고 시술

FDA 시판 전 승인 PMA(2%) & 시판 전 신고 510(K)(98%)

 신약 시험은 별도 2개 무작위 통제 임상 시험 필수, 의료기기 1개 소그룹 시험
 고위험 이식 심장 장치의 5 %만이 부분적으로 표준 충족
PMA : Pre Market Approval
 선행 기기 예외 규정 악용 사례 빈발
韓 根熙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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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AlphaStar :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Starcraft2(SC2) 인공지능
 AlphaGo 개발진인 구글 딥마인드는 2016년 이세돌 9단과의 대국
이후, 후속 연구로 SC2 인공지능 개발을 천명 (2016.03.)
 SC2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와 개발 도구 SC2 LE(StarCraft Ⅱ Learning
Environment) 공개 (2017.08.)
 게임 리플레이 데이터 6만 5천 건, SC2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API PySC2 공개
 “StarCraft Ⅱ: A New Challenge for Reinforcement Learning” 논문 공개
 SC2 프로게이머와의 대결에서 10승 1패의 성적을 거둠 (2019.01.)
 Team Liquid의 “MaNa”와 대결 5승 1패, “TLO”와 대결 5승

 상세 내용이 담긴 논문은 리뷰 중으로 차후 공개 예정
 현 시점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AlphaStar의 알고리즘 분석
구분

바둑

StarCraft2

장르

보드 게임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진행

턴 방식

실시간 명령

19×19 격자 공간

한 스텝의 행동 기준

(총 361개)

108 가지의 조합 공간

소요 시간

1 ∼ 4시간

10분 ∼ 1시간

상대방의 상황

모두 공개

정찰을 통해 습득

게임 공간

韓 根熙

인공지능 바이러스 백신


백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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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근 수석보, 삼성SDS 클라우드사업부

Accuracy, Precision, TPR/TNR(정탐률), FPR(과탐률), FNR(미탐률)등

악성 실행파일 전체 탐지율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 동안 국내 대기업 내부로 유입된 악성 실행파일 전체에 대한 탐지율 측정.
- 테스트 수행일: 2017.06.21
- 샘플 출처: 국내 대기업
- 샘플 구성: 실행파일 6만 개
- 테스트 결과: 미탐률 10.1%
측정 결과 악성 실행파일 10개 중 1개꼴로 미탐
랜섬웨어 탐지율
2016년 이후 유행했던 가장 대표적인 랜섬웨어에 대한 탐지율 측정
- 테스트 수행일: 2017.10.17
- 샘플 출처: VirusTotal (2017.09월~2017. 10월 등록된 샘플)
- 샘플 구성: 랜섬웨어 45종 100개 샘플링
- 테스트 결과: 미탐률 17%
미탐한 샘플 중에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Locky, Petya, DMALocker, TeslaCrypt 등의 변종들 다수 포
함
변종 악성코드 탐지율
- 테스트 수행일: 2017.06.22
- 샘플 구성: 시그니처 백신이 악성으로 탐지한 악성코드의 변종코드 200여 개
- 테스트 결과: 미탐률 93.8%
미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백신

韓 根熙

- 인공지능 백신 테스트 I (악성실행파일 전체탐지율) 결과: 미탐율 1.1%
- 인공지능 백신 테스트 II (랜섬웨어 탐지율) 결과: 미탐률 0%
- 인공지능 백신 테스트 Ⅲ (변종 악성코드 탐지율) 결과: 미탐률 0%
악성 실행파일 전체에 대해서 시그니처 백신 대비 월등히 뛰어난 탐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랜섬웨어 및 변종 악
성코드에 대해서는 테스트 케이스에 포함된 악성코드를 모두 탐지

의료와 인공지능(AI)
발표

도입

지역

-18-

병원명

서비스

16.9

16.12

인천

•

가천대 길병원

•

Watson for Oncology(IBM)

•

임상의사결정 시스템(암환자)

16.10

개발 중
(19.5)

서울

•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
원, 성모병원 등

•

뷰노 (국내 스타트업 기업)

•

진단보조(폐질환 판단 및 진단)

19.1

서울

•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의료원 등

•

16.10

•

루닛 (국내 스타트업 기업)

진단보조(가슴과 유방 부문의 엑스
레이 사진 결 과에서 폐질환 및 유
방암과 관련한 질환을 진단)

17.1

17.1

부산

•

부산대학교병원

•
•

Watson for Oncology(IBM)
Watson for Genomics(IBM)

•
•

임상의사결정 시스템(암환자)
종합 종양학

17.3

17.4

대전

•

건양대학교병원

•
•

Aibril(SK C&C㈜)
Watson for Oncology(IBM)

•

디지털 병원(인공지능 의료서비스)

17.3

17.4

대구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계
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Watson for Oncology(IBM)

•

임상의사결정 시스템(암환자)

17.9

전남

•

조선대학교 병원

•

Watson for Oncology(IBM)

•

임상의사결정 시스템(암환자)

17.10

전남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Watson for Oncology(IBM)

•

임상의사결정 시스템(암환자)

17.4

17.12

서울

•

중앙보훈병원

•

Watson for Oncology(IBM)

•

임상의사결정 시스템(암환자)

17.5

17.11

서울

•

고대의료원

•

SKT (국내 기업)

•

지능형병원(진료음성인식, 증강현
실과 가상현실 협진시스템 )

17.5

개발 중

고양

•

국립암센터

•

KT (국내 기업)

•

빅데이터/정밀의학(환자 유전체
정보, 임상 유전체 정보 통합관리)

Dr.Watson 의학저널 290종, 교과서 200종, 전문자료 1200만쪽 습득(지속적으로 학습 중)

韓 根熙

의료와 AI
 IBM, 인공지능 암 치료 프
로젝트 축소
 인도 마니팔 병원에서 85%의
의사와의 일치율로 직장암 판
단을 내렸다. 그러나 폐암은
17.8%에 불과했다. 유방암의
경우 비전이성은 80% 일치했
지만, 전이성은 45% 일치하
는 데 그쳤다. 이 수치도 인종
별로 차이가 있어 왓슨의 신
뢰성에 금이 갔다.
 IBM은 지난해 왓슨의 암 치료
프로젝트와 신약개발을 위한
AI 플랫폼을 중단하거나 축소
프로젝트 축소

출처: 중앙선데이 13면, 2019.09.28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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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를 넘어: 사이버 위협과 의료’FireEye, ‘19.8.27
 FireEye Threat Intelligence, 18.10.1.
~ 19.3.31.
 여러 건의 의료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암시
장 포럼에서 대부분 2,000달러 미만의 가
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관찰
 사이버 범죄자들이 개인 신원 확인 정보
(PII)와 보호되는 의료 정보(PHI)를 금전화
하려는 시도.

 중국 내 암 환자 급증하자…
 2019년 4월 초, 중국 기반의 사이버 스파
이 조직들은 EVILNUGGET 악성코드를 통
해 암 연구에 집중하는 미국 의료 센터를
표적
 2018년, 중국과 연관된 APT41은
CROSSWALK 악성코드를 사용해 이 기관
소속 개인들에게 스피어피싱 공격 실시,
APT22도 같은 의료센터에 표적 공격 진행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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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Ransomware 공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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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치과를 대상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Digital Dental
Record 회사가 ‘랜섬웨어’ 공격 받아 해당 서비스를 받는 치과 400여 곳
이 진료를 중단하는 사태 발생
 2019.8.26. 자사 소프트웨어의 랜섬웨어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복
원 작업에 들어가 치과 100여 곳에 대한 관리를 정상화시켰으나, 남은 치
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복구 작업을 진행 중.
 랜섬웨어 공격에 의해 의료기관이 대규모 피해를 입는 상황이 종종 발생
 2018년 미국 미주리주 해리슨빌의 병원 인프라 및 전자 건강 기록 저장
소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병원 측이 즉각 일부 수술을 중단시키고 환자
들을 이송
 영국, 호주 등에서 많은 병원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대규모 환자 의
료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국내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사례가 종
종 나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있는 병원 등
기업체를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대형 기관들을 공격하
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자우편 열람은 주의해야 한
출처: 치의신보, 2019.9.3
다.”고 밝혔다.

의료 정보 가치 - 지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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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len or fake identity (name, SSN, and DOB)
Medical notes and prescriptions
Mobile phone online account
Stolen medical records
ID/passport scans or templates
Scanned documents (utility bill, etc.)
Full ID packages (name, address, phone, SSN, email, bank account, etc.)
Fake health care ID cards
Parcel drop off box for deliveries
Fake ID, driver license, passport, etc.
Symantec, 2019.4 ISTR

韓 根熙

의료기기 사이버 해킹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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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Medtronic MiniMed™ 인슐린 펌프에 무선 연결, 펌프설정을
변경해 인슐린 과다 공급이나 중단 등을 유발함으로써 생명을
위협하는 사이버보안 경고문을 공지
 2017년 WannaCry 랜섬웨어로 영국은 81개 의료기관이 피해
를 입어 2만 건의 수술과 진단 등이 취소
 의료기기 고유의 특성 때문
 현재 병원에 설치된 다수의 의료기기는 오래된 장비로 구형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가 탑재
 보안이 고려되지 않고 설계된 것이 대부분
 의료기기의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외산 의료기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리 주체가 외산업체
 기존에 설치된 의료기기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출처: 치과신문, 김인혜 기자, 2019.9.9.
韓 根熙

의료기관 Top 10 악성코드 - HIMS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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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ms are back:
 Hitting networks today, expect next
generation IoT worms

 Targeted attacks are hitting diverse
targets:

24

 Profiling, targeting, and execution
continue to improve
 E.g. Orangeworm group -healthcare

 Email malware rates are increasing
again:
 Dropped 50% in 2017, back up 1H 2018

 BEC scams continue to be profitable:
 Business Email Compromise: $12B loss in
6 years

대문자
https://www.cisecurity.org/blog/top-10-malware-february-2019/

 Ransomware numbers are stable:
 Crowded market, some have moved on

 Cryptojacking remains popular
 But – rises and falls with Cryptocurrency
value

 IoT devices are the soft target:
 Patching, default credentials, forgotten
 159% increase of attacks (7/17 ~ 7/18)
韓 根熙

Symantec, 2019.4 ISTR

가상의료기관 Honeypot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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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단계별 공격

의료기기 공격 수순
1단계: 공격대상, 공격방법 연구→ 침투 (악성코드 삽입)
2 단계: 의료기기 내에 공격거점 마련. 권한 상승, 네트워크 내 활동
3단계: 네트워크 상에서 지속적인 공격 대상 탐색
4단계: 선택된 대상으로부터 의료정보, 금융정보 등을 추출한 후 공격 흔적 삭제
5단계: Ransomware를 이용하여 병원 네트워크 감염시키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현금 갈취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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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Medical Device

韓 根熙

-27-

# of Application per Medical Device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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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 ?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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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분리된 내부 기기 수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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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슈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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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Type with the Most Security Issues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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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ecurity Issues by Device Type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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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용 보안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도 같이 적용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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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자와 방어자의 관점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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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오래된 소프트웨어 Upgrade,보안 Patch

-36-

 잘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기기에 손대지 마라.
 보안 패치나 업그레이드 진행하지 않음

 병원 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 대다수가 Window XP, 7 등 사용
 ‘19.5월 KISA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제품의 원격 접속·관리 기능(원격 데스크
톱 프로토콜·RDP)을 통해 악성코드를 설치·실행 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모든 이용자는 보안 업데이트를 실행하라고 발표
 사용자 조작 없이도 자가 전파해 감염을 유발시키는 웜 형태의 악성코드와 통합
 2017년 세계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와 유사한 방식
으로 취약한 PC에 악성코드 전파가 가능
 영향을 받는 제품은 윈도우XP, 윈도7와 윈도우 서버 2003, 2008 등
 MS는 취약점을 개선한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 중
 해당 윈도우 제품 사용자들은 MS 홈페이지 또는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보안 업데
이트를 진행해야 함.
 MS는 이번 취약점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감안하여 기술지원이 종료된 윈도우 XP, 윈도우
서버 2003까지 별도의 보안 업데이트 제공

韓 根熙

불량한 ID, Password 사용금지
 2018.1.1.~ 6.30.까지 가장 많이 공격
받은 상위 50위권 내의 자격 증명 중
88%는 이전 6개월 동안의 87%와 비교
했을 때 암호와 동일한 사용자 이름을
사용했으며, 그 이전 6개월 동안의 자격
증명 중 96%와 동일했다.

韓 根熙

Top 20 SSH Brute Forced Passwords

#

Username

Password

1

root

-37admin

2

admin

admin

3

user

user

4

test

test

5

ubuntu

ubuntu

6

ubnt

ubnt

7

support

support

8

oracle

oracle

9

pi

raspberry

10

guest

guest

11

postgres

postgres

12

ftpuser

asteriskftp

13

usuario

usuario

14

nagios

nagios

15

1234

1234

16

ftp

ftp

17

operator

operator

18

git

git

19

hadoop

hadoop

20

ts3

ts3

Default Password 변경
초기 비밀번호 변경

Shodan :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IoT) 검색 엔진. 일반 검색엔진과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의 다양한
정보 제공. 쇼단은 ‘어둠의 구글’, ‘해커들의 놀이터’로 불림. 쇼단을 통해 보면 보안에 취약한 IoT
기기를 손쉽게 검색 가능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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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보안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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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관리권한 강화
• 글로벌 메이저 제조사 주도의 관리관행

• 의료기관 담당자들의 관리 권한 강화

기존 소프트웨어 관리
의료기기
• 7~8년의 개발기간 소요

• 위험분석 수행

• 의료기관 도입 후 10~15년 이상 사용

• 지속적인 모니터링

• 단종된 OS 및 부품

• 교체계획 수립

백신 사용
• 상용 백신 적용의 어려움
• 기기 고장, 오작동 유발

韓 根熙

• 제조사의 권장 백신 요청 및 적용

왜 복잡하게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가?
패스워드 생성 규칙
해킹사고에 의한 회원정보
유출 시 비밀번호가
암호화 되어 있어도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함
권장하는 패스워드 규칙을
사용하면 암호화된
패스워드 유출 시 빠른
시간 내에 알아낼 수 없음

대문자, 특수문자, 숫자를 넣으면 얼마나 안전해질까?
8자

9자

10자

11자

12자

알파벳 소문자

208초

90분

39시간

42일

3년

소문자, 대문자

14시간

32일

4.5년

238년

401만2394년

소문자, 대문자, 숫자

2.5일

6개월

26년

1650년

10만2304년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70일

18년

1707년

16만9546
년

1509만1334
년

복잡한 비밀번호를 잊지 않는 방법은?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설혹, 비밀번호 파일이
유출되어도, 주기적(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변경하면 해커가 자동도구로
해독 중 변경되므로 안전하게 됨

韓 根熙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도
Tip
(Pass3651)
예측가능하다면 위험은
→변경시 !3651pasS!
줄지 않음
왜 귀찮게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꾸게 할까?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시 개발자에게 주기적
변경 일정 포함해서 개발토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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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프트웨어 내에 개발시 몰래 넣은 패스워드 제거
비밀번호 하드코딩 금지

韓 根熙

-41-

소프트웨어/펌웨어 수정 작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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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韓 根熙

업데이트 권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

권한 있는 사용자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업데이트 대상 펌웨어 및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경로 제공

소프트웨어가 불법적으로

접근 통제, 인증강화

(제조사 홈페이지, 제조사

변조되지 않았는지

(multi-factor인증 등)

지정 센터 등)

무결성 체크

USB 포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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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통신포트 침해 최소화
USB는 폐쇄망으로 운영되는 주요 인프라
산업현장에서도 사이버침해가 가능한 취약한
침투 경로임
유지보수 및 펌웨어 업데이트 시 주로 사용

보안 정보 공유: 의료 CERT/ISAC 과 협업
사이버보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제공
미국 의료기기 보안 관련 정보공유기관

국내 의료기기 보안 관련 정보공유 현황

식약처, 위해정보공개
FDA Safety Communications

*ISAC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
*ISAOs (Information Sharing Analysis Organizations) based on EO13691 (2015. Feb 13)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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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장비 도입시 사전 검토
의료기기 구매 시 보안성 검토 (Supply Chain)

Mayo Clinic에서는 2013년 전국의 유명한 해커 및 사이버 침해
전문가들로 하여금 병원의 40여개의 의료기기에 대한 취약점 공격
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의료기기 보안현황을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기 구매절차에 보안 고려사
항을 포함하여 의료기기 구매 시 의료기기 제공업체가 해당 검토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설문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추가적으
로 해당 의료기관의 담당자에 대해서도 설문을 요구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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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증을 위한 안전한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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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 시큐어 코딩 실천 10개항
1.
2.
3.
4.
5.
6.
7.
8.
9.

입력 확인하자.
컴파일러 워닝에 주의하자
보안 정책을 구성하고 설계하자.
단순하게 만들자.
기본적으로 거부하자. (default deny)
최소한의 권한 원칙을 준수하자.
다른 시스템으로 보내지는 데이터의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자.
심층 방어를 실천하자.
효과적인 좋은 보안 기법을 사용하자.

10. 시큐어 코딩 표준을 사용하자.

내용출처 : https://www.securecoding.cert.org/confluence/display/seccode/Top+10+Secure+Coding+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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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네트워크 영역별 분리
 VLAN
 Security관리가 용이하다.
 한 건물내에서 복수의 네트웍
Segmentation에 분산돼있는 사용자들
이 마치 단일 물리적 Network에 연결되
어 있는 것처럼 동작
 Node의 이동과 추가,변경등 네트웍 관
리가 용이 멀티미디어 등 고성능
Application에 대역폭을 제공
 IP/Subnet address의 효율적 사용 가능

 IP Subnetting
 Security관리가 용이하다.
 적절하게 그룹핑해서 정보를 전송할 때
해당 서브넷 그룹으로만 전송함으로써
불필요한 트래픽 제거
 IP/Subnet address의 효율적 사용 가능

 망 분리
 예산 수요가 큼
– 물리적 망 분리
– 논리적 망 분리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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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Shadow IT (은둔의 IT) 제거
 Shadow IT의 발생 원인
 기술의 소비재화(consumerization of
technology)에서 기인
 소속 직원들이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
대상 기술(consumer technologies)에 의해 상
당한 영향
 보안, 통합 및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 발
생 소지
 얼마나 많은 Shadow IT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
고 있는지 ?
 IT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SaaS(Softwareas-a-Service)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직원
 네트워크 접근제어가 필요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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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somware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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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WannaCry 랜섬웨어로 영국은 81개 의료기관이 피해
를 입어 2만 건의 수술과 진단 등 취소
 Ransomware 공격집단인 GandCrab 20 억 달러 이상을 벌
었다고 주장한 후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
 2018 년 11 월에 병원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환자 정보를 포
함한 병원기록 등을 암호화한 Dharma 랜섬웨어 공격에 당한
사실을 시인
 2018년 9월, 미국의 한 의료업체에서 워크스테이션 93 개가
영향을 받은 Samas 랜섬웨어 사건
 2018년 1월초 , 미국의 한 병원은 백업본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IT 시스템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4 비트코인 ( 당시 시
세로 약 55,000 달러 )의 몸값을 지불했다 . 병원 직원들이
랜섬웨어를 빠르게 탐지했지만, 병원 이메일 시스템과 전자
의료 기록 , 내부 운영 체제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

韓 根熙

Ransomware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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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섬웨어는 변종이 많고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고도화된 공격이 많다. 따
라서 랜섬웨어를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이나 프로세스 보다는 랜섬웨어 공격프로세
스를 이해하고 각 구간마다 개별적인 대응(중첩적인 대응)을 통해서 대응해야 한
다.

韓 根熙

Backup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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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전세계 6%의 computer 에서 data 손실이 발생하며,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만 약 1,000억원 규모

–

이 중 1년안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약 30% 이며, 나머지 70% 도 5년안에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함

–

Computer를 사용하는 유저의 31% 정도가 자신의 데이터를 모두 잃은 경험을 갖고 있음

–

모든 데이터를 잃은 사업자 중 60%는 6개월안에 사업을 그만 둠

–

손실한 데이터를 10일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복구하지 못한 회사중 93%가
1년안에 도산 처리됨. 사업자의 경우 50% 정도가 그 즉시 파산함

Sources:
- The Cost of Lost Data. David M. Smith
- Home Office Computing Magazine
- 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 Strategic Research Institute
韓 根熙

Backup Policy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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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실 시 복구 정책에 의한 백업 대상, 주기, 보관기간, 시간 등 백업수행 주체가 결정하는 사항

백업 구성
(장치,네트웍 등)

RTO
(Recovery Time Objectives)

RPO

백업 주기

(Recovery Point Objectives)

데이터 중요도?

韓 根熙

Backup
Policy

보관 기간

복구 빈도?

백업 시간

복구 대상?

백업 방식

Backup 매체별 비교
디스크 백업

테이프 백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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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라이브러리

테이프 라이브러리

테이프 라이브러리

백업
서버
백업
대상
서버

버추얼 테이프 백업

백업
서버

백업
서버
백업
대상
서버

Virtual
Tape
Library

백업
대상
서버

개념

외장형 스토리지 및 서버의 내부 디스크의
데이터를 네트웍 또는 SAN 구성을 통하여
테이프 미디어에 데이터를 저장 보관 하는 방식

백업을 수행할 서버에 DAS 또는 SAN을
구성하여 저가형의 외장형 스토리지 연결,
볼륨 할당, 파일 시스템 생성 후 데이터를
디스크로 백업 받는 방식

특정 Appliance를 통해 디스크를 가상의 테이프
드라이브 및 라이브러리로 구성하여 기존의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백업 하는
방식

특징

현재 대부분의 백업 시스템이 95%이상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채택
다양한 운영체제 및 백업 소프트웨어 지원
제거 가능한 매체: 백업 받은 데이터 미디어는
시스템을 부터 제거하여 사용자 실수, 시스템
에러 및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데이터 보호
가능
소산 가능한 매체: 오프 사이트에 백업 받은
테이프를 보관하여 메인 센터의 전원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 및 복구 가능
저렴한 비용: 슬롯 증설 또는 테이프미디어
교체를 통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
가능, 전산실 공간 절약
Sequential Access 방식

일반적으로 서버와 테이프 라이브러리의
중간에서 버퍼링 역할을 하며 단기간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용도로 사용
디스크의 장점인 Random Access를 통한
백업 성능 향상
RAID Level을 통한 데이터의 안정성 보장
기존의 백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디스크
백업 적용 시 시스템 구성의 변경 작업 필요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병행하여
단기간의 데이터는 디스크에 보관, 장기간의
데이터를 테이프 드라이브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보관 필요
성능 증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컨트롤러 필요

서버에서 디스크를 인식할 때 테이프 드라이브 및
라이브러리로 인식
디스크의 장점인 Random Access를 통한 백업 성능
향상
RAID Level을 통한 데이터의 안정성 보장
대용량 및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병행하여 단기간의 데이터는 디스크에 보관,
장기간의 데이터는 서버의 부하를 주지 않고 정책에 따라
테이프 드라이브로 자동 마이그레이션 수행
기존의 백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구성의 변경없이
적용 가능
Appliance 및 디스크의 장애를 대비하여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병행하여 백업 수행 권장

韓 根熙

Backup System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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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free ->D2D2T -> VTL -> 클라우드 백업
정해진 복구 목표 시점 및 복구시간을 만족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백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전에 검증된 최신 백업 기술을 적용하여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효과를 극대화

차세대 백업(클라우드 백업)
Disk 백업

SAN 백업

데이터보호 기술

DAS, N/W 백업

• Virtualization
• ServerFree
• CDP, NCDP
• Snapshot
• 드라이브 공유
• Disk Staging
시간

韓 根熙

• 복제

Disaster Recover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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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센터의 유형 / 기술형태별 유형
구분

내용

Mirrored
Site

- 즉시 복구 가능
- 주 전산센터와 동일한 시설/
전산기기/네트워크 등 확보
- 양 센터에서 동시에 데이터
를 처리 및 운영하며, 재해 발
생시 즉시 대체 가동

Hot Site

- 수 시간내 복구
- 주 전산센터와 거의 동일한
- 서비스의 가용성
수준의 시설/전산기기/네트워 - 비용이 미러 사이트 보 은 보장 안됨
다 저렴함
- 장애 판단과 업무
크 자원확보
- 데이터를 실시간 이중화하며, -가장 최근의 데이터 유지 의 복구를 인력으로
수행해야 함
재해발생시 수시간 이내에 대
체가동

韓 根熙

장점

단점

- 가장 빠른 복구(분단위)
- 가장 최근의 데이터 유
- 기기의 중복 보유
지
로 인한 고비용
- 최고의 안정성
- 신속한 업무 연속성

Disaster Recover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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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센터의 유형 / 기술형태별 유형
구분

내용

장점

- 구축 비용 절감
- 비용이 저렴
- 기본 시설, 주요 전산기기 및 네트 - IDC 센터에 서비
Warm Site 워크 확보
스 위임시 장비 투
-전일 데이터를 백업센터로 소산하 자 비용이 전혀 들
며, 재해발생시 수일 내 대체 가동 지 않음

Cold Site

고비용

빠름
韓 根熙

- 데이터의 손실이 많
이 발생

- 기계실, 전원시설, 통신설비, 공조
시설, 온도조절 시스템 등 기본시설
만 확보
- 재해발생시 전산기기 도입 및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대체가동

MirrorSite

적음

단점

Hot Site

←
←
←

Warm Site
구축비용

데이터 손실
복구기간

Cold Site

→
→
→

저비용
많음
느림

Backup Cente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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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발수, 하론 방전, 파이프동파, 해커, 고전압 장애,
H/W장애, Data손실, 정전 등

0Km
5Km

폭발(가스,유류), 화재, 전력공급 중단, 낙뢰, 고의적
시설파괴 등

30Km

시설,장애
폭발,화재

집중호우 및 홍수, 테러, 비행기충돌,
화학물질 누출, N/W 기간망 장애 등
지진, 전쟁, 태풍,

홍수,테러

100Km

전염병 등

지진,전쟁

백업센터의 위치는 재해유형에 따른 피해범위, 자원 및 인력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
모든 유형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00Km 이상의 원격지에 백업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韓 根熙

Disaster Recovery Type 별 소요 비용과 시간
Mirror, Hot, Warm, Cold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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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Recovery → Biz. Continuity Management
패러다임의 SHIFT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서 ISO 22301 BCMS 준비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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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Assurance
공급망 보증

Do you know the real source of your components?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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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Test



공급망 사슬 위험관리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e World is Flat”, Thomas L, Friedman, 2005 → 2013. Feb 개정판 출간
메릴랜드 집에서 델 고객서비스센터(인도에 위치)에 노트북 전화 주문후 추적
하드웨어 : 공동설계(오스틴 델 엔지니어팀 + 대만), 마더보드 설계(대만), 마더보드 생산(대만 혹은 중국), 인텔 프로세서(필리핀,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혹은 중국), 메모리(삼성, 독일 혹은 일본), 그래픽 카드(중국), 키보드(중국), 무선랜(말레이시아, 대만,
중국), 하드디스크(싱가폴, 태국), 컴퓨터 조립(말레이시아 페낭), 배송(미국 UPS 택배사) : 전체 공급망 사슬은 모든 하위 제조업
체까지 약 400여개 회사로 구성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4,000만 LOC, 전 세계 10여 국가 지역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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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역동적인 수요/공급 네트워크에서 공급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韓 根熙

Supply Chain 위협요소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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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ility, Understanding, and Control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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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협: 정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중국산 저가 안드로이드 폰Mobile
Malware ‘Triada’ 탑재
 Mobile Malware 중 가장 발전된 형태로
추가 멀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
 광고를 억지로 보게하거나, 문자메시지
를 가로채 인앱 구매대금을 빼돌리는 등
의 다양한 피해 가능
 보안업체 비트사이트는 전세계 통신사
네트워크의 15%에서 트리아다가 감염
된 장비들이 발견된다고 경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억번 이상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 ‘캠스캐너’
에서 최근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려받
는 기능의 트로이목마 발견(카스퍼스
키랩)

韓 根熙

-65-

Acquirer취득자 & Supplier공급자 관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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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취득자가 소유하고, 공급자가 관리하는 ICT 시스템
관리 지원
 시스템 또는 자원이 공급자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ICT 시
스템 또는 서비스 제공자.
 공급자가 ICT 제품 생산과 관련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제품 개발, 설계, 엔지니어링 및 구축.
 상용 제품 공급업체
 오픈 소스 제품 공급업체 및 유통업체.

韓 根熙

제품 취득에 따른 보안 위험 사례
유형

설명

1

보안 기능
(Feature)

공급된 제품에 취약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파생상품,
서비스 또는 프로세스가 취약할 수 있음.

2

품질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 부진은 취득자의 파생상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의 보안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음.

3

지적 재산권

식별되지 않은 지적재산권은 취득자의 파생상품이나 서비
스와 관련하여 나중에 분쟁 소지 발생 가능.

4

5

韓 根熙

진본성
가짜 또는 사기성 제품이 공급된 경우, 지적 재산권의 인식,
(Authenticity) 품질과 보안 기능에 대한 취득자의 기대는 보안 약점이 도
입되고 사업 관계 신뢰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
보증

취득자는 적절한 정보보안 특징, 제품 품질, 지적재산권 및
진본성 파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공급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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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취득에 따른 보안 위험 사례
유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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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Use Case) 사례

1

현장에서(On
site) 물리적 접
근

공급자는 취득자의 정보처리설비에 물리적으
로 접근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
다.

경비원 서비스, 배달 서비스, 청소 서비스 또는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2

현장에서 정보
및 정보 시스템
에 대한 접속

공급자 직원은 현장에 있으며 취득자의 장비를
사용하여 취득자의 정보와 정보 시스템에 논리
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취득자의 팀에 통합된 아웃소싱 전문 지식을 가진
현장 작업자.

3

사내 정보 및 정
보 시스템에 대
한 원격 액세스

공급자는 취득자의 정보 및 정보 시스템에 원
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원격 개발 및 유지보수 활동, 원격 정보 시스템 및
장비 관리, 물류, 콜 센터 운영, 자동화된 설비 관리
시스템.

4

외부(Off Site)
정보 처리

취득자의 책임 하에 있는 정보는 공급자가 통
제하고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사
용하여 공급자가 외부에서 처리한다.

컨설팅(시장 조사, 판매 촉진, 기술 연구 등), 정보
처리, R&D, 제조, 저장 및 보관, 애플리케이션 서비
스(ASP), 여행 또는 금융 서비스와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BPaaS), 서비스로서의 인프라(IaaS) 또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제공자.

5

외부 애플리케
이션

취득자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 PaaS 또는
IaaS를 실행하고 있다.

공급업체가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로
서의 플랫폼(PaaS) 제공자 또는 공급업체가 네트워
크,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 제
공자.

6

외부 장비

취득자가 소유한 취득자가 전용하는 장비가 공
급자 사이트, 외부에 호스팅된다.

정보 시스템 하우징의 외부 호스팅 또는 IaaS.

7

외부 정보 저장

외부 보존 또는 보관을 위해 취득자는 정보 저
장을 공급업체에 아웃소싱한다.

사내 정보 처리로 생성된 정보의 백업 복사본을 유
지하기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

8

소스 코드 위탁
(Escrow)

취득자가 사용하는 공급자 작업품(Artefacts)이
포함된 서비스는 신뢰받는 제3자에게 위탁보관
되고, 정해진 상황하에서 취득자가 사용 가능
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취득자가 소
프트웨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 제3자에
게 보관된 소스 코드.

韓 根熙

ICT 공급망 보안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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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Supplier)의 생산, 제공 및 운용에 대한 취득자(Acquirer)의 수
용은 취득자가 자신의 조직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기준에 기초해야 한
다.
 정보,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포함하여 취득자의 정보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과 관
련된 정치적, 법적, 정보 보안 위험의 관리.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물리적, 전자 문서 및 기타 정보의 기밀성 관리.
 적절한 취급, 즉 고유 표시 및 보호 라벨링을 보장하기 위한 재료 및 요소의 무결성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전자 정보의 무결성 관리, 즉 암호 해시 함수
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의 물리적 보안 관리.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측면과 관련된 정보 보안 관리 및 다른 고객과의 관계.
 공급업체의 사업, 공급업체와의 상호 작용 및 다른 취득자와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정보 보안 관리.

 ICT 공급망 전체에 걸친 공급자 관계의 정보보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득자는 제품
및 서비스 취득을 위한 표준화된 조직 전체의 프로세스를 갖춘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야 한다.
 정보·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교환이나 공유를 위한 정보보안 및 규정준수 요건 확립.
 모든 제품, 서비스의 취득 전, 공급망과 관련된 정보보안 위험 평가와 모니터링.
 ICT 공급망의 다계층 전체(Multi Tier)에 걸쳐 업스트림 공급자에 대한 감사권 및 제한 조건을 포함하여
정보보안 및 준수 요건을 통합한 ICT 공급망 협정 또는 협정의 협상 또는 재교섭 절차 확립.
 공급자 관계 변경의 결과로 정보보안 및 규정준수 요건을 준수하는 ICT 공급망 내 공급자 성과의 지속
적 모니터링, 보고.

 취득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격과 그것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근거하여 맞춤
화할 수 있는 다양한 ICT 공급망 합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용.
韓 根熙

의료기관 ICT 공급망 보안 고려사항

-70-

 의료기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Supplier)의 생산, 제공 및 운용에 대한 취득자
(Acquirer)의 수용은 취득자가 자신의 조직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기준에
기초해야 한다.
 의료기관 정보,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포함하여 취득자의 정보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
경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정보 보안 위험의 관리.
 의료기관에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물리적, 전자 문서 및 기타 정보의 기밀성 관리.
 적절한 취급, 즉 고유 표시 및 보호 라벨링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 재료 및 요소의 무결성 관리.
 의료 관련 소프트웨어 또는 제공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의료 정보의 무결성 관리, 즉 암호 해
시 함수 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의료 시설의 물리적 보안 관리.
 의료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측면과 관련된 정보 보안 관리 및 다른 고객과의 관계.
 의료 공급업체의 사업, 공급업체와의 상호 작용 및 다른 취득자와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정보 보안 관리.

 의료 ICT 공급망 전체에 걸친 공급자 관계의 정보보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득자는 제
품 및 서비스 취득을 위한 표준화된 조직 전체의 프로세스를 갖춘 프레임워크 채택해야 함.
 의료 정보·정보 시스템의 안전한 교환이나 공유를 위한 정보보안 및 규정준수 요건 확립.
 의료 관련 모든 제품, 서비스의 취득 전, 공급망과 관련된 정보보안 위험 평가와 모니터링.
 의료 ICT 공급망의 다계층 전체(Multi Tier)에 걸쳐 업스트림 공급자에 대한 감사권 및 제한 조건을 포함,
정보보안 및 준수 요건을 통합한 의료 ICT 공급망 협정 또는 협정의 협상 또는 재교섭 절차 확립.
 공급자 관계 변경의 결과로 정보보안 및 규정준수 요건을 준수하는 의료 ICT 공급망 내 공급자 성과의 지
속적 모니터링, 보고.

 프레임워크는 취득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격과 그것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근
거하여 맞춤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ICT 공급망 합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용.

ICT Supply chain Security & 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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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7036-3 supplier relationships Part 3 Guidelines for ICT supply chain
security
Annex B

ICT Supply chain Security 필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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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공급망 위험의 일부는 라이프사이클 프로세스(ISO/IEC 15288 및 ISO/IEC 12207), ISMS 구축 요건(ISO/IEC 27001),
보안 통제(ISO/IEC 27002) 등을 제공하여 해결할 수 있다.
 1. 관리 연속성: 취득자와 공급자는 요소의 존속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각 변경과 전달(Handoff)이 승인되고 투명하며 검증 가
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2. 최소 권한 액세스: 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권한만 가지고 중요한 정보 및 정보 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다.
 3. 업무 분리: 한 사람 또는 역할만으로 업무를 완료할 수 없도록 하여 데이터의 생성, 수정 또는 삭제 프로세스 또는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또는 제거 프로세스를 제어한다.
 4. 부정조작 방지 및 증거: 변조 시도가 발생 시 방지되어야 하고, 증빙되어야 하고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5. 지속적인 보호: 데이터 또는 정보가 생성되거나 수정된 위치에서 전송되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요한 데이터와 정보
를 보호한다.
 6. 법규 준수 관리: 협정 내 보호의 성공을 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7. 코드 평가 및 검증 : 코드검사 방법 적용 및 의심스러운 코드 검출
 8. ICT 공급망 보안교육: 정보보안 실무에 관한 관련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 여기에는 보안 개발 관행
, 부정조작 인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취약성 평가 및 대응: 공급업체가 연구원, 고객 또는 원천(source)에서 발생한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얼
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의미있는 영향 분석 및 적절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이
해. 여기에는 체계적인 반복적 취약성 대응 프로세스에 대한 취득자 및 공급 업체 합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10. 정의된 기대사항: 요소 및 설계/개발 환경에서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관해 명확한 언어로 합의서에 명시. 여기에는 사용
된 개발, 통합 및 제공 프로세스에 대한 보안 테스트, 코드 수정 및 보증 제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소유권 및 책임: 지적재산권에 대한 취득자 및 공급자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계약에서
식별.
 12. 회색시장(재판매) 구성요소의 회피: 시스템 구성요소의 신뢰성 확인을 요구함으로써 많은 ICT 공급망 위험을 피할 수 있
다.
 13. 익명 취득: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익명 취득: 취득자 신분이 민감한 경우, ICT 공급망과 취득자 사이의 연결을 모
호하게 한다.
 14. 일괄 취득: 수명이 긴 시스템(내구성있는 자동제어기)을 위한 요소들이 오래되어(구식이 되어) ICT 공급망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모든 예비 부품을 확보하면 이러한 위험이 감소한다.
 15. 공급자에 대한 재귀적 요구: 계약을 통해 공급업체는 업스트림 공급업체에게 ICT 공급망 요구 사항을 배치하고 유효성
을 확립할 수 있다.
韓 根熙

위협 시나리오 분석 프레임워크 샘플
위협 시
나리오

위험

위협 출처
취약성
위협 이벤트 설명
결과
조직 단위 /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
영향
가능성
위험 지수
(영향 x 가능성)
수용 가능한 위험 레벨
잠재적 완화 전략 /SCRM통제
완화 전략 추정 비용

완화

가능성 변화
영향 변화
선택된 전략
추정된 잔여 위험

韓 根熙

-73-

위협 시나리오 분석 프레임워크 샘플
위협 출처
위협 시
나리오

취약성
위협 이벤트 설명
결과
조직 단위 /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

위험

완화

요소가 이전보다 빈번하게 실패하고, 정전 횟수가 증가한다.
획득, 유지
OEM/ 공급자 관계
임무(Mission)-필수 기능

선택된 전략
추정된 잔여 위험

중 –40%로 정전 증가
40 %

하 – 10%로 정전 증가
45 %

수 용 테 스 트 기 능 [SCRM_SA-9 을 증 가 ;
SCRM_SA-10 (7)], 시 스 템 [SCRM_PL-3
SCRM_SC-13]의 설계에서 보안 요구를 증가 요소 업그레이드를 수용하도록 시스템 변경
시키고 공급 다양성 요건을 이용 [SCRM_PL-3
(1)].

완화 전략 추정 비용 $180,000
가능성 변화
영향 변화

韓 根熙

공급망 내부로 유입된 위조 통신 요소
OEM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요소
구매 권한자가 정품 요소만을 인식하고 구입하려는 능력/의도가 없다.
위협 에이전트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망으로 위조 요소를 삽입한다.
→ 구매 권한자가 위조 요소를 구입한다.
→ 위조 요소가 시스템 내에 설치된다.

고 - 80%로 정전 증가
영향
가능성
15 %
위험 지수
고
(영향 x 가능성)
수용 가능한 위험 레벨 하

잠재적 완화 전략
/SCRM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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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1 million

큼

없음
중급
기관-계층 검사와 테스트
규정된 수락 테스트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요소를 위탁 보관(escrow)한다.
다수의 요소 공급자를 탐색한다.
낮음

Software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nd Due-Diligence
–SwA Concern Categories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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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nd Due-Diligence
–SwA Concern Categories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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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nd Due-Diligence
–SwA Concern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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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nd Due-Diligence
–SwA Concern Categories

韓 根熙

-78-

Fundamental Practices for Secure Software Development,
March.2018


Common security-related elements of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ies




Security requirements help drive design, code handling, programming, and testing activities

Secure Programming practices:













Minimize unsafe function use
Use the latest compiler toolset
Use static and dynamic analysis tools
Use manual code review on high-risk code
Validate input and output
Use anti-cross site scripting libraries
Use canonical data formats
Avoid string concatenation for dynamic SQL
Eliminate weak cryptography
Use logging and tracing

Test to validate robustness and security






Fuzz testing
Penetration testing & third party assessment
Automated test tools (in all development stages)

Code Integrity and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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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 privilege access, Separation of duties,
Persistent protection, Compliance management; Chain of custody & supply chain integrity.

Documentation (about software security posture & secure configurations)

https://safecode.org/wpcontent/uploads/2018/03/SAFECode_Fundamental_Practices_for_Secure_Software_Development_March
_2018.pdf
韓 根熙

SwA Acquisition & Outsourcing Handbook
 “Software Assurance in Acquisition:
Mitigating Risks to the Enterprise“
 Version 1.0, Oct 2008, available for
community use
 published by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Feb 2009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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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韓 根熙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0505-747-3300
khhan@formal.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