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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의료기기 해킹, 유전체 해킹 등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휴먼 해킹 이슈가 전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9년 6월 Medtronic MiniMed™ 

인슐린 펌프가 잠재적인 사이버보안 위협을 지니고 있다는 경고문을 공지하였다. FDA의 

경고문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보안 취약점을 가진 인근 MiniMed 인슐린 펌프에 

무선 연결, 펌프설정 변경이 가능하여, 인슐린 과다 공급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 FDA는 또한 St. Jude Medical사의(현재는 

Abbott Laboratory에 인수) 심장박동기 및 전송중계기기의 보안 취약점을 발표하였고, 

46만 여대의 심장박동기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하였다. 이 취약점을 악용하면 공격자가 

심장박동기에 무단 접속하여 설정을 변경하거나, 기기의 기능들을 방해할 수 있으며 배터

리 소모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다. 

2017년에 WannaCry 랜섬웨어의 경우 미국, 영국 등 다수의 의료기기도 감염되어 피

해를 보았다. 영국의 경우 81개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았으며, 그로 인해 20,000건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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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진단 등의 약속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의료산업을 겨냥한 대표적인 해킹공격인 

MEDJACK의 경우 TrapX에 의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 발견되어 보고가 되었

다. MEDJACK은 X레이, MRI 등 의료기기를 통해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공격으로 의료기

기 백도어, 의료기기 봇넷, 탐지시스템 우회, 패치되지 않은 구형 OS가 탑재된 저사양 

의료기기 선별 공격 등 점점 공격이 지능화되는 추세이다[1]. 그 외 2016년 약물주입기 

공격, 2015년 원격수술로봇 공격 등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공격 사례가 지속적

으로 보고되고 있다.  

Zingbox에서 발표한 2015년 이후 현재까지의 통계를 보면, 90%의 병원이 사이버공격

의 피해를 보았고, 병원 네트워크 트래픽 중 75%는 감시되지 않고 있으며, 확인된 공격의 

17%는 커넥티드 의료기기로부터 시작되었고, 의료기기의 95%는 엔드포인트 보안이 적용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커넥티드 의료기기의 사이버 공격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대한 기

술적 대책이 미비한 것은 의료기기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병원에 설치된 

<자료> IHE, Medical Device Cyber Security - Best Practices Guide 자료 기반으로 수정/작성

[그림 1] 의료기기의 구조 및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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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의료기기는 오래된 장비로 구형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으며, 보안

이 고려되지 않고 설계된 것이다. 또한, 의료기기의 보안 패치나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

는 경우가 많고, 외산 의료기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의료기기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기기의 가용성 때문에 의료기기 백신 등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설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1]은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 

및 보안 위협을 보여준다. 

이제, 의료기기도 IoT화 되어 무선/네트워크 연결성이 확대되는 IoMT(Internet of 
Medical Thing)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기의 보안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화두되고 있는 주요 보안 이슈들을 살펴본다. 

 II장에서는 국내외 의료기기 보안 가이드라인 등의 문서를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R&D 동향 및 이슈들을 살펴보고 IV장에서 본 고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국내외 의료기기 보안을 위한 표준 및 가이드 현황 

현재 의료기기 보안 관련 표준, 가이드 등 발표된 문서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의료기기 보안 관련 표준, 가이드 등 문서 목록

발행기관, 
문서번호 제목 분야

ANSI UL 
2900-2-1

Software Cybersecurity for Network-Connectable Products, Part2-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Network Connectable Components of 

Healthcare and Wellness Systems(2017)
SW security

IEC 
60601-1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safety

IEC, 
80001-1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for IT-networks incorporating medical 
devices - Part 1: Roles, responsibilities and activities(2010) risk management

IEC TR 
80001-2-1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for IT-networks incorporating medical 
devices -- Part 2-1: Step by Step Risk Management of Medical 

IT-Networks; Practical Applications and Examples(2012)
risk management

IEC TR 
80001-2-2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for IT-networks incorporating medical 
devices -- Part 2-2: Guidance for the communication of medical device 

security needs, risks and controls(2012)

risk management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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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표준보다는 FDA,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형

태의 문서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문서의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가이드를 제시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의료기기의 보안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가이드 문서의 내용이 향후 의료기기의 허가·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화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절에서는 미국 FDA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공개한 의료보안 가이드 문서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1. 미국 FDA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미국 FDA는 2014년에 시판 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 for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3] 문서를 발

표하였으며, 2018년에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2016년에는 시판 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Postmarket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4] 문

서를 발표하였다.

시판 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인한 환자의 위험

을 완화 및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기기의 디자인 및 개발 단계부터 사이버보안 이슈들을 

발행기관, 
문서번호 제목 분야

IEC TR 
80001-2-3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for IT-networks incorporating medical 
devices -- Part 2-3: Guidance for wireless networks risk management

FDA Premarket Submissions for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2014)

cyber security
(premarket)

FDA Postmarket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2016) cyber security
(postmarket)

NIST 
sp1800-8

 Securing Wireless Infusion Pumps In Healthcare Delivery 
Organizations(2017)

wireless infusion 
pumps security

   IHE “Medical Device Cyber Security - Best Practice Guide(2015) cyber security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017) 의료기기 보안 

허가·심사

IoT 보안
얼라이언스 스마트 의료 사이보보안 가이드(2018) 사이버보안 가이드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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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미국 연방 시행령 21 CFR 820.30(g)에 의해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검증 및 

리스크 분석의 한 부분으로 사이버보안 위협 및 취약점들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위협 및 취약점 관리를 위해 식별, 영향 평가, 악용가능성 평가, 위험수준 및 

완화전략 결정, 잔여 위험 및 위험 수용기준 평가 등의 요소를 적절히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의 적용을 제안한다. 

- 신뢰(인증, 키관리) 기반 기기 접근제어(사용자/기기 인증, 기기 템퍼링 방지 등)

- 의료기기 SW와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안전한 SW/펌웨어 업데이트, 의료기기 간 통

신 데이터 무결성, 기밀성 보장, 기기 저장 데이터 보호 등)

- 페일 세이프 보안 및 보안 복구 등

시판 후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4]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FDA 판매 승인 허가 취득 

및 판매 후에도 포괄적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프로그램(품질 검사, 시정 및 예방조치,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위험 분석 등을 포함)을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위험관리 프로그램에는 의료기기 수명기간 동안 사이버 보안 위협·취약점을 모니터

링,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위협에 대응하고 복구·완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

하는 라이프사이클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는 의료기기 위협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 과정을 보여준다. 의료

기기 사이버보안 위협·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환자에게 주는 위협 리스크를 고려하여 받아

들일 수 있는 리스크인 경우에는 controlled vulnerability로, 받아들일 수 없는 리스크

인 경우에는 uncontrolled vulnerability로 평가한다. Controlled vulnerability인 경

우에는 보안 업데이트나 패치 등을 통해 대응한다. uncontrolled vulnerability인 경우, 

<자료> FDA, Postmarket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 2016.

[그림 2] 의료기기 위협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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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취약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고, 주어진 시간에 해결이 가능하고, 의료기기 업

체가 IASO(Information Sharing Analysis Organization)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경우 

미국 식약청에 CFR 806이라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식약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2. 미국 NIST 무선 약물주입기 보안 가이드  

미국 NIST는 2017년에 무선 약물주입기 보안 가이드 문서[5]를 발표하였다. 본 문서에
서는 무선 약물주입기 생태계에서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무선 약물주입기의 성능과 
가용성을 보장하면서 현재의 사이버보안 표준 및 모범 사례를 구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
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그림 3]에서는 NIST에서 제시한 무선 약물주입기에 대
한 네트워크 보안 구조를 보여준다. 본 구조에서는 네트워크를 방화벽 및 라우터 장치를 
통해 9개의 존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암호, 인증, 코드 서명, 안티 탬퍼링, 디바이스 행위 

<자료> NIST, Securing Wireless Infusion Pumps In Healthcare Delivery Organizations(NIST 1800-8), 2017.

[그림 3] NIST에서 제안한 무선약물주입기 네트워크 보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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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등의 기술이 적용되며, Wi-Fi의 경우 약물주입기 및 AP(Access Point)와의 채널 
보호를 위해 WPA2-PSK, WPA2-Enterprise와 같은 표준 프로토콜을 활용하며 약물주
입기와 AP 간의 통신은 TLS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그림 3]과 같이 NIST의 구조는 현재 
나와 있는 보안 표준 및 보안 솔루션을 잘 조합 적용하여 무선 약물주입기 기반 서비스를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병원에서 약물주입기는 병원 네트워크 연결 및 EMR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
에 NIST 문서에 따른 기술 개발 및 적용이 미진한 편이지만 향후 약물주입기가 EMR과 
연동되는 경우 및 수출을 대비한 보안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3. 국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제도 마련의 
일환으로 2017년에 “사이버보안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6]을 만들어 “민원인 안내서”
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기 제조사에 배포하였다. 

사이버 보안이 요구되는 허가·심사 대상 의료기기는 다음의 3가지이다. 

① 유무선 통신을 통해 환자의 생체정보 등 개인의료 정보를 송수신하는 의료기기 
②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기기를 제어하는 의료기기 
③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펌웨어·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의료기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안전성 등급을 사이버 보안 침해로 인해 사
용자에게 주는 영향(사망, 상해, 영구적 장애, 경미한 상해, 일시적 불편 등)의 심각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한다. (상)등급은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침해로 인해 사용자에게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 신체 기능의 영구적 장애·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이식
형 심장박동기,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 등의 4등급 의료기기와 로봇수술기,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등 2~3등급 의료기기의 일부가 포함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기 사
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총 24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표 2] 참조).

민원인 안내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향후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
된다. 



ICT 신기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1

[표 2]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oT 보안 얼라이언스 공동

으로 “스마트의료 사이버보안 가이드”[7] 문서를 작성·배포하였다. 이 가이드는 일반적으

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기, 시스템, 네트워크의 구조 및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스마트의료 분야에서의 정보보

번호 분류 항목 적용대상

1

식별
보호

접근통제 및 인증 상, 중

2 다중접속 금지 상, 중

3 사용자(의료기기) 접속 인식 상, 중

4 비인가된 사용자(의료기기) 접속 제한 상, 중

5 비인가된 네트워크 통신 차단 상, 중

6 원격접속 차단 상, 중, 하

7 사용자(의료기기) 인증 관리 상, 중

8 자동세션종료 상, 중

9 비밀번호 작성 규칙 강화 상, 중

10 비밀번호 하드코딩 금지 상, 중

11 비밀번호 노출 금지 상, 중

12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인가 상, 중, 하

13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무결성 보장 상, 중, 하

14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인증방식 사용 상, 중, 하

15 네트워크상의 의료기기 제어정보 전송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 상, 중

16 네트워크 상의 개인의료정보 전송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 상, 중

17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상, 중

18 물리적인 통신포트 침해의 최소화 상, 중

19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또는 비활성화 상, 중

20 개인의료정보 저장 관리 상, 중

21 데이터 감시를 위한 시스템 로그 기록 상, 중

22 탐지,
대응,
복구

주요 실행파일 및 설정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및 대응 상, 중

23 사이버 보안 위협 탐지 시 취해야 할 대응책에 관한 정보 제공 상, 중, 하

24 DDoS 공격에 대한 방어 상, 중

<자료>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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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권고사항 및 요구사항을 소개하였으나 법적 효력을 갖거나 반드

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III. 커넥티드 의료기기 보안 R&D 동향 및 이슈 

1. R&D 동향 및 사례 

현재 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10,000여개의 의료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미 설치된 병원 의료기기의 특성 즉, 10년 이상의 고가의 장비, 보안 
패치/업데이트의 제한, 오래된 OS와 소프트웨어, 다수의 외산 의료기기, 가용성 문제로 
인한 백신 설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는 의료기기를 블랙박스로 놓고 의료기기의 
동작, 행위,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여 위협을 탐지하여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Medigate사는 병원 네트워크 단에서 의료기기의 이상 징후를 원격에서 탐지하여 공격
을 예측하여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8]. 각 기기별로 탐지 센서를 앞 단에 두어 탐지
하는 방식과 EMR 앞단에서 전체 기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두 가지 방식의 솔루션이 포함된다([그림 4] 참조).

[그림 4] Medigate 솔루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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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통해 의료기기의 동작·행위·네트워크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해외에서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ediTech사는 의료기기의 사이버 공격 예측 및 이상 징후 탐지를 위한 AI기반 분석 

기술을[9], ZingBox는 디바이스 행위에 대한 딥러닝 분석 기술을 개발하였다[2]. 미국의 

메사추세츠대학 등은 디바이스의 에너지 소모 추이를 분석하여 멀웨어를 탐지하는 기술을 

연구하였고, 아리조나 대학은 체내 이식형 심박기의 동작을 분석하여 비인가행위를 탐지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10]. 

퍼듀와 프린스턴 대학은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의 무선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물리적 및 

행위적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기술을 연구하였다[11].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는 목걸이나 

휴대폰과 같은 착용형이며, 물리적 이상 징후는 의료기기로 송수신되는 무선신호의 특성

(RSSI, TOA, DTOA, AOA)을 분석하고 행위적 이상 징후는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한다. 탐지 후에는 사용자에게 경보를 발생하거나 전파방해 등을 

통한 신호 교란 등으로 공격에 대응한다. 그 외에 CPU의 전력소비 footprint를 분석하여 

crypto-ransomware를 탐지하는 기술도 연구되었다[12]. 

체내이식형 의료기기의 경우, 내장 배터리 방전 공격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a)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를 굽힘 기계를 이용해 구부리는 모습

(b) 유연한 압전나노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전압과 전류의 크기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KAIST/연세대/연대세브란스병원

[그림 5] 고성능 나노발전기에 의한 에너지 생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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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한 연구로 카이스트와 연대세브란스병원은 압전물질 및 나노발전기로 작동하

는 자가발전 심장박동기를 글로벌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기도 하였다[13]. 이러

한 고성능 나노 발전기는 단결정 PMN-PT 박막으로 제조되며 단순히 구부리거나 누르는 

동작만으로도 8.2V와 0.22mA까지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에너지는 살아

있는 쥐의 심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그림 5] 참조). 또한, 성균관대에서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마찰전기를 통해 체내이식형 의료기기를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18]. 이 

기술은 외부 초음파가 체내에 삽입된 특정 소재의 변형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진동으로 

유도되는 마찰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2. 커넥티드 의료기기 보안 이슈 

랜섬웨어 등 병원 네트워크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블랙박스 병원 의료기기의 특성

에 맞는 비침습적 위협탐지 및 대응을 위한 기술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의 

경우, Medigate, Zingbox, 퍼듀대 등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국내의 

관련 연구는 미진한 편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내이식형 의료기기의 경우 키관리 이슈가 있다. 키가 해킹되어 유출되거나 기타 상황

에서 업데이트를 하려는 경우 체내의 기기를 꺼내지 않고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핀란드의 Turfu 대학에서는 신체의 ECG(심전도)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일회

용 암호키를 생성하는 기술을 연구하였다[14]. 이처럼 생체신호 기반의 바이오 크립토 

기술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내이식형 의료기기의 배터리 

이슈가 있다. 배터리 고갈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자가발전 심장박동기가 

개발되었으나[13], 이 기술은 심장박동기에 특화된 기술로 궁극적으로는 체온, 혈류, 인체

의 움직임 등 체내 에너지를 통해 배터리를 자가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등의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IV. 결론

본 고에서는 의료기기 보안 현황, 위협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표준 및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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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D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의료기기는 사람의 건강·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체상호작용 기기로 보안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커넥티드 의료기기 보안은 시판 

전 설계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여 개발하는 전략과 시판 후 운용중인 매우 오래된 의료

기기로 인한 위협 대응까지 전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원격의료, 정밀의료 등 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커넥티드 의료기기는 점차 IoT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IoMT 

(Internet of Medical Thing) 환경에서는 더 많은 보안 위협 및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 관점에서 현재는 의료기기 보안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수준의 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조만간 이러한 요구사항이 규제화되어 허가·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

다. 의료기기 보안 분야의 신기술을 조기 확보하여 의료융합보안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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