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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T가 인터넷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위∙변조, 
오작동, 데이터 탈취 및 유∙노출 등의 사고 사례 폭증

의료기기 ( IoMT ) 보안 위협 현황 및 사례

韓 根熙



-3-IoMT 보안 위협 현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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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oMT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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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료기관 단계별 공격

의료기기공격수순

1단계: 공격대상, 공격방법연구→ 침투 (악성코드삽입)
2 단계: 의료기기내에공격거점마련. 권한상승, 네트워크내활동

3단계: 네트워크상에서지속적인공격대상탐색

4단계: 선택된대상으로부터의료정보, 금융정보등을추출한후공격흔적삭제

5단계: Ransomware를이용하여병원네트워크감염시키고, 의료기관에서직접현금갈취

韓 根熙



-6-Medical Device Hijacking (MedJack) Attack

강력한 방화벽, 침입 탐지(통계 기반), 엔드포인트 보안 및 바이러스 백신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해킹 및 감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탐지하지 못했다.

韓 根熙



-7-Medical Device Hijacking (MedJack) Attack

DBA SQL password 재설정하지 않고 default 
password 사용하고, 
DB backup file C$> 드라이브에 방치

오래된 Windows 2000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서 어떠한 보안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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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료기기 공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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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장비 수억 대 위협한다는 리플20, 의료 업계가 특히 위험

 Ripple 20은 소프트웨어 업체인 Treck이 개발한 TCP/IP 소프
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존재. 
 이 라이브러리가 수많은 IoT 장비에 삽입되어 사용 중

 Ripple 20은 여러 취약점을 통칭하는 것으로, 작고 사소한 Bug부터
DDoS나 정보 노출, 원격 코드 실행까지 이어지는 대형 취약점까지 포
함

 Baxter의 약물 주입 펌프, Braun의 약물 주입 펌프, Carestream의 여러
제품들, Schneider의 UPS 장비, Digi 네트워크 도구, HP 프린터, 
Ricoh 프린터 등 의료기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기에서 고루 발견

 “진찰과 의료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와, 병원 인프라를 구
성하는 장비 양쪽에서 모두 이러한 점들이 나타났다”

다행히 Ripple 20은 코딩에서 나타난 오류들이라, 소프트웨어
패치로 해결이 가능

다만,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보안 패
치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임

Ripple 20 Attack –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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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Ripple 20 Attack Target

(출처: https://www.jsof-tech.com/ripple20/)

Aruba L2/L3 Switch B. Braun Outlook® 
400ES Safety Infusion 
Pump System 

Baxter Spectrum 
Infusion System

Carestream CR System
Spectrum X Ray 

Catepillar 
Power Equipment

Cisco ASR 5000 
Series Ro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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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료기기 개발∙인증시 작성하는 국제표준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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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EU MDR ( Medical Device Regulations )

In Transition Period of MDR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will start accepting application from notified bodies on 

27 November 2017.
 The notification process is estimated to take between 18-24 months.
 Certificates can still be issued under Council Directive 94/42/EEC (MDD) until 26 May 

2020.
 Notified numbers continue to drop (UNDER 20 NBs).

참조:DNV교재

* Corona Pendemic으로 인하여 적용시기가 1년 연장됨

Publishing in the Official 
Journal of EU

May 
5

2017

May
25 

2017

Entry into 
force

26
May 
2021

Compliance date for 
Medical Devices

26
May 
2025

MDR required:
MDD Certificates no 

longer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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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EU MDR ( Medical Device Regulations )

Item MDD → MDR

법조항 23개 Article 10개 Chapter 
123개 Article

부속서 12개 ANNEX 17개 ANNEX

법 형태 Directive Regulation

 주요 변경 사항

- MDD와 AIMDD 통합

- 적용 범위 확대: 비의료목적 제품 (ANNEX XVI)

- 승인기관(NB)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EUDAMED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보 제공 강화

- 사후시장조사에 대한 요구사항 강화

- 의료기기 추적성 강화 (UDI)

- 임상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강화

- 등급 분류 체계 개편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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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V Response #4-1.

 No evidence is provided for: a) adequate cybersecurity

risk management planning (note: document “XCO19-

RD-003” does not cover this aspect)

 Note: e.g. covering aspects like: methods for asset, 

vulnerability, threat identification, scheme for

determination of cybersecurity risk acceptance etc.

 IEC 62443-4-1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4-1부: 안
전한 제품 개발 생명주기 요구사항

 5.10 SM-9: 외부 공급 컴포넌트 보안 요구사항
– 5.10.1 요구사항

– 5.10.2 근거 및 보충 지침

 AAMI/TIR57, cl. 3.4, cl. 4, cl. 5, cl. 6, cl. 7, cl. 8

 Cybersecurity Risk Management documentation?

 Identified RM Documentation(include cybersecurity 
assessment)

 Traceability analysis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est report

 FDA guidance “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s 
for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

 Johner`s “IT Security Guide”

의료기기 인증시 보안 요구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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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hlear recommends the inclusion of a process guidance/description on how cyber 
security can be incorporated in the Total product life cycle (TPLC), e.g.:

 User Needs → Security Objectives/Cyber Security Assessment;

 Risk Management → Security Controls;

 Requirements Specifications → Security Requirements;

 Design → Design Reviews

 Development → Code Reviews

 Testing → Validation

 Deploy → Monitor

 Australia 식약처에서 기기 인증 심사 시 보안 위험관리 확인

의료기기 인증시 보안 요구사항: Australia

임플란트 청각 장비(Cochlear사)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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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대비를 위한 긴급사용승인
 대상: 호흡기, 마취가스기기, 기타 호흡관련 기기 및 부속품

– 반드시, FDA의 규정에 맞는 기능을 갖춘 (conventional/standard-full 
featured) 호흡기여야 함

 내용: 변경에 대한 510(k)를 제출할 필요 없음

– indications, claims, functionality의 변경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재료의 변경

– 설계, 재료, 화학적 성분, energy source, 제조 공정 등의 현저한
(significant) 변화나 변경

 또한 기존의 제조상 한계나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
적 변경

 원격 모니터링 및 호흡기 패러미터 원격 조정 기능 추가 적극 권고

 무선 또는 블루투스 적용을 위한 변경이나 추가(하드웨어/소프트웨어
아키텍처)

– 일부 변경 사항은 사이버보안 통제 구현 필요 (FDA 가이드 참조)

• Guidance for the 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s for Software 
Contained in Medical Devices

• 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s for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

• Radio Frequency Wireless Technology in Medical Devices

• Design Considerations and Pre-market Submission Recommendations 
for Interoperable Medical Devices

 라벨링: 변경 기기

– 변경 사항 명시 (기능, 요구사항, 사용법, 성능 및 잠재적 위험성)

– 의도된 용법 및 환경. 기존 제품과의 설계상 차이는 강조해서 표시

– FDA 심사 통과 항목과 아닌 항목에 대한 명시. 특히 이번의 변경사항이
FDA 심사를 받지 않았음을 명시

FDA EUA Policy - Enforcement Policy for Ventilators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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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Guidance for 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Guidance for the 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s for Software 

Contained in Medical Devices

 Content of Premarket Submissions for Management of 
Cybersecurity in Medical Devices

 Radio Frequency Wireless Technology in Medical Devices

 Design Considerations and Pre-market Submission 
Recommendations for Interoperable Medical Devices

FDA Cybersecurity - EUA references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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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I/UL 2900-1:2017 Standard for Software Cybersecurity for Network-Connectable Product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SI/UL 2900-2-1:2017 Standard for Software Cybersecurity for Network-Connectable Products, 
Part 2-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Network Connectable Components of Healthcare and 
Wellness Systems

 IEC TR 80001-2-8:2016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for IT-networks incorporating medical 
devices — Part 2-8: Application guidance — Guidance on standards for establishing the security 
capabilities identified in IEC 80001-2-2

 IEC/ISO 29147:2014(2019)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Vulnerability disclosure

 IEC/ISO 30111:2013 Information technology - Security techniques - Vulnerability handling 
processes

 ANSI/AAMI/IEC 80001-2-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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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TS 62443-1-1:2009 Industrial communication networks - Network and system security - Part 
1-1: Terminology, concepts and models

 IEC 62443-2-1:2010 Industrial communication networks - Network and system security - Part 2-1: 
Establishing an industrial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 security program

 IEC/TR 62443-3-1:2009 Industrial communication networks - Network and system security - Part 
3-1: Security technologies for industrial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IEC/TR 62443-4-1:2018 Security for industrial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 Part 4-1: SPDL
(Secure product development lifecycle) requirements

FDA Cybersecurity _ recognized consensus standards

韓 根熙



-19-FDA Cybersecurity Guidance – Pre & Postmarket

Postmarket 2016

식별  Essential Clinical Performance 규정
- 제조사는 기기의 essential clinical performance, 사이버
침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심각성, 위험수용기준
을 규정해야 함

 사이버보안 징후 파악
- 고객CS, 반품, 서비스 기록 기타 품질 데이터를 통해 품질
에 대한 잠재적 비정합성을 분석해야 함

- 취약점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 수립
- 다양한 소스를 통해 사이버보안 징후 파악
- ISO/IEC 30111:2013 Vulnerability Handling Processes 

참조

보호, 
탐지

 취약점 분류 및 평가
- 취약점 특성에 따른 분류 및 평가를 통한 조치 활동 분류
- CVSS와 같은 스코어링 시스템 활용

 위험 분석 및 위협 모델링
- 위협 모델 포함 위험 분석 수행 및 지속적 업데이트

 위협 원인(sources) 분석

 위협 탐지 기능: 포렌직 증거 남길 수 있는 기능 설계 고려

 사이버 보안 징후에 대한 영향 평가 (Vertically and 
horizontally)

대응, 
복구

 Compensating Control 평가
- Defense-in-depth 관점에서 compensating control로

essential clinical performance 강화
- 취약점 공개 정책 및 절차 수립 (ISO/IEC 29147:2014 

Vulnerability Disclosure 참조)

 Essential clinical performance에 대한 위험 완화
- 기기의 기존 보안 기능 적절성 파악
- 잔여 위험, 위험편익분석, 조치로 인한 위험 평가
- 기기 설계 시 위험 완화 기능 반영
- 일상적 업데이트 및 패치

Premarket 2014

식별,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만 접속
- 사용자 인증 기능 (기기접속 제한; ID & PW, 스
마트카드, 생체인식)

- 시스템 내 자동 세션 종료 기능 (필요한 환경에
서)

- 사용자 및 기기 역할 기반 권한 부여
(authorization) 모델 적용

- 적절한 인증 적용(특수 권한자에 대한 다중 인
증)

- 하드코드 패스워드 또는 일반 단어 패스워드 금
지 등 강력한 비밀번호 보호 기능

- 물리적 잠금 장치, 통신포트 침해 최소화
- S/W, F/W 업데이트 시 사용자 인증 또는 적절

한 통제
 컨텐츠 신뢰성 보장

- 인증 코드로만 S/W, F/W 업데이트 가능하도
록 제한 (code signature verification 추천) 

- 인가된 사용자가 제조사로부터 버전 확인 가능
한 (version-identifiable) S/W, F/W 다운로드
시 체계적인 절차 사용

- 기기 간 정보 전송에 대한 보안성 확보(암호화)

탐지, 
대응,
복구

 정상적인 기기 사용 시 발생하는 보안 침해를 추
적, 인지, 로그, 측정, 대응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사이버보안 사건 발생 시 최종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기기 사이버 침해 발생 시에도 주요 기능을 보호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인증된 특수 권한 사용자가 기기의 설정을 유지
및 복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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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for IT-Networks 
incorporating Medical Devices
 대상: 의료기관(HDOs), 의료기기 제조업자(MDMs), IT 벤더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IT네트워크에 올바로 연결 하기 위한 표준문
서

FDA recognized consensus standards - IEC 80001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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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for Software Cybersecurity for Network-
Connectable Products
 The UL Cybersecurity Assurance Program (UL CAP) 은 네트워크 가

능 제품 및 시스템의 IoT 보안 평가 프로그램임

 네트워크 연결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UL 2900-1), 의
료기기 및 의료시스템 요구사항 (UL 2900-2-1)

FDA recognized consensus standards - UL 2900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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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ustrial communication networks - Network and system security

 IEC 62443 시리즈는 ISA99 위원회가 개발하여 IEC에 의해 채택된 산업자동화
제어시스템 보안에 대한 표준으로 산업자동화제어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의 보
안 취약점을 다루고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FDA recognized consensus standards - IEC 62443

韓 根熙

일
반

IEC TS 62443-1-1 IEC TR 62443-1-2 IEC 62443-1-3 IEC TR 62443-1-4

정
책

및
절

차

IEC 62443-2-1 IEC 62443-2-2 IEC TR 62443-2-
3

IEC 62443-2-4 IEC TR 62443-2-5

시
스

템

IEC TR 62443-3-1 IEC 62443-3-2 IEC 62443-3-3

제
품

/컴
포

넌
트

IEC 62443-4-1 IEC 62443-4-2

개념 및 모델 단어 및 약어
총괄 용어집

시스템 보안
적합성 메트릭스

IACS 보안
생명주기 및
사용 사례

IACS 자산 소유자의
보안 프로그램

요구사항

IACS 보호 수준 IACS 환경에서
패치 관리

IACS 서비스 공급자의
보안 프로그램

요구사항

IACS 보안 기술 보안 위험 평가 및
시스템 설계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및 보안 수준

안전한 제품 개발
생명주기 요구사항

IACS 
컴포넌트의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IACS 자산 소유자의
구현 지침



-23-IEC 62443 Series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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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Siemens 제품 제조보안 인증

IEC 62443-4-1

韓 根熙



-25-Rockwell 제품군 보안 인증

제품 공급업체 TuV Rheinland 
ISA/IEC 62443-4-1 인증서

ControlLogix 5580 제품군 TuV Rheinland
ISA/IEC 62443-4-2 인증서

시스템 통합업체 TuV Rheinland 
ISA/IEC 62443-2-4 인증서

韓 根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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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보안
지침

보안
요구사항
명세

안전한
설계

안전한 구현

보안
검증 및

확인
테스트

심층-방어
전략

 4 General principles

 5 Practice 1 – Security management

 6 Practice 2 – Specification of security 
requirements

 7 Practice 3 – Secure by design

 8 Practice 4 – Secure implementation

 9 Practice 5 – Security verification and 
validation testing

 10 Practice 6 – Management of 
security-related issues

 11 Practice 7 – Security update 
management

 12 Practice 8 – Security guidelines

IEC 62443-4-1 Secure product development lifecycl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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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번호 및 이름

실행 1 – 보안 관리

(Security Management)

SM-1: 개발 프로세스
SM-2: 책임 식별
SM-3: 가용성 식별
SM-4: 보안 전문기술
SM-5: 프로세스 범위지정
SM-6: 파일 무결성
SM-7: 개발 환경 보안
SM-8: 개인키 제어
SM-9: 외부 공급 컴포넌트 보안 요구사항
SM-10: 제3자 공급자 맞춤 개발 컴포넌트
SM-11: 보안관련 문제 평가 및 처리
SM-12: 프로세스 검증
SM-13: 지속 개선

실행 2 – 보안 요구사항 명세

(Specification of Security Require

ments)

SR-1: 제품 보안 환경
SR-2: 위협 모델
SR-3: 제품 보안 요구사항
SR-4: 제품 보안 요구사항 내용
SR-5: 보안 요구사항 검토

실행 3 – 안전한 설계

(Secure by Design)

SD-1: 안전한 설계 원칙
SD-2: 심층방어 설계
SD-3: 안전한 설계 검토
SD-4: 안전한 설계 모범사례

실행 4 – 안전한 구현

(Secure Implementation)

SI-1: 보안 구현 검토
SI-2: 안전한 코딩 표준

실행 5 – 보안 검증 및 확인 테스트

(Security Verification and Validati

on Testing)

SVV-1: 보안 요구사항 테스트
SVV-2: 위협 완화 테스트
SVV-3: 취약성 테스트
SVV-4: 침투 테스트
SVV-5: 테스트 담당자 독립성

실행 6 – 보안관련 문제 관리

(Management of Security-related

Issues)

DM-1: 보안관련 문제 통지 수신
DM-2: 보안관련 문제 검토
DM-3: 보안관련 문제 평가
DM-4: 보안관련 문제 처리
DM-5: 보안관련 문제 공개
DM-6: 보안 결함 관리 사례 정기적 검토

실행 7 – 보안 업데이트 관리

(Security Update Management)

SUM-1: 보안 업데이트 조건
SUM-2: 보안 업데이트 문서
SUM-3: 종속 컴포넌트나 운영 체제 보안 업데이트 문서
SUM-4: 보안 업데이트 공급
SUM-5: 보안 패치 적시 공급

실행 8 – 보안 가이드라인

(Security Guideline)

SG-1: 제품 심층방어
SG-2: 환경에서 기대되는 심층방어 조치
SG-3: 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SG-4: 안전한 폐기 가이드라인
SG-5: 안전한 운영 가이드라인
SG-6: 계정 관리 가이드라인
SG-7: 문서 검토

韓 根熙



-28-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 holistic protection scheme

Stages of the System Life Cycle Model of IEC 24748 “Systems and Software Engineering – Life Cyc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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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IEC also offers a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called IECEE. 

 IECEE currently offers conformance assessment schemes for the 
following IEC 62443 standards:

 ISA/IEC 62443-2-4:2015/AMD1:2017

 ISA/IEC 62443-3-3:2013

 ISA/IEC 62443-4-1:2018

 ISA/IEC 62443-4-2:2019

 IECEE

 IEC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전기 기술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체계를 위한 IEC 국제 표준을 기반
으로 하는 다자간 인증 시스템. 

 IECEE CB Scheme : 회원국은 전세계의 국가 차원에서 인증 또는 승인을 얻
기 위해 시험 결과의 상호 인정 (상호 수용) 원칙을 사용.

 22 가지 종류의 전기 및 전자 장비 및 테스트 서비스

IECEE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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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llowing cybersecurity - related training courses are offered by ISA:

 Using the ISA/IEC 62443 Standards to Secure Your Control System (IC32)

 Introduction to Industrial Automation Security and the ISA/IEC 62443 Standards 
(IC32C)

 Cybersecurity for Automation, Control and SCADA Systems (IC32E)

 Assessing the Cybersecurity of New or Existing IACS Systems (IC33)

 Assessing the Cybersecurity of New or Existing IACS Systems (IC33M)

 IACS Cybersecurity Design and Implementation (IC34)

 IACS Cybersecurity Design and Implementation (IC34M)

 IACS Cybersecurity Operation and Maintenance (IC37)

 IACS Cybersecurity Operation and Maintenance (IC37M)

 Overview of ISA/IEC 62443 for Product Suppliers (IC46C)

 The last letter of the course code designates the type of course as follows:

 <none> - Multi-day classroom course

 C – One-day overview course

 E – Online, instructor-assisted course

 M – On-demand, computer-based training

IEC 62443 Cybersecurity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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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offers the following cybersecurity certificates for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s listed 
above. Certificates are not to be confused with product 
certifications offered by ISA Secure™.
 ISA/IEC 62443 Cybersecurity Fundamentals Specialist

 ISA/IEC 62443 Cybersecurity Risk Assessment Specialist

 ISA/IEC 62443 Cybersecurity Design Specialist

 ISA/IEC 62443 Cybersecurity Maintenance Specialist

 ISA/IEC 62443 Cybersecurity Expert

IEC 62443 Cybersecurity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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