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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각장애는 우리나라 15개 장애 분류 중 지체장애에 이어 제

2위에 해당하는 발생률이 높은 감각장애 중 하나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난청이 발생하면 가족, 친구, 직

장 동료들과 대화가 힘들어지고 주위 환경음을 듣지 못하게 되

어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더 널리 사

용되는 것이 보청기이다. 최근에는 보청기 기술의 발전과 스마

트 보조기술의 도입으로 주요 보청기 제조사에서는 보청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제작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장치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적절한 앱을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의사소통 

문제에 다각적 도움을 줄 수 있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노년층을 

포함하여 빠른 사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앱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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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충족시키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사용되는데 보청기 착용자에게도 사용의 편리를 제

공해 준다(Doughty, 2016). 

보청기 착용자는 앱을 실행하여 보청기와 다른 보조 장치를 

무선으로 연결한 후 스마트폰, 텔레비전, MP3 플레이어에서 나

오는 소리를 무선으로 보청기에 전달하여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보청기의 마이크로폰 기능을 끄고 켜 듣고

자 하는 스트리밍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변 소음을 제거하

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음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최적의 소리

를 들을 수 있는 기술의 조합도 선택 가능하다. 더욱이 특정 환

경에서 무선으로 직접 전달되는 소리를 그 환경에 최적화된 신

호대잡음비를 선택하여 어떠한 소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소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듣고 싶은 말이나 음악 소리를 잘 듣

도록 할 수도 있다(Doldouras, 2017).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보청기 착용자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

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게 하는 지능형 기술과 관련된 서

비스를 말한다(ISO/IEC JTC 1, 2015).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

물인터넷은 보청기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 움직임, 심장 박동 

수와 같은 다른 센서 데이터와도 연결할 수 있어 하루 동안 변

화하는 사용자 주변의 모든 음향 환경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보청기 볼륨과 

프로그램 조절 방법, 소음에 대한 민감도, 그에 따른 인지 상태

에 대해 보청기의 특정 기능과 사용자의 상호 작용 등을 추적할 

수 있고,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당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

러한 추적 방법은 기존의 한 가지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보청기 

적합 패러다임에서 음향 환경에 따라 행동 패턴의 신호를 적합 

솔루션에 적용하여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

는 고급화된 맞춤형 적합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보청기를 사용하면 자체 추적 시

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 적합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어 청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보고하였다(Johansen et al., 2018).

그러나 이렇게 유용한 사물인터넷 환경은 인터넷의 보안과 

사물을 연결하는 보안 문제에 모두 노출되어 해커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취약점이 있다(Roshan & Ray, 2016). 개인정보

란 개인에 관한 정보 즉,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혹은 영상 등

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해당 정보만

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도 포함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개인정보의 유출은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여 심각한 문제를 발

생시킬 수도 있는데(Chaudhry et al., 2016), 국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49,948건으

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고 그 피해액은 2,423억 원으로 전

년 대비 26% 증가하였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40대 이상

의 피해자 수가 73.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부기관 사

칭형 등의 보이스피싱은 20~30대 여성이 50.6%를 차지하여 보

이스피싱 범죄는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 취약한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8).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량을 조

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수는 약 26억 개

로, 매 초당 82개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는 매우 심

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데이터 유출 사건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료 분야가 27%로 가장 많았고 

금융 분야가 11%, 교육 분야가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Gemalto, 2017). 의료 분야에 대한 데이터 유출로 개인의 보안 

침해의 가능성을 연구한 대표적 예로 아기의 행동을 감시하는 

Video Baby Monitors의 해킹 연구가 있다. 6개 제조사의 7개 

모델 Video Baby Monitors를 조사한 결과, 일련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인증과정 없이 카메라에 계정 생성이 가능하

며, 관리자 권한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에서 보안의 취약점

이 발견되었다. 이런 취약점을 가진 모니터를 공격 대상으로 할 

경우, Wi-Fi나 인터넷과 내외부 통신의 인터페이스로 침투하여 

운영체제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카메라 화면을 녹화하거나 조작

할 수도 있어 사생활 유출이나 데이터 손상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anislav & Beardsley, 2015). 또 

다른 의료 분야 데이터 유출의 문제성은 인간의 몸에 이식되는 

심장박동기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연구한 보고서에서 공격자가 

프로그램, 가정 모니터링 장치,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는 구조

에 침투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고 심장박동기를 마음대

로 제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Rios & Butts, 2017).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유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보안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서 해당 기기와 자원에 대한 모든 접근을 제어하고 

권한 있는 경우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제어 방법이 기

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접근제어는 로그인 프로세스에서 

사용자가 인증을 하고 데이터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는 사

용자 역할의 권한 부여를 포함한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기본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제어 방법 외에 자체적

으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De 

Capitani di Vimercati et al., 2002).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 스마트폰

의 사용 장소, 인터넷 접속 기록, 데이터 소비량 등의 정보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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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활용이 가능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위험

이 더 심각하다. 사물인터넷 시대로 이제 막 진입한 보청기도 

착용자의 사용 환경, 사용 시간, 착용 방향 등과 같은 데이터가 

개인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편리성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

의 심각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보청기 착용자의 개인정

보 보안을 위해 적절한 보안 대책이 보청기나 관련된 프로그램

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보청기와 

무선으로 연결되는 앱의 발달로 앱과 연관된 보청기 프로그램

도 개인정보 노출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보청기 제

조사들의 적합 프로그램과 앱의 보안에 관한 현재의 보안 시스

템의 상황을 분석하고 보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

지 확인하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유출

의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SECURITY SYSTEM OF  
THE HEARING AID FITTING AND 
APP PROGRAMS

조사 대상 및 방법

6개의 주요 보청기 제조사 벨톤, 오티콘, 포낙, 지멘스, 스타

키, 와이덱스의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과 앱을 대상으로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6개 보청기 제조사를 임

의로 A, B, C, D, E, F로 표기하였다. 첫 번째, 보청기 적합 프

로그램의 보안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

을 실행하였을 때 사용자 인증과정이 존재하는지, 고객 데이터

에 암호화가 적용되는지, 데이터 로깅이 개인별로 on/off가 가

능한지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앱 소프트웨어의 

보안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앱을 실행하였을 때 사용자 인증과

정이 존재하는지, 보청기와 앱의 연결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지, 제3자가 앱을 통해 보청기를 조작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사

항을 조사하였다.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의 보안 실태 분석

인증(Authentication)과정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에서 인증과정이 존재하는 제조사는 

2군데였다. 인증과정이 존재하는 2개 제조사는 ID/password를 

직접 입력해야 하거나 ID/password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자동 로그인도 가능한 제조사로 나뉘었다. 2개 제조사 모두 인

증과정에서 ID/password는 각각 3자리이고 하드코드화 되어 

있어서 제3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이 중 1

개 제조사는 ID/password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별도

로 존재하여 인증과정의 보안 시스템이 강하였다(Table 1).

고객 데이터의 암호화(Encryption)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에서 고객 데이터 파일이 쉽게 제3자에

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제어 프로그

램이 설치된 제조사는 1군데였다. 또한 암호화가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고객 데이터 파일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 데이터 파일을 복사하여 다른 컴퓨터의 같은 폴더

에 붙여넣기 하였을 때 복사된 고객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제조

사는 3군데였다(Table 1). 

데이터 로깅(Data logging) on/off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에서 보청기 착용자의 착용 시간, 착용 

환경, 프로그램 변경, 볼륨 변경과 같은 사용 기록을 데이터 로

깅이라고 한다. 이러한 데이터 로깅 기능을 개인별로 on/off 할 

수 있는 제조사는 5군데였고, 나머지 1군데는 모든 고객에 일괄

적으로만 on/off 할 수 있었다(Table 1). 

앱 소프트웨어의 보안 실태 분석

인증과정

보청기 앱을 실행할 때 ID와 password 같은 인증과정이 존

재하는지 조사한 결과 6개 제조사 모두 인증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보청기와 앱의 무선연결(Wireless control) 방식

보청기와 앱의 무선연결 방식은 현재 블루투스(bluetooth)와 

음향신호(acoustic signal)를 이용하는데 블루투스 방식은 스마

트폰의 운영체제에 따라 별도의 게이트웨이 장치가 필요한 경

우도 있다. 음향신호 방식은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보청기

Table 1. Security conditions of hearing aid fitting program for six hearing aid manufacturers

Functions
Manufacturers

A B C D E F
Authentication - - - - + +
Encryption access control to client database - - - - - +
Encryption client data file copy/paste + - - + + -
Individual data logging on/off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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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리를 제어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지만 블루투

스 방식처럼 스마트폰의 음악을 무선으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 못한다. 6개 보청기 제조사 모두 블루투스 방식을 사

용하였고 보청기 배터리 도어를 열었다가 닫는 과정을 통해 보

청기와 스마트폰을 페어링(pairing)하였다. 블루투스 방식은 페

어링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인의 보청기 도어를 열고 닫을 

수만 있다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임의로 제어할 수 있었다. 보

청기와 앱을 연결함에 있어서 음향신호 방식을 사용하는 제조

사는 2군데였다(Table 2). 음향신호를 사용하는 2개의 제조사 

중 D는 앱으로 보청기 볼륨을 조절할 때 스마트폰에서 생성되

는 음향신호를 거의 들을 수 없었던 반면 제조사 E는 음향신호

가 들리는 구조였다. 2개 제조사 모두 제3자가 앱을 실행하여 

음향신호를 보청기로 입력시키기만 하면 보청기 착용자의 보청

기를 임의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S

본 연구 결과 보청기 제조사의 사용자 인증과정의 존재비율

은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33.3%, 보청기 앱을 실

행할 때 0%, 고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16.6%

로 보안에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증되

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대로 

접근제어 시스템을 하루 빨리 적용시켜야 한다(De Capitani di  

Vimercati et al., 2002). 한편 고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접

근할 때 접근제어를 사용하는 업체의 로그인 ID/password가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ID/password

와 똑같아서 고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 보청기 적합 프로

그램의 사용자 식별자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더욱이 고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ID/password는 모두 하드코드화 되어 있어서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ID가 관리자의 성격을 

내포하는 형태로 어떠한 사용자도 동일한 ID로 접속하는 구조

이기 때문에 보청기 센터 내 내부자가 고객 데이터를 유출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에 접근하는 ID는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ID와

는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데이터, 특히 고객 데이터는 최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데이터 폴더의 파일을 복사하여 

다른 컴퓨터의 같은 폴더에 붙여넣기 하여 보청기 적합 프로그

램을 실행하였을 때 복사한 고객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제조사

의 비율은 50%였다.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USB 등과 같은 

최종 사용자 장치(end user device)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

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 보안 시스템은 앞서 제안한 인증과정의 

개선과 함께 암호화가 필요하다. 저장소 보안(storage security)

은 허가된 사용자만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로 저장소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통해 중요한 정

보를 보호할 수 있다. 저장소 암호화 소프트웨어는 자신이 저장

한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어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할 수도 있다(Scarfone et al., 2007).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한 제조사 F는 유일하게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

근제어를 적용한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존재하였다. 나머지 제

조사들도 저장소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하는 응용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모르는 고객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최종 사용자 장치에 저장

된 고객 데이터는 인증을 통해 안정성이 보장되고 암호화된 소

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6개 제조사 중 인증을 사용하지 않는 4개 제조사의 보

청기 적합 프로그램은 실행만 가능하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

두 열람할 수 있으며 인증을 사용하는 2개 제조사도 로그인하

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살펴볼 수 있

게 되어 있다. 이는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사

람이라면 고객 데이터에 얼마든지 접근하고 또한 유출도 가능

하게 되어 있으므로 접근제어만으로는 보안의 취약성을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보청기 센터의 직책에 따라 고

객 데이터의 읽기, 수정, 삭제, 백업 등이 제한되어야 하는 역할

기반 접근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의 적용이 필요하다. 

역할기반 접근제어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역할을 할당하여 접

근 권한을 역할에 따라 부여함으로써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

으로 역할은 의사 또는 약사와 같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역

량을 나타내고 권한과 책임을 내포한다(Sandhu et al., 1996). 

Boadu & Armah(2014)는 병원 의료 기록과 환자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역할기반 접근제

어에 기반한 병원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데이터는 정의되

Table 2. Security controls of application softwares for six hearing aid manufacturers

Functions
Manufacturers

A B C D E F
Authentication - - - - - -
Wireless control between hearing 
  aid and app

Bluetooth Bluetooth Bluetooth Bluetooth/
Acoustic signal

Bluetooth/
Acoustic signal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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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된다는 원칙을 기본으

로 관리자 외에 역할을 접수원, 간호사, 의사로 정의하여 각각

의 역할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접근에 차별성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안과 유사한 시스템이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과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보청기 센터의 경우 기본 세팅은 접수원, 청능사, 센

터장의 3가지 역할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에 따라 고객 개인

정보를 읽기, 수정, 삽입, 삭제, 백업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보청기 착용자들은 대부분 고령자가 많아서 이름, 나

이만으로는 신분 확인이 힘든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생년월일

로써 신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청기 센

터의 접수원은 고객 개인정보 중에서 이름, 생년월일만 읽기 가

능하도록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청능사는 접수원의 권한

과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센터장은 

청능사의 권한과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

한을 주어 역할기반 접근제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허가된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하더라

도 허가된 사용자가 언제 접속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으면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 

특히 병원의 의료 소프트웨어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역할에 

상관없이 누구나 고객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이러한 종류의 비상 동작을 추적하려면 프로그램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는 감사추적(audit trail) 시

스템이 필요하다. 감사 내역은 “사용자 x가 고객 y의 기록을 보

았습니다”처럼 저장하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작업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Armour & Thizy, 2010). 따라서 언급한 대로 역할기반 

접근제어에 기반하여 보청기 센터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은 센터장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지만 청능사 직원이나 접수원

에게도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

해야 할 경우엔 모든 작업 내역을 기록하는 고객 데이터 감사

추적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이렇게 기록된 내역은 고객 데이터베이스와는 다

른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여 감사 내역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객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는 상위 관리자의 감사추적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구성원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더욱 주의하게 되어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로깅은 감사추적과 유사

하게 보청기 자체적으로 특정 사건을 기록하는 기능이다. 일반

적으로 로그(log)는 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관련된 정보의 기록이기 때문이다(Kent & Souppaya, 2006). 

보청기를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보청기 착용 시간, 

착용 환경, 볼륨 변경 등과 같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데이터 

로깅 메뉴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터 로깅을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에서 개인별로 on/off가 가

능한 제조사의 비율은 83.3%였다. 특히 제조사 E는 2019년에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별로 데이터 로

깅 on/off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보청기 제조

사에서 데이터 로깅 기록을 중요한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보안

을 위한 노력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

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이와 같은 이유로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은 초기 피팅 시 데이터 로깅 off로 설정되어야 하며 

청능사는 데이터 로깅의 on이나 off에 대한 결정 여부를 고객에

게 물어보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 on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적합과정은 고객 차트에 수기로 적을 수도 있는데 고객 차

트는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보청기 보조금 관련 서류 등을 포함

하므로 고객 정보를 수기로 수집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

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

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Ministry of Gov-

ernment Legislation, 2017). 그러므로 보청기 제조사, 보청기 센

터 등 관련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로 하여 고객 차

트에 관한 개별적인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마련해야겠다.

블루투스는 케이블이 필요 없는 무선통신으로 파일 공유가 

쉽고 무선 동기화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장점으로 많은 사람

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보안의 취약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블루투스는 개인적 영

역의 네트워크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몇 발자국만 멀어지면 블

루투스에 접근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해커가 높은 수신 강

도의 방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면 먼 거리에서도 공격이 가능하

다. 또한 블루투스 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완

벽하지 않아서 취약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급적 블루투

스를 꺼서 노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Panse & Panse, 2013). 

그러나 해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블루투스를 꺼야 한다는 선

행연구의 제안은 보청기 착용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

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보청기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

용하는 보청기 착용자들은 음악, 전화 벨소리 등을 잘 듣기 위

해 블루투스를 하루 종일 켜두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청기 착용자의 블루투스 연결은 해커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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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블루투스를 항상 켜둔 상태에서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통하여 블루

투스의 암호화 메커니즘 사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도 나타났듯이 보청기는 도어를 열었다가 닫는 페어링 

과정을 거쳐 어떠한 스마트폰과도 연결이 가능하므로 보안 면

에서 더욱 취약한 결과를 보였다. 

2010년 블루투스 4.0 버전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블루투스 

저전력(bluetooth low energy)은 동전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하

는 메디컬 장치나 다른 센서를 위해 고안되었다. 블루투스 저전

력 페어링에서는 하나의 장치가 롱텀키(long-term key)를 생성

하고 키 전달 프로토콜(key transport protocol)을 사용하여 롱

텀키를 다른 장치로 전송한다. 블루투스 저전력 페어링 방법은  

out of band, passkey entry, just works, numeric comparison

이 있는데 연결해야 할 두 개의 장치 중에 한 개의 장치가 키보

드 입력이나 디스플레이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 just works 페어

링 방법이 사용된다. 블루투스 저전력 메커니즘에서 사용되는 

just works 페어링 방법은 임시키(temporary key)가 모두 0으

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인증되지 않은 롱텀키를 생성하므

로 도청자나 중간자 공격자가 임시키를 추측할 필요가 없고 페

어링 과정 동안 중간자 공격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위 4

가지 페어링 방법 중에서 가장 취약한 방법이다. 보청기는 입

력, 출력이 불가능한 기계이므로 보청기 도어를 열었다가 닫는 

과정을 통해 블루투스와 보청기를 페어링하는 것은 just works 

방법이어서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청기 앱 실행 

시 사용자 인증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블루투스로 연결된 

보청기 앱의 보안은 너무나 허술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

용자와 장치 간의 인증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태생적 한계가 있

는 블루투스를 고려하여 앱 개발자는 사용자 인증과정을 포함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블루투스의 취약성을 보완해

야 한다(Padgette et al., 2017). 이러한 연구자의 제안처럼 보청

기 앱을 실행할 때 사용자 인증과정을 추가하고 사용자와 구입

한 보청기가 서로 일대일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도 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청기 제조사는 보청기마다 고유한 코

드번호를 부여하고 사용자는 제공된 코드번호를 인증해야만 

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블루투스로 연결된 보청

기 앱의 보안 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청기 착용자는 음향 환경에 따른 주파수 조절이 종종 필요

하다(Keidser, 1996). 특히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 강도가 현저하

게 줄어들기 때문에 청취자는 듣고 싶은 신호로부터 1.8 미터 이

내에 있어야 최적의 음성 명료도를 얻을 수 있다(Kim & Kim, 

2014). 그러므로 소음이 존재하는 환경이나 신호로부터 멀리 떨

어져 있을 경우엔 보청기 볼륨을 증가시켜서 청취에 도움을 받

을 수 있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귀걸이형 보청기나 비교적 중간 

정도 크기의 in the ear (ITE)와 in the canal (ITC) 귓속형 보청

기에서는 볼륨을 부착할 수 있지만 completely in canal (CIC) 

귓속형 보청기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볼륨을 부착할 수 없으므

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리모컨을 따로 구입해야만 한다. 더욱

이 블루투스 기능을 작동하면 배터리 소모가 증가되고 중계 장

치인 리모컨이 보청기로부터 1 미터 거리 이내에 있어야 작동하

므로 CIC 귓속형 보청기의 볼륨 컨트롤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

폰에서 생성되는 음향신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 적용되

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크기가 가장 작은 invisible in canal 귓

속형 보청기에서도 볼륨 조절이 가능하며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제조사 E의 경우 697~1,477 Hz 범위의 이중 톤 

다중 주파수(dual tone multi frequency) 음향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Ladwa et al., 2009), 앱으로 보청기 볼륨을 조절할 때 

생성되는 음향신호를 근처의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제조사 D의 경우 이중 톤 다중 주파수 음향신호

보다 더 향상된 기술인 인간의 가청 범위를 넘어서는 15,000 

Hz 주파수 영역의 초음파를 음향신호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

성되는 음향신호를 타인이 들을 수 없도록 하였다(Sauer et al., 

2014). 

이러한 음향신호 기술들은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보청

기의 볼륨 조절이 가능하여 편리하지만 음향신호가 보청기로 

유입만 되면 보청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제3자가 보청기 착용자 

근처에서 앱을 실행할 경우 보청기를 임의로 제어할 수도 있다. 

임의적 제어로 보청기를 작동 불능하게 하거나 청력에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큰 소리도 입력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음향신

호 방식의 기술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향신호 

방식도 앞서 제안한 블루투스 방식에 적용하는 방법처럼 사용

자 인증과정과 사용자와 해당 보청기가 서로 일대일로 인증되

는 과정을 통해서 보청기 고유의 코드번호를 가진 사용자만 앱

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Lee & Park(2017)의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기기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사물인터넷 디바이스에 연결된 모든 장치가 소프

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하며 해킹 방지를 위해 검증된 보

안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도적인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출시 전 단계에서는 보안상 안전

이 검증된 제품만 출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제

품 출시 후에는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취약점 발생을 신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현

재 보청기 적합 프로그램, 고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앱에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매우 빠르

게 변화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환경에 청능사나 

보청기 착용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킹이나 보안 문제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동 업데이트 기능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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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받는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좀 더 빠른 대처

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사물인터넷 보청기는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지만 현재 제

조사 B에서만 출시되었고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았다. 향후 사

물인터넷 보청기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원격으로 조절이 가

능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여 다른 기기와 연결이 가능하

므로 보안의 취약점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보청기 제조사에서 개발 및 출시 진행 중인 보청기 원격적합 지

원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능과는 별도로 클라우드를 통해 앱

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보청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

템인데, 기존의 앱과 블루투스의 취약성을 보완한 새로운 알고

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을 적용한 후에 보청기 원격적합 지원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청기가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보청기 보안에 관한 연구와 대책이 충분

히 논의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보청기 관련 프로그램의 보안에 대하여 조사한 

본 연구를 통해 인증과정과 암호화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가

장 중요한 보안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보청기 관련 프로그램은 

많은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보

청기 적합 프로그램에 사용자 인증과정, 고객 데이터 암호화, 

역할기반 접근제어, 감사추적,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적용하여 

보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청기 앱에는 사용자 인증과

정과 사용자와 보청기 간의 인증과정을 추가하여 블루투스나 

음향신호로 연결된 보청기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향후 사물인터넷 보청기 시대를 대비하여 보안

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보안은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능사, 보청기 관계자, 일반 

사용자들 모두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이므로 보청기 제조

사는 보안을 더욱 강화한 제품, 프로그램, 앱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보청기 사용자 및 관련된 모든 전문인들은 개인정보 유

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보안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기

를 기대한다.

중심 단어0:0�보안 시스템·개인정보·인증·접근제어·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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