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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확장된 역할 기반 접근통제 정책에 적용된 시스템의 명세 및 분석을 위해 컬러드 페
트리넷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한다.  

 

1. 서론 

페트리넷[1][2][3]은 병행, 비동기, 분산, 병렬성을 
가진 시스템의 표현과 분석을 지원하는 정형 모델 도
구이다. 컬러드 페트리넷(CPN: Coloured Petri Net)[4][5]
은 형(Type) 처리를 위한 문법을 추가하여, 보다 높은 
간결성과 함축성을 지원하는 고수준(High-level) 페트
리넷의 일종이다.  
본 논문은 확장된 역할 기반 접근통제(RBBAC: Role 

Behavior Based Access Control)를 적용한 시스템을 명세
하고, 안전성 관련 속성들을 검증하기 위해 CPN 을 
확장,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RBBAC 은 
기존 역할기반 접근통제(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에 절차적 제약(Procedural Restrictions)을 추가
하여, 최소 권한 보장에 용이하고, 공격에 적절히 대
응토록 하는 접근통제 기법이다[6].  
이제까지 접근통제 시스템의 모델링을 위해 주로 

사용해 온 방법은 접근통제모델과 정보흐름모델이다
[7]. 접근통제모델은 접근행렬에 표현된 정보를 기반
으로 연산의 합법성을 판단토록 하며, 시스템의 접근
통제 메커니즘의 구현을 위한 직관적 아이디어를 제
공한다. 정보흐름모델[8]은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여, 
허용되지 않은 곳으로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다.  

정형기법 역시 크게 정리증명기법과 모델검사기법
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9], 정리증명기법은 
주로 임의접근통제(DAC: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RBAC 등 접근통제모델의 명세와 검증을 위해 사용되
었으며, 모델검사기법은 강제접근통제(MAC: Mandatory 
Access Control)의 정보흐름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
용되었다.  

RBBAC 은 RBAC 을 확장한 것이므로, 정리증명기
법을 이용하여 정형화해야 하나, 정리증명기법만으로
는 추가된 절차적 제약을 모델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절차적 제약은 연속된 접근 정보를 프로시져의 형태
로 표현하여, 허용가능한 연산집합과 불가능한 집합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모델검사기법의 상태전이 논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PN 을 확장하여 RBBAC 

시스템을 명세할 수 있도록 한다. CPN 은 페트리넷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중 사용자 시스템 환경
에서 접근주체 및 객체를 함축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
도록 병행성의 표현을 지원한다. 나아가, 토큰의 형, 
상태전이 조건을 정의할 수 있으므로, 접근조건(access 
condition)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이를 위해, MAC 의 정보흐름통제를 모델링을 목적

으로 제안된 페트리넷 및 CPN 관련 연구사례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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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조하여, RBAC 을 위한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RBAC 을 위한 모델에 절차적 제약을 위한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일반적인 

CPN 의 정의와, RBAC 을 위해 확장된 CPN 을 정의한
다. 3 장에서는 확장된 CPN 에 대한 고찰 및 절차적 
제약을 부여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4장에서 결론
과 향후과제에 관해 언급하고 맺는다.  

 
2. 확장 컬러드 페트리넷의 정의 

 
2.1 컬러드 페트리넷  

CP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4][5].  
 
CPN = <CS, P, T, A, N, C, G, E, I> 

 CS(Color Set; Type)는 공집합이 아닌 colour 의 
유한집합이다.  

 P는 플레이스(place)의 유한집합이다. 
 T는 트랜지션(transition)의 유한집합이다.   
 A는 호(arc)의 유한집합이며, 다음을 만족한다.  

− P∩A = T∩A = ∅ 
 N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노드 함수(node 

function)이다.  
− N: A→P×T∪T×P  

 C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컬러 함수(colour 
function)이다. 
− C: P→CS  

 G 는 가드 함수(guard function)로서, 다음을 만
족한다.  
− ∀t∈T: [Type(G(t)) = Bool ∧ Type(Var(G(t))) ⊂ 

CS] 
 E는 호식함수(arc expression function)로서, 다음
을 만족한다. 
− ∀a∈A: [Type(E(a)) = C(P(a))MS ∧ 

Type(Var(E(a))) ⊂ CS] 
 I 는 초기화 함수(initialization function)로서, 다
음을 만족한다.  
− ∀p∈P: [Type(I(p))=C(P(p))MS ∧ Var(I(p))=∅]  

 
2.2 역할기반 접근통제를 위한 컬러드 페트리넷 확장 

일반적인 CPN 의 정의는 RBAC 표현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이 확장, 해석될 수 있다.  

 토큰은 접근주체를 대표하는 개체로 기본적으
로 사용자 식별자, 세션 식별자, 자신에게 허용
된 역할의 집합 정보를 가질 수 있다.  

 플레이스는 접근객체를 대표하는 개체로, 객체 
식별자, 접근모드, 접근이 허용된 역할 정보를 
가질 수 있다. 각 플레이스는 객체 식별자와 
접근 모드 정보를 이용하여 유일하게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플레이스 위에 토큰이 존재한
다는 것은 접근 주체가 현재 접근 객체를 사용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현재 접근이 허가된
(authorized) 것인지의 여부를 표현하기 위한 정
보가 토큰에 추가되어야 한다.  

 트랜지션은 AEF(Access Control Enforcement 
Function)[12]로 해석된다. 따라서, 트랜지션은 
토큰이 출력 플레이스, 즉 새로이 접근하고자 
하는 자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
정하게 된다.  

 
RBAC 을 위해 확장된 CPN 인 AC-CPN 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정의된다.  
 

 컬러 집합 CS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CS = {uid, session, oid, mode, roles, r_tok, r_p, 

authorized, Token, SSOD, DSOD} 
 color uid = integer; 
 color session = integer; 
 color oid = integer; 
 color mode = {r, w} 
 color op = oid*mode 
 color roles = {role1, role2, …, rolen}; 
 color r_tok = roles 
 color r_p = roles 
 color resAEF = “authorized” | 

“unauthorized” 
 color Token = tuple of <uid, session, r_tok,  

r_p, resAEF> 
 color DSOD = roles * roles 
 color SSOD = roles * roles 

 
 그 외, P, T, A, N은 페트리 넷의 일반적 정의를 
따른다.  

 컬러 함수 C 는 C: P→CS 로 정의되며, ∀p∈P, 
C(p)=Token 이다.  

 가드 함수 G 는 트랜지션의 enable 을 위한 추
가적 제약으로, 연산을 구별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호식 함수 E 는 입, 출력 호선에서 다음과 같
이 개별적으로 정의된다.  
− 입력 호선에 대해, 호식은 Token 형의 튜플 

<i_uid, i_session, i_r_tok, i_r_p, i_res> 값을 
가진다. 입력 호식은 입력 플레이스에 존
재하는 토큰이 트랜지션의 입력으로 가능
한지를 검사한다.  

− 출력 호선에 대해, 호식의 값은 마찬가지 
형의 <o_uid, o_session, o_r_tok, o_r_p, o_res> 
값을 가진다. 각각의 값은 다음 평가식에 
따라 결정된다.  
 o_uid = fuid(i_uid1, …, i_uidn); fuid는 입력 
토큰의 uid 로부터 출력 토큰의 uid 를 
결정한다.  

 o_session = fuid(i_session1, …, i_sessionn); 
fuid 는 입력 토큰의 세션으로부터 출력 
토큰의 세션 값을 결정한다. 

 o_r_tok = fr_tok(r_tok1, …, r_tokn); fr_tok는 
입력 토큰의 역할 집합의 합집합을 구
하여 출력 토큰의 역할에 배정한다.  

 o_role_p = fr_p(p); fr_p는 출력 플레이스
로의 접근이 허용되는 역할 집합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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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함수이다.  
 o_res = {if ((sec_rcv∧sec_trans∧sec_snd) = 

TRUE) “authorized” else “unauthorized”}; 
즉,  세 술어의 값이 참일 경우 
“authorized”값을, 그렇지 않을 경우 
“unauthorized”값을 가진다.  

 
o_res 값을 결정하기 위한 세 술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sec_rcv = TRUE ⇔ 각 입력 토큰의 역할 집합과 입

력 플레이스의 역할 집합간 교집합이 존재할 경우; 그 
외의 경우 FALSE 값을 가진다. 이는, AEF 의 수행이 
비정상적 상태에서 시행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함이
다.  

- sec_trans = TRUE ⇔ SOD제약을 만족할 경우; 그 
외의 경우 FALSE 값을 가진다. SOD(Separation of 
Duties) 제약에는 SSOD(Static Separation of Duties)제약
과 DSOD(Dynamic Separation of Duties)제약이 있으며, 
각각의 검사가 수행된다.  

 입력 토큰 중, uid 값이 동일한 두 토큰의 역할 
쌍이, SSOD 집합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입력 토큰 중, session값이 동일한 두 토큰의 역
할 쌍이 DSOD 집합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 sec_snd = TRUE ⇔ 생성된 토큰의 역할 집합과 출
력 플레이스의 역할 집합간 교집합이 존재할 경우; 그
외의 경우 FALSE 값을 가진다.  

 
위에서 정의한 세 술어를 이용하여 다음을 정의해

볼 수 있다.  
 안전한 트랜지션(secure transition): 모든 도달 가
능한 마킹(marking)에 대하여, 트랜지션이 생성
한 토큰의 resAEF 필드의 값이 “authorized” 일 
경우, 그 트랜지션은 안전하게 격발(fire)할 수 
있다. 즉, 해당 트랜지션으로 인하여 RBAC 의 
중요한 접근조건 – 특정 역할이 수행할 수 있
는 연산이 정의되어 있을 때, 접근 주체는 그 
역할을 소유해야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된다.  

 안전한 마킹(secure marking): 마킹 내 모든 토큰
의 resAEF 필드의 값이 “authorized”일 경우,  
그 마킹은 안전하다.  

 안전한 넷(secure net): 넷 내의 모든 트랜지션이 
안전할 경우, 모든 도달 가능한 마킹이 안전하
다. 따라서, 전체 넷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
다.  

 안전한 시스템(secure system): 시스템에 대응되
는 AC-CPN을 구성하고, AC-CPN을 분석한 결
과 안전한 넷이라면, 해당 시스템은 안전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AC-CPN 으로 모델링하고, 도달
성 그래프(occurrence graph) 분석을 통해 도달 가능
한 마킹들이 안전함을 보이면, 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다.  

 

tok

i_p t o_p

tok’tok

i_p t o_p

tok’

 
[그림 1] 기본적인 넷의 구성 

 

normal_t

ready
 

[그림 2] 기본적인 시스템의 동작 
 

3. 고찰 및 절차적 제약의 추가 

앞에서 정의한 AC-CPN 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림 1을 바탕으로 간단히 기술할 수 있다.  
트랜지션 t의 입력 플레이스에 i_p토큰 tok가 존재

할 때, t 의 격발에 의해 tok 가 사라지고 출력 플레이
스 o_p 에 새로운 토큰 tok’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
미 언급한 바 있는 세가지 중요한 보안요구사항을 만
족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의 접근, 즉 tok 가 i_p 에 
존재하는 사항이 RBAC 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즉, tok 의 역할집합 내에는 i_p 에 규
정되어 있는 접근가능 역할집합의 원소와 동일한 역
할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t의 격발을 위해 SOD속성
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입력 토큰이 둘 이상일 때, 
적용가능하며 명시된 DSOD, SSOD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다수의 역할이 동일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셋째, t 의 o_p 에 새로운 토큰이 나타
나기 위해서는, 입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토큰 
tok’의 역할과 o_p 에 명시된 역할간의 교집합 원소가 
존재하여야 한다.  

AC-CPN의 구성에서 RBAC 권한 검사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호식의 평가함수인 
fr_p(p)이다. fr_p(p)는 플레이스, 즉 객체를 입력으로 하
여 접근가능한 역할을 반환하는 함수이며, 이는 전통
적 접근통제 모델에서 접근행렬의 역할에 대응된다. 
각 플레이스는 객체식별자와 접근모드로 유일하게 구
분되므로, 플레이스에서 2roles간 함수를 구성하는 것에
는 어려움이 없다.  
기본적인 트랜지션의 격발논리가 완성되면, 시스템

의 가장 간단한 행위(behavior)를 그림 2 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토큰들은 충분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각 자원에 접근하는 과정을 되
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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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절차적 제약의 추가 

 
이러한 기본적 동작 구조에 절차적 제약을 추가하

는 것은 어렵지 않다. RBBAC 의 절차적 제약은 긍정 
제약과 부정 제약으로 분류된다[6]. 각각은 속성을 제
외하고는 프로그램 코드 형태의 절차로 표현되는 것
이므로, CPN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림 2 의 기본 구조에 절차적 제약을 도입한 경우

를 도식화 하면 그림 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좌하
단의 그래프는 긍정제약을 부가한 예이며, 우하단의 
그래프는 부정제약을 부가한 것이다. 첫번째 트랜지션
의 가드 함수 G 는 순차적 실행 제약의 첫번째가 되
는 연산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산을 수행
할 경우에만 긍정 제약의 절차를 따르게 되며, 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상태
로 복귀한다. 
부정제약의 경우, 제약으로 규정된 사이 사이에 다

른 연산을 수행하더라도 감시할 수 있도록, 토큰의 사
본이 생성된다. 이는, 공격 코드를 실행하면서 보안메
커니즘에 혼란을 주려는 목적으로 정상적인 코드를 
병행 실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만약, 부정제약
에 명시된 연산이 순서대로 수행되다가 한계점에 다
다를 경우, terminate 트랜지션에 의해 토큰의 원본과 
사본이 모두 폐기되어 더 이상의 접근이 금지된다.  
부정적 제약은 침입탐지 시스템의 메커니즘과 유사

하게 알려진 공격의 절차를 기반으로 구성되므로, 새
로운 공격 메커니즘의 발견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
능하다. 침입탐지 과정을 CPN 으로 표현하는 연구 사
례가 존재하며, 구현된 바 있다[13][14].  

 
4.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이제까지 RBAC 및 절차적 제약이 추가된 RBBAC
을 위한 CPN 의 정의와 확장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RBAC 의 권한 검사는 트랜지션의 격발 과정에서 접
근행렬에 대응되는 정보를 기초로 수행되며, 절차적 
제약은 부분넷에서 제어정보의 흐름도로 표현된다. 따
라서,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은 기존의 접근통제 모델
이나 정보흐름 모델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며, 일종
의 혼합모델(Hybrid-model)이라 할 수 있다.  

CPN 은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넷의 속성을 규명
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도달성

(reachability) 및 생존(liveness) 문제는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속성인데, ‘특정 플레이스에 특정 토큰이 
존재할 수 있는가’ 혹은 ‘특정 트랜지션이 격발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이러한 속성에 대응시켜 안전성 
검증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CPN 을 위한 도구인 
Design/CPN 등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검증을 시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에는 역할의 상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관한 논리
를 포함하여 발전된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대치 트랜지션(substitution transition), 혼합 플레
이스(fusion Place), 계층적 구성 등 CPN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여 명세와 검증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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