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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정보 유출이 외부의 불법적 시스템 침입

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보다, 대부분 데이터 접근이 인가된 내부자 소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데

이터베이스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내부의 비인가자 또는 인가자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통제 정

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서

버로 요청되는 네트워크상의 패킷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접근통제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보안모델에서는, 사용자 정보 및 SQL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키 인증과 메시지 인증코드 

교환으로 무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권한별 테이블의 컬럼 접근통제를 확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

스킹 기법을 구현하였다.  

 

1. 서론 

인터넷의 등장으로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

던 많은 정보교환의 행위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

는 사회구조로 변하고 있다. 이는 많은 정보들의 집

중화 현상을 발생시켰고, 정보가 자산이 되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는 개인정보의 가치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으

며, 정보이용자 또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의 적절한 접근통제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정보

에 대한 다양한 접근허용은, 개인정보의 악의적 대량

수집과 불법적인 이용 및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적으로 고객의 정보가 대

량 유출되는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

다. 또한 유출된 정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수

집되고 악의의 목적으로 불법적인 곳에 이용되며, 뿐

만 아니라 또 다른 유출로 이어지면서 그 폐해는 점

점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정보 유출 사고의 90% 이상이 내부

자 소행으로 나타나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

안강화가 요구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문제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가자 및 비인가자의 접근통제가 올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데이터

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보안방식으로 정보 이용자들의 

다양한 접근 요구사항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보 이용자들의 다양

한 데이터 접근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통제하기 위해 

네트워크상에서 패킷 취득 및 프로토콜 분석을 수행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1][2]. 

 

2. 패킷분석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상에서 통제대상 데이터베이스로 흐

르는 패킷 중 TCP 데이터 부분을 취득하여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사용자에게 할당된 접근통제정책과 비

교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할 수 있는지 판단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DBMS 인 오라클을 대상으로 데

이터베이스 접근통제를 구현하였다. 패킷의 내용 중 

접근통제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은 패킷의 

프로토콜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3] [4][6]. 다음 

(그림 1) 은 실험을 통해 오라클의 클라이언트 프로세

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요청 시 취득한 패킷의 

프로토콜을 분석한 내용 일부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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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요청시의 프로토콜 구조 

<표 1> 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연결요청에 대한 프로토콜 정보를 기술하였다.  
 

<표 1 > Offset Base : TCP 페이로드(0 based index) 

Offset 
길이 

(byte) 
설명 

offset + 0 2 TCP 페이로드의 전체길이를 나

타낸다. 

offset + 4 2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메

시지 시작이다. 

offset + 4 : 0x01 

offset + 5 : 0x00 

이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최

초접속, 즉 리스너로의 연결요청

을 의미한다. 

offset + 4 : 0x01 

offset + 5 : 0x04 

이면 리스너의 재지정에 의한 서

버로의 연결요청이다. 

offset + 10 2 두 바이트 값에 따라 SQL 을 구

분하는 기준이 된다. 

offset + 24 2 최초 연결요청시, 클라이언트 접

속기술자 길이. 

offset + 26 2 최초 연결요청시, 클라이언트 접

속기술자가 시작되는 위치. 

offset : 0 based index 를 기준위치

로 한다. 

offset + 접

속기술자 

시작위치 

접속

기술

자 

길이 

최초 연결요청시, 클라이언트 접

속기술자가 시작되는 위치이다. 

offset + 26 에서 시작위치가 기술

되었으며, offset + 24 에서 접속기

술자의 길이가 기술되어있다. 

 

위에서 기술한 연결요청 이후에, 클라이언트 프로

세스와 서버 프로세스간에 여러 환경 정보를 주고 받

은 후 정상적인 연결이 이루어진다. 최종 연결이 확

립되기까지의 패킷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사용

자의 접근통제항목을 적용시킴으로써 데이터베이스로

의 연결통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 본문에서는 

제안된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의 구조에 대해서 논의

한다. 

 

 

3.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보안모델이 데이터베이스 접

근통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본다. 클라이언트에

서 데이터베이스로 작업이 요청될 때, 접근통제시스

템이 어떤 방식으로 프로토콜을 취득하고, 분석하여 

접근통제를 수행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2)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시스템 구조 

제안하는 보안모델은 클라이언트 인증 에이전트

(Client Authentication Agent – CAA, 이하 CAA), 접근통

제방화벽시스템(Access Control Firewall System – ACFS, 

이하 ACFS), 접근통제정책저장소(Access Control Policy 

Repository – ACPR, 이하 ACPR) 로 구성된다. 

다음은 (그림 2)에서 나타난 접근통제시스템의 전

체적인 동작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① 애플리케니션이 데이터베이스로 작업을 시도하면, 

CAA 는 NDIS 영역을 감시하고 있다가 Network  

Adapter 로 전달되는 패킷을 취득한다. 취득한 패킷으

로부터 이더넷 프레임 헤더, TCP 헤더, IP 헤더를 제거

하고, 메시지를 추출한다[7]. 추출된 메시지는 일방향 

해쉬함수를 통해 인증코드가 생성된다. 생성된 메시

지 인증코드는 메시지 인증코드리스트에 보관된다. 

② CAA 에서 작업이 완료된 패킷은 애플리케이션으

로부터 전달받은 원본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

터베이스로 전달된다. 

③ ACFS 는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있다가, 접근통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달되는 패킷을 취득한다. 취

득된 패킷은 프로토콜 분석기를 통해 이더넷 프레임 

헤더, TCP 헤더, IP 헤더로부터 IP, Mac Addresss 를 추

출한 후, 사용자 인증을 거쳤는지 확인한다. 사용자 

인증인 안된 접근이면 그 즉시 차단시킨다. 정상적인 

접근으로 판단되면, 패킷으로부터 메시지를 추출하고 

일방향 해쉬함수를 통하여 인증코드를 생성한다. 

④ ACFS 는 메시지의 무결성 및 사용자 인증을 확인

하기 위해 CAA 에게 메시지에 대한 정보요청을 한다. 

⑤ CAA 는 ACFS 로부터의 메시지 정보 요청을 받고, 

메시지인증코드, 사용자 ID, 세션고유코드를 세션키 

암호화와 개인키 암호화화를 거쳐 ACFS 로 전달한다. 

⑥ ACFS 는 CAA 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인증코드와 

사용자 ID, 세션고유코드를 가지고 인증받은 접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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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메시지에 대한 무결성이 완료되면 쿼리분

석기를 통해 쿼리를 분석한다.  

⑦ ACFS 는 ACPR 로부터 접근통제정책을 수집 후, 

분석된 쿼리로부터 통제정책을 적용하여 결과에 따라 

작업허용 및 차단을 수행한다.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시도한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일련의 작업들은 

ACPR 에 기록된다. 

⑧ ACFS 로부터 작업이 완료된 패킷은 클라이언트에

서 전달받은 원본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

이스에 전달된다. 

⑨ 데이터베이스가 작업처리를 하고 결과를 클라이언

트에 전달할 때, ACFS 는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있다

가 패킷을 취득한다. 

⑩ 취득된 패킷은 프로토콜 분석기를 통하여 패킷을 

분석한다. 

⑪ 분석된 패킷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ACPR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⑫ ACPR 에 기록을 완료한 후, 패킷으로부터 데이터 

마스킹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한다. 해당 결과에 마

스킹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데이터 마스킹 작업

을 수행한다. 마스킹이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원본 

그대로 전달된다. 

⑬ 데이터 마스킹 작업이 완료된 패킷은 변경된 정보

를 가지고 패킷을 재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 전달한다. 

⑭ CAA 는 ACFS 로부터 전달받은 패킷을 취득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애플리케니션으로 보낸다. 

CAA 는 클라이언트에 위치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공개키인증과 데이터베이스로 수행되는 SQL 의 무결

성을 보장한다. ACFS 는 접근통제대상이 되는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 접근하는 패킷을 취득하여 무결성을 

검증하고, 패킷에 대한 접근통제정책을 적용하여 데

이터베이스로의 접근 허용 및 차단을 수행하게 된다. 

ACPR 은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접근통제정책과 로그인 

및 작업에 대한 모든 로그를 가진다. 

 

4. 구현 

본 논문에서는 상용 DBMS 인 오라클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를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중 네트워크상에서 패킷의 취득 및 데

이터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 Vadim V.Smirnov 가 개발

한 Windows Packet Filter Kit 을 이용한다. Windows 

Packet Filter Kit 은 윈도우의 TCP/IP Layer 와 Network 

Adapter 사이의 NDIS 후킹을 통하여 패킷을 취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다 [7]. 또한 취득된 SQL 의 파

싱을 위해서 sqlparser.com 의 General SQL Parser 를 이

용한다 [8]. 

 

(그림 3) CAA 실행 화면 

(그림 3) 은 CAA 가 서비스 형태로 실행된 모습이

다. 클라이언트에 위치하면서 사용자인증 및 메시지

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한다. 

 

(그림 4) ACFS 실행 화면 

(그림 4) 는 ACFS 가 서비스 형태로 실행된 모습이다. 

ACFS 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앞단에 위치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는 모든 패킷을 통제한다.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이 허용된 작업 이외에는 모든 작업

을 차단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요소의 하나로 데이터 마스킹을 제

안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결

과를 분석해서, 마스킹이 필요한 데이터인지를 판단한다. 

마스킹이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첫번째 문자만 ‘*’ 로 처

리하고, 나머지는 널 스티링으로 처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결과에 대해서 결과 데이터를 

암호화 하지 않고, 첫번째 문자에 대해서‘ *’  로 처

리하고, 나머지 길이에 대해서는 널스트링 처리를 한

다. 데이터 마스킹은 컬럼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숨기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암호화나 데이터 마스킹이나 그 목적을 이루

는데는 차이가 없다. 또한, 암호화된 데이터는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원래 데이터 길이보다 길어지는 경

우가 발생한다. 이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구조화한 프로토콜의 내용변경을 의미한다. 암호화로 

인해서 길이가 변경된다면, ACFS 에서 오라클의 프로

토콜에 맞도록 패킷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

는 비용이 든다. 또한 TCP 헤더의 페이로드 길이정보

도 변경되어야 한다. 이는 마스킹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단순히 첫문자의 ‘ *’  처리와 나머지 길이

의 널 스트링 처리 후 TCP 의 체크섬만 변경하는것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데이터 마스킹 방식을 채택하였다. 

클라이언트 테스트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적으로 유

명한 토드를 이용하였다. 마스킹 적용 컬럼으로는 

JUMIN_NO, ADDRESS, MOBILE_NO 를 선택하였다. 

 

(그림 5) 컬럼마스킹 적용 전 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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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은 제안된 보안모델 적용 전 토드에서의

SQL 수행 결과이다. 쿼리 결과로서, 모든 컬럼에 대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컬럼마스킹 적용 후 수행결과 

(그림 6) 는 제안된 보안모델 적용 후 토드에서의 

SQL 수행 결과이다. 쿼리 결과로서, JUMIN_NO, 

ADDRESS, MOBILE_NO 컬럼 데이터가 ‘ *’  처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접근통제방식과 데이터베이

스에서의 권한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를 비교

하였다. 비교방법은 임의의 DB 계정과, SQL 을 생성

하여 보안조건과 권한구분 항목을 두고, 일정건수의 

작업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비교 분

석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검출 비교 

접근건수 기존시스템 통제시스템보안조건 권한구분 

일반 

컬럼 

통제 

컬럼 

일반 

컬럼 

통제 

컬럼 

일반

컬럼

통제

컬럼

인가된 

User 

100 100     일반접근 

비인가된 

User 

100 100 100  100 100 

인가된 

User 

100 100     시간대별접근 

비인가된 

User 

100 100   100 100 

인가된 

User 

100 100   100 100 DB계정도용 

접근 

비인가된 

User 

100 100   100 100 

인가된 

User 

100 100   100 100 DB계정 / IP 

주소도용접근 

비인가된 

User 

100 100   100 100 

인가된 

User 

100 100    100 통제컬럼접근 

(데이터마스킹) 

비인가된 

User 

100 100    100 

 

<표 2> 에서의 비교 결과를 보면, 기존시스템의 경

우, 인가된 User 와 비인가된 User 의 구분없이 보안

조건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안된 

접근통제시스템의 경우, 보안조건에 대해서 정확한 

통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시간대별접근 보안조건을 

보면, 각 사용자별로 할당된 자료 접근 시간이외의 

접근에 대해서 접근통제를 정확히 수행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컬럼별 통제가 불가능한 일반 질의 도구

의 통제컬럼 접근인 경우에도, 데이터 마스킹이 수행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접

근을 통제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상의 패킷을 모니터링 

및 분석함으로써 접근통제을 구현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용자 정보의 위변

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키 인증방식을 사용하였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된 SQL 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인증 에이전트(CAA) 와 접근통제

방화벽시스템(ACFS) 사이에, 암호화된 SQL 의 인증코

드를 교환하였다. 또한, 강력한 컬럼별 접근통제정책

에 따른 SQL 작성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고, 권한별 

데이터 접근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스킹 기법

을 구현하였다. 이런 접근통제의 결과로 데이터베이

스 접근에 대한 모든 로그를 남김으로써, 사후추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향후에는, 데이터베

이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접근통제정책 수립과,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 강력한 접근통제을 완성시키기 위한 완벽

한 프로토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작

업수행의 성능향상을 위해서, 패킷 분석과 데이터 마

스킹에 대한 알고리즘의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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