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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비쿼터스 환경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서비스의 근 제어 역시 요한 문제로 

두되었다. 이러한 리 문제의 해결책  하나로 상황인지 역할기반 근제어(Context-Aware Role- 
Based Access Control, CA-RBAC)가 제안되어 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 까지의 연구를 보

면 CA-RBAC는 단일 사용자의 시간, 치 등 물리  상황만을 역할 부여의 조건으로 활용하는데 그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CA-RBAC에 권한 충돌 조정 기능을 용한 CA-RBAC을 보인다. 권한 

충돌 조정 기능은 동일한 물리  환경에서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들이 함께 행동하여 근 

불가능한 상에 근이 가능해지는 문제를 조정한다.   

1. 서론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 가운데 각 기기의 이용 권한 리 역시 요한 문제로 

두되었다. 그 리 문제의 해결책  하나로 역할기반 

근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 RBAC)가 제안되었

으나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 기존의 RBAC은 합

하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이 용되는 새로운 

근 제어 방식이 요구되었다[1]. 이러한 요구에 의해 제

안된 기법이 바로 CA-RBAC이다. CA-RBAC는 RBAC의 

역할 부여 조건으로 상황 조건을 추가한 근 제어 기법

이다[2]. CA-RBAC은 이 의 RBAC과는 달리 사용자의 

상황이 역할에 요구되는 조건에 충족되어야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그런데 기존 CA-RBAC이 고려하는 상황은 사용자가 

있는 치, 재의 시간, 온도, 습도 등 주로 물리  환경

에 한 상황이다. 기존의 CA-RBAC에는 사용자들 간의 

권한 충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서 치와 시간도 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다수의 사용

자가 상주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인 만큼 사용자간 권한 충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

음 (IITA-2009-(C1090-0902-0046)) 

돌 문제 역시 요한 요소이다. 사용자 A가 자신과 다른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 B와 같이 행동하는 경우 사용자 A

가 가진 권한 일부가 B에게도 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A의 권한을 잃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사용자들의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을 조정하는 CA-RBAC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기법

을 통해 사용자들은 주변의 물리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동일한 물리  환경에서 함께 행동하는 사용자들 간의 권

한 충돌 문제도 고려한 권한 리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를 

통해 RBAC과 이를 응용한 다양한 CA-RBAC을 설명한

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사용자간 권한 충돌 

조정 기법을 용한 CA-RBAC 시스템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 기법의 동작 흐름을 시 시나리오를 통

해 보이고,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에 해 논한다. 

2. 련 연구

2.1 역할기반 근 제어 (RBAC)

RBAC은 근 제어 방법  하나로 임의  근 제어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DAC)와 강제 근 제어 

(Mandatory Access Control, MAC)에 비해 정교하고 유

연하다. RBAC은 근 권한을 바로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제31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2009. 4)

- 881 -



(그림 1) 역할기반 근 제어

(그림 2) 상황인지 역할기반 근 제어 

(그림 3) 사용자간 권한 충돌 조정을 한 

CA-RBAC 

않고 역할에 할당한 후 그 역할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할은 조직과 련된 직무, 책임, 자격 등

을 나타낸다. 때문에 RBAC은 실로의 용이 용이할 뿐

만 아니라 권한의 변경사항에 있어서도 역할에 부여된 권

한을 조정하면 되므로 효율 인 리가 가능하다[3]. 그림 

1은 1996년 Ravi Sandhu가 제안한 RBAC 모델이다.

2.2 상황인지 역할기반 근 제어 (CA-RBAC)

CA-RBAC은 상황인지 기술을 역할기반 근 제어에 

용한 기법이다. 유비쿼터스 컴퓨  시스템은 상황인지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주변 상황을 악하여 자동으로 

합한 역할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게 된다[4]. 이러한 방식은 

시스템의 동 인 변화에 빠르게 반응 할 수 있다. 따라서 

CA-RBAC은 유비쿼터스 컴퓨  환경에서의 근 제어를 

기존의 근 제어보다 유연하게 처리하는 장 이 있다. 일

반으로 CA-RBAC 모델은 그림 2와 같지만 이외에도 다

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었다.

Maria Luisa Damiani가 연구한 GEO-RBAC는 치 기

반의 RBAC 이다. 도와 경도 표 , 주변의 지형지물, 지

역구 등을 통해 다양한 역할 부여 조건을 설정하여 사용

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5].

Muhammad Nabeel Tahir은 기존의 RBAC에 치 조

건과 목  조건을 추가한 Contextual RBAC 모델을 제안

하 다. 역할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의 목 과 치

를 고려하는 모델로 이 조건들을 계층화하여 조건의 표

을 다양화하 다[6].

이처럼 CA-RBAC에 한 연구는 사용자의 상황을 역

할 할당의 조건으로써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일 사용자의 시간, 공간 등의 물리  

상황만을 주로 고려하여 다른 사용자와의 계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사용자들 간

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계  상

황이 CA-RBAC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사용자간 권한 충돌 조정을 한 CA-RBAC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간의 권한 

충돌을 조정하는 상황인지 근 제어 기법을 설명한다. 본 

기법은 동일한 물리  환경에서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들이 함께 행동하여 생기는 권한 충돌 문제를 해결

한다.

3.1 구조도

본 은 사용자간 권한 충돌 조정 CA-RBAC의 구조를 

보인다.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CA-RBAC 구조는 2개의 리자와 4개의 장소로 구

성되어있다. 본 CA-RBAC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한

다. 하나는 사용자의 상황에 합한 역할을 사용자에게 부

여하는 역할 부여 기능이고,  하나는 사용자들 간의 권

한 충돌을 감지하여 이를 조정하는 권한 조정 기능이다. 

역할 부여 리자는 상황 제약 CA-RBAC의 역할 부여 

기능을 장하는 컴포 트이다. 역할 부여 리자는 사용

자의 상황 정보를 받아 이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역

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용자-역할 장소와 역할-상황 

장소, 그리고 역할-권한 장소를 통해 확인하여 합

한 역할과 그에 따른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사용자

-역할 장소는 각 사용자별로 할당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장하고, 역할-상황 장소는 각 역할이 활성화되기 

한 조건들을 장한다. 역할-권한 장소에는 각 역할이 

할당받은 권한들이 장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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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권한 충돌 조정 테이블

(그림 4) 권한 공유 시나리오

권한 조정 리자는 사용자 그룹의 상황을 체크하여 사

용자들의 권한 충돌을 해결하기 해 사용자들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공유하도록 만드는 컴포 트이다. 권한 조정 

리자는 사용자들의 활성화된 역할과 권한, 그리고 상황 

정보를 확인한 후 상황 제약 장소의 내용을 참조하여 

권한충돌을 처리한다. 상황 제약 장소에는 각 권한에 있

어 충돌하는 상황과 그에 한 처리 내용이 장된다. 표 

1은 상황 제약 장소의 테이블 내용으로 Permission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권한을, Context는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을, 그리고 Constraint는 권한 충돌 상황의 조정 방식

을 의미한다. 이 필드에는 CONSTRAINT 혹은 SHARE 

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다. CONSTRAINT는 해당 상황에

서 권한을 제한하라는 의미이고 SHARE는 권한을 공유하

라는 의미이다. 

3.2 권한 충돌 조정 알고리즘

본 은 권한들이 다른 사용자들이 함께 행동하는 것으

로 인해 충돌하는 상황을 권한 조정 리자가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보인다. 

Algorithm. Permission Conflict Control
INPUT UG, RPT, PCCT, CONTEXT_INFORMATION
OUTPUT none
BEGIN          
// 1. 권한 분석 :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 분석

  SET NEEDED_PERM = Extracted permission in    
CONTEXT_INFORNATION

 // 2. 권한 확인 : 역할 권한 테이블에서 각 사용자 역할이 NEEDED_PERM에  

입력된 권한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

  INIT PERM_USER
  INIT NOT_PERM_USER 
  FOR i=0 to the number of users in the group
    FOR j=0 to the number of Roles in RPT
      IF UG.USERi.ROLE = RPT.ROLEj  THEN 
        IF ROLEj include NEEDED_PERM  THEN 
          PERM_USER.add(i)   
        ELSE THEN
          NOT_PERM_USER.add(i)          
        END IF
      END IF
    END FOR
  END FOR
          
 // 3. 권한 조정 결정 : 권한 충돌 조정 테이블에서 현재 상황과 그에 대한 

권한의 조정 여부 확인

  INIT control
  FOR i=0 to the number  of  tuples in PCCT
    IF PCCT.TUPLEi.PERMISSION = NEEDED_PERM && 
PCCT.TUPLEj.CONTEXT = CONTEXT_INFORMATION  THEN 
      control = PCCT.TUPLEi.CONSTRAINT   
    END IF                           

  END FOR   
          
  // 4. 권한 조정 적용 : 권한 조정을 사용자 그룹에 적용

  IF control = CONSTRAINT  THEN
    Constraint NEEDED_PERM to PERM_USER
  ELSE IF control = SHARE  THEN
    Share NEEDED_PERM to NOT_PERM_USER
  END IF
END

(표 2) 권한 충돌 조정 알고리즘

권한 충돌 조정 알고리즘은 표 2와 같이 크게 네 단계

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권한 분석 단계로 입력 받은 상

황 정보 분석하여 해당 상황에 필요한 권한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권한 확인 단계이다. 리자는 역할-권

한 장소의 역할-권한 테이블(Role-Permission Table, 

RPT)을 통해 어떤 사용자의 역할이  상황에 필요한 권

한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한, 해당 권한을 소

유한 사용자와 그 지 않은 사용자를 분류한다. 세 번째 

단계는 권한 조정 결정 단계로 권한 충돌 조정 테이블

(Permission Conflict Control Table, PCCT)을 참조하여 

해당 권한을 재 상황에서 제한해야하는지 공유해야 하

는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은 권한 조정 용 단계로 권한 

조정 참조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 사용자 그룹

(User Group, UG)에 용한다. 

4. 동작 시나리오

본 장에서는 시를 들어 권한 공유와 권한 제한이 어

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보인다. 

4.1 권한 공유

그림 4의 권한 공유의 시나리오에서 보일 상황은 역할

이 “A회사 직원”인 U1이 역할이 “외부인”인 U2와 함께 

A회사에 출입하는 상황이다. 그림 4의 역할-권한 장소 

테이블을 보면 역할 “외부인”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하

지만 역할 “A회사 직원”인 사용자 U1이 U2와 함께 그룹

지어 행동할 경우 “A회사 직원”인 U1이 U2의 신원을 보

증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본 CA-RBAC 시스템은 

U2가 U1과 같이 행동하는 동안에는 U1의 “A회사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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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권한 제한 시나리오

권한을 U2와 공유하도록 설정한다.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다. 권한 조정 리자는 사용자 

U1과 U2의 역할, 그리고 재 상황 C1을 확인한다(U1, 

U2가 함께 A회사에 출입). 리자는 상황정보를 분석하여 

 상황을 발생하게 하는 권한 P1(A회사 출입)을 찾아낸

다(권한 분석). 다음으로 권한 P1이 U1, U2의 역할 “A회

사 직원”과 “외부인”에 속해있는지 역할-권한 테이블에서 

찾는다. 이 과정을 통해 P1이 U1의 역할 “A회사 직원”에 

있음이 확인된다(권한 확인). 이후 리자는 권한 충돌 조

정 테이블에서 P1의 튜 을 찾아 상황 C2에서 이 권한을 

공유하게 할지 혹은 제한할 지를 결정한다(권한 조정 결

정). 권한 충돌 조정 테이블에서 P1은 C1에서 함께 행동

하는 사용자와 공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권한 

조정 리자는 U1의 역할인 “A회사 직원”이 가지는 권한 

P1을 U2와 공유하도록 설정한다(권한 조정 용).

4.2 권한 제한

권한 제한 시나리오에서 시로 이용할 상황은 와 같

은 사용자 U1과 U2가 함께 A회사의 내부 문건을 참조하

는 상황이다. 기존의 CA-RBAC 시스템은 U1에 “A회사 

직원”이라는 역할이 부여되어있고 이 역할에는 “A회사 내

부 문건 참조” 권한이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이 상황에 

해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단할 것이다. 하지만 본 논

문의 CA-RBAC에서는 사용자들의 권한을 조정하기 때문

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권한 조정 리자가 그림 5

와 같은 순서로 U1의 권한을 제한하게 된다. 

권한 조정 리자는 사용자 U1과 U2의 역할, 그리고 

재 상황 C2를 확인한다. 리자는 상황정보를 분석하여 

 상황을 발생하게 하는 권한 P2(A회사 내부 문건 참조)

를 찾아낸다(권한 분석). 이 게 찾아진 권한을 역할-권한 

테이블안의 사용자들의 역할에서 찾는다. 이 과정을 통해 

P2가 사용자 U1의 역할 “A회사 직원”에 있음이 확인된다

(권한 확인). 이후 리자는 권한 충돌 조정 테이블에서 

P2의 튜 을 찾아 상황 C2에서 이 권한을 공유하게 할지 

혹은 제한할 지를 결정한다(권한 조정 결정). 권한 충돌 

조정 테이블에서 P2는 C2에서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나

와 있다. 따라서 권한 조정 리자는 U1의 역할인 “A회사 

직원”의 권한 P2를 비활성화 시킨다(권한 조정 용).

5. 결론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유비쿼터스 환경에 합한 CA-RBAC의 

용을 해 사용자들 간의 권한 충돌을 고려한 CA-RBAC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CA-RBAC 시스템을 통해 유비

쿼터스 컴퓨  시스템은 동일한 물리  환경에서 함께 행

동하는 사용자 간의 권한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향후 연구 과제로 기존의 RBAC의 역할, 권한 충돌 문

제에 한 연구들을 본 CA-RBAC 연구에 용하는 것이 

있다. 기존의 RBAC 권한 충돌 문제에 한 연구는 단일 

사용자의 권한 충돌 문제를 다룬다. 단일 사용자에 한 

문제를 다룬다는 에서는 다수 사용자 간의 권한 충돌 

문제를 다루는 본 연구와는 다르다. 하지만 권한 충돌 문

제를 다룬다는 에서 련이 있으므로 그 해결 방법들을 

연구하여 사용자간 권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하

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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