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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안은 비즈니스 성능에 있어 결정 인 문제 이지만 게 보안은 비즈니스 로세스 정의 후에 고

려된다. 많은 보안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업무 벨에 표 될 수 있다. 비즈니스 업무 모델은 그들이 

소 트웨어 디자인과 창조를 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소 트웨어 개발자를 

해 요하다. 게다가 비즈니스 업무의 모델링은 지휘와 비즈니스 운 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한 

심이다. 이 논문은 활동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안 한 비즈니스 업무를 모델링하기 한 UML 2.0 확장

을 설명한다. 형 인 건강 리 업무에 이 근을 용할 것이다.

1. 소개

   새로운 비즈니스 장에는 많은 참가자와 의사소통  

정보기술의 집  사용에 있어 기업은 그들의 사업을 확

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취약성도 증가시킨다. 결과 으

로 시스템 공격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침입

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컴퓨터와 그들의 시스

템은 가능한 최상의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장 최선의 보안은 반드시 완 한 보안을 의미하지 않고, 

주어진 한도 내에서의 고  보안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즈

니스 로세스는 비교를 유지하는 요소이다. 

   부분 비즈니스 로세서 도메인 문가는 보안 문

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기능의 정확한 방법 로세스 

모델링에 집 해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의 보안 요성

은 종종 무시된다. 일반 으로 보안은 시스템 정의 후에 

고려된다. 비즈니스 로세스 단계에서 흔히 보이는 고객

과 사용자가 보안 필요를 표 할 수 있고, 후에 비즈니스 

로세스의 보안 요구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연구 

 실험을 고려한다. 게다가 주요 기본에 동의하고 공통의 

목표로 일하는 사업안에 다른 많은 이해 계자들의 토론

을 진하기 때문에 소 트웨어 시스템 명세에 가능한 정

확해야 한다.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링은 몇 가지 언어와 

표기법이 있는데 UML(Unified Modeling Languag e)는 

리 인정된 표기법이다. 이  것들에 하여 UML 2.0의 

가장 요한 변화는 비즈니스 로세스 표 을 개선하는 

활동 다이어그램이다. 우리의 일은 비즈니스 분석가의 

에서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보안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는 UML 2.0 확장을 고려한다.

   우리의 제안은 MDA(model Driven Architecture) 근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UML을 이용하여 기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독립 인 명세를 실행 가능하도록 할 것

이다. 게다가 우리는 추상 인 보안 벨을 가진 요구사항

에 해서 두개의 다른 견해가 있다고 믿는다. 그들  하

나는 비즈니스 분석가와 련되어 있고 다른 것은 보안 

문가와 련되어 있다. 이 문서는 우리는 첫 번째 

인 비즈니스 분석가와 련이 깊다.

2. 비즈니스 과정의 안

   비즈니스 로세스 안 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두 가

지 문제 을 찾아냈다. 첫째, 일반 으로 보안 요구사항을 

지정하는 사람이 보안 요구사항 지정하는 신에 아키텍

쳐의 특정한 부분을 사용 지하도록 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보안에 해 만드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 보안을 응용 로그램의 실제 구 단계, 시스템 리

자 단계 는 통합되어 아웃소싱과 같이 고려되었다. 모델 

보안은 몇 가지 을 고려하는 근 방식을 제시한다.

   시스템 로세스 에서의 로세스 보안 정보에 

하여 정 이거나, 비즈니스 로세스에 연구되는 수명주기

로부터 보안 요구사항에 하여 동 , 그리고 추상화의 높

은 수 의 모든  통합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로세스와 비즈니스 로세스 에서 책임과 련되어 

있다. 게다가 시스템 개발 기 단계에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확립하고, 깔끔한 비즈니스 기 를 이끌어 내고, 보

안 요구사항 명세서처럼 합한 비즈니스 구조 망을 제

안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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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안 스테리오 타입을 포함한 UML 2.0확장

3. UML 2.0 활동다이어그램과 UML 2.0 확장

   UML 2.0은 구조와 행동에 한 설명으로 나 어진다. 

행동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 변화의 구조  

측면을 지정한다. UML은 활동, 상태, 상호작용의 세가지 

행동 모델을 가지고 있다. 활동이 다른 행동이 호출의 원

인인 것은 객체들 사이에 메시지 달의 상호작용을 설명

하고, 이벤트가 다른 행동의 호출과 객체의 상태 변화를 

어떻게 야기하는지 보여주는 상태머신이고, 다른 행동의 

호출을 해 입력과 출력 그리고 연속 인 활동  상태

에 을 맞춘다. UML 이  버 은 표 이 제한 이었

고, 모델링에 근함에 따라 객체에 응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다. 이제 도메인의 

다양한 종류와 교차하는 흐름 모델링 지원이 가능하다. 

acti vity는 컨트롤과 데이터 흐름 모델을 사용하여 종속 

동작 실행을 지정한다. 활동은 최후의 개인 인 활동을 결

심하는 다른 활동을 기원하는 계층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다. 활동 다이어그램 그래픽 표 은 노드의 결합과 우리

가 완 한 흐름 형태로 허용하는 연결이다. 다른 한편으로 

로필 패키지는 그것들을 다른 목 으로 응시키도록 

확장하는 존하는 meta-model로부터 메타클래스를 허용

하는 매커니즘을 표  한다. 로 일 매커니즘은 OMG   

Meta Object Facility(MOF)와 일치한다. UML 로 일

은 스테리오 타입  제약과 태그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테리오 타입은 이름과 기본 클래스에 의해 정의되는 

모델 요소이다. 제약은 제한을 나타내는 목 으로 스테리

오타입에 용된다. 태그값은 스테리오 타입, 이름 으로 

열거에 할당되는 meta-attribute에 추가된다. 

4.  보안 요구사항을 가진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

링을 한 UML 2.0 확장

   우리의 제안은 활동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비즈니스 

로세스에서 비즈니스 분석가가 보안 요구사항 연결하는 

것을 허용한다. 보안 분석가에 의해서 차후에 보완되는 것

을 가지고 있을 보안 요구사항 명세서의 첫 번째 부분이

다. 두 가지 은 우리가 비즈니스 로세스 보안 요구

사항 명세서를 풍부하게 알려 다.

  그림1은 보안 활동 명세서를 한 스테리오 타입으로 

UML 2.0 meta-model 확장 보여 다. Secure Activity는 

Activity에서 생된 스테리오 타입이다. «SecureActivity»

은 보안 요구 스테리오 타입과 강하게 연 된다. «Securit 

yRequirement»은 «SecureActivity»와 연 계를 가지고 

있다. «SecurityRequirement»를 한 제시한 표기법은 우

리가 지정된 타입의 요구사항 유형을 확인하는 것을 허용

할 것을 추가해서 써 넣어야 한다. 

   «SecurityRequirement»에서 생된 스테리오 타입은 

활동 다이어그램 요소에 추가될 수 있다. 어느 보안 요구

사항(NR, AD, I, P or AC)은 활동 다이어그램 요소에 추

가될 수 있다.(표1 참고) 를 들어 «Integrity»요구 사항

은 데이터 장소, 흐름 제어 는 객체 흐름에 지정될 수 

있다. «SecurityRole» 와 «Security Permissions»은 둘다 

UML 2.0 활동 다이어그램 요소에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

에 다른 방법으로 연 된다. 를 들어 «SecurityRole»은 

활동, 분할 는 지역별 명세서에서 얻어질 수 있지만,  

활동 다이어그램 요소에 명백한 방법으로 지정되지 않는

다. «SecurityPermission»은 권한은 연 되어 있는 각 활

동 다이어그램 요소에 의지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스 이

다. 를 들어, 활동 개체는 실행이나 실행 검사 작업은 

지정되어야 한다.(표3 참조)

 활동 다이어그램의 견제를 한 UML 2.0 요소

 Activity
Activity

Partition

Interruptible   

Activity Region
Action

Data

StoreNode

Object

Flow

Nonrepudiation

(NR)
     √

AttackHarmDetection 

(AD)
√ √ √ √ √ √

Integrity (I)     √ √

Privacy (P)  √     

AccessControl (AC) √ √ √    

Security Role √ √ √    

SecurityPermissions    √ √ √

<표 1> 보안 명세서와 활동 다이어그램 요소

 

 추가 으로 우리는 약간의 새로운 태그값이 정의된 데이

터 타입 정의가 필요하다. 표2는 새로운 데이터 스테리오 

타입 명세를 보여  것이다. 모든 새로운 데이터 타입은 

열거 클래스에서 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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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ttackHarmDetection
표기법

Base Class SecurityRequiment

[설명]

공격 손상의 시도 는 성공이 감지되고, 등록되고 알려

지는 정도를 가리킨다. 검사 요구사항은 코멘트에 표기

될 수 있다.

[제약] 표1의에 표기된 다이어그램 요소만 지정할 수 있다.

Name Integrity

표기법Base Class SecurityRequiment

[설명]

계획되고 비 허가된 타락의 보호 정도를 설정한다. 

요소는 고의 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된다.

검사 요구사항은 코멘트에 표기될 수 있다.

[제약]
표1의에 표기된 다이어그램 요소만 지정할 수 있다.

보호 등 은 PDI 태그 값에 따라서 소문자로 추가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Name Privacy
표기법

Base Class SecurityRequiment

[설명]

허가되지 않은 민감한 정보를 얻기 해 피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정보를 가리킨다. 검사 요구사항은 코멘트에 

에 표기될 수 있다.

[제약]

 표1의에 표기된 다이어그램 요소만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요구사항은 하나의 보안 역할 명세서를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 타입

은 Pv 태그 값에 따라서 소문자로 추가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타입이 

기입되지 않으면 익명과 기 로 고려된다.

Name AccessControl

표기법Base Class SecurityRequiment

[설명]

활동다이어그램에서 특정 구성요소에 한 엑세스 정의 

 엑세스 메커니즘(신원확인, 인증  권한)을 설정한

다. 검사 요구사항은 코멘트에 에 표기될 수 있다.

[제약]
 표1에 표기된 다이어그램 요소만 지정할 수 있다.

 어도 하나의 보안 역할을 지정해야만 유효하다.

<표 4> 보안 요구사항을 한 스테리오 타입 명세서

이름 설명 련 가치

SecReqType

보안 요구사항의 유형을 표한다.

비거 , 공격/해, 무결성, 기 성 는 

근제한 지정되어야 한다.

NR, AD, I, P, AC

PerOperations

활동 다이어그램에 있는 목표에 가능한 연산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다.

이 연산들은 목표에 부여되는 허가와 련 있다.

Execution, CheckExecution, 

Update,

Create, Read, Delete, 

SendReceive,

CheckSendReceive

ProtectDegree
강조를 표하는 수 이다.

은 low(l), medium(m), 는 high(h) 일 수 있다.
l, m, h

PrivacyType 익명(a) 는 기 성(c)으로 이루어져 있다. a,c

AuditingValues
비즈니스 로세스에 있는 보안 요구사항 명세서와 

련 있는 다른 보안 이벤트를 표한다.

ElementName, SourceName, 

DestinationName, 

DateTimeSend, 

DateTimeReceive, Date, 

Time, 

RoleName

<표 2> 새로운 데이터 타입

Name :  SecureActivity

Base Class :  Activity

 Secure Activity는 요구사항, 역할식별, 권한과

연 된 보안 명세를 포함하고 있다.

[제약조건] 어도 하나의 SecurityRequiment 와 연 되어 있어야 한다.

Name :  SecurityRole

Base Class :  Actor

         (fromUseCase)

역할 명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역할은 엑세스 제어  개인 정보 사양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제약조건]

보안 역할은 stereotype의 역할에서 얻을 수 있다. : Activity, 

엑세스 제어 명세서와 연 되어 있어야 하며 보안  보안 권한과

연 될 수 있다.

Name :  SecurityPermission

Base Class :  Element

           (fromKernel)

권한 명세서를 포함한다.

권한 명세서는 목표와 연 된 방법의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약조건]
보안 역할 명세서와 연 되어야 한다.

목표와 운 의 을 지정해야 한다.

Name :  

SecurityRequirement

Base Class :  Element

           (fromKernel)

보안 요구 명세서를 포함하는 추상 클래스.

각 보안 요구사항 타입은 몇가지의 하  클래스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약조건]

보안 요구사항은 보안 활동과 연 되어야 한다.

표기법은 각 보안 요구사항에 한 하  클래

스 명세서에 완료되어야 한다. 하나의 보안 요

구사항 타입을 사용해야 한다.

표기법

Name Nonrepudiation
표기법

Base Class SecurityRequiment

[설명]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을 거부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검사 요구사항은 코멘트에 에 

표기될 수 있다.

[제약조건]  표1의에 표기된 다이어그램 요소만 지정할 수 있다.

<표 3> 보안 활동과 보안 요구사항 스테리오타입들

5. 

   건강 리 기 에서 형 인 환자의 입원 비즈니스 

로세스를 설명한다. 환자, 리 역과 의학 역에 따라 

분석 하 다.

(그림 2) 의료기 에 있는 환자의 입회

   비즈니스 분석가는 안 의 몇몇의 측면을 고려했다. 그

/그녀는 환자에 하여 고도 기  정보의 노출 방지 목표

와 더불어 활동 분할 “환자”를 해 기 성을 지정했다. 

«Nonrepudiation» 는 활동 “입원 요구사항” 행동, “보험 

정보 수집” 과 “임상 자료 체크” “입원 요구사항” 가입 거

부 회피의 목 으로 가는 흐름 제어에 정의되어 있다. 

«AccessControl»은 방해 활동 역에 정의되어 있다. «Se 

curityRole» 은 명세서에 생될 수 있다. 입원/회계 역할

이 될 것이다. 방해되는 모든 목 은 권한 명세서에 반드

시 고려해야 한다.(표5 참조) 이것은 역할 이름, 시간 그리

고 방해 역과 련 있는 모든 이벤트 등록해야만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무결성 요구사항은 “임상 정보” 데이터 

장 명세서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분석가는 요

구사항을 감사와 함께 공격 탐지를 지정했다. 공격의 성공 

혹은 손상의 시도와 련된 모든 이벤트는 등록된다.(이름

은 이 경우에 임상정보, 날짜와 시간이다.)

 권한

권한 객체 연산

입원 / 회계
Action

보험정보 수집

비용 정보 입력

임상 자료 체크

빈 임상 데이터 생성

Execution

CheckExecution

Execution

Execution

DataStoreNode Accounting Data Update

<표 5> «SecurityRole» 과 «SecurityPermission» 명세서

6. 결론  지속 인 작업

   활동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비즈니스 로세스를 표

하기 해 개선한 UML 2.0버 은 소 트웨어 개발 기 

단계부터 시스템 보안 요구사항을 통합 기회 측면을 제공

한다. 비즈니스 분석가의 풍부한 표 의 범 를 증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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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다이어그램의 보안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것을 허용

하는 UML 2.0 확장을 제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장 구체

인 모델에 모델을 변환하는 MDA(Model Driven 

Architec ture) 근 방식을 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의 작업은 격 규칙과 OCL에 보완하기 하여 UML 확

장 명세서를 개량하는 보안 요구사항 명세서의 질을 높이

는 것을 지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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