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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11-6-28

계층트리를 이용하는 의미적 접근제어 방식

A Method for Semantic Access Control 

using Hierarchy Tree

강우준*

Woo-Jun Kang

요  약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술은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접근제어방식을 확장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요소의 의미적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제약조건과 질의 제약조건이 구문적
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안요소의 의미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안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접근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의미적 보안정책 집행을 위해 시멘틱 트리계층 구조 상에서 이들 간의 의미적 함의관계를 이용하고 또한 함
의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과도한 권한부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제안방식을 구현하는 프로토타입 시스템
의 구조와 성능평가를 통해 다른 접근제어 방식들과 비교한다. 

Abstract  For advanced database security, various researches and challenges are being done to keep pace with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We suggests new extended access control that make it possible to conform security 
policies even with uncertain context and purpose. There may be a discrepancy between the syntactic phrase in 
security policies and that in queries, called semantic gap problem. New access control derive semantic implications 
from context and purpose hierarchy tree and control the exceed privileges using semantic gap factor calculating 
the degree of the discrepancy. And then, We illustrate prototype system architecture and show performance 
comparison with existing access contro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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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비쿼터스 기술[1], 상황인지 기술[2], 시멘틱웹[3]과 같

은 새로운 정보기술들이 지속 으로 제안, 개발되고 있

고 이러한 기술 발 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 근과 획득 

방식이 이 보다 다양하고 용이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인 근주체로 하여  이 보다 더 나은 

성능의 도구를 사용하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의 

안 과 개인의 사  자유 역에 심각한 을 가하고 

있다. 개인정보[4]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  지

, 신분 등에 한 사실, 단,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한 정보로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

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를 말한다. 컨 , 개인이 언제 어디서 구를 만나 무엇

을 하 는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구와 어

떠한 내용의 융거래를 하 는지, 어떤 질병 이력을 가

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들이다. 이러한 수많은 개인정보

가 정부나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쉽게 수집, 축 ,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게 증가하는 보안 에 

응하기 한 기술  데이터베이스 보안기술로 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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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Access Control)가 있다. 재 새로운 컴퓨  환경에 

응하기 해 통  근제어를 확장한 상황인지 근

제어, 개인정보보호 근제어, 그리고 XML 근제어[5]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근제어 방식에서는 어떤 근주체가 어떤 근 상

에 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책 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하고 명시된 정책에 근거해 근을 통

제하는 정책집행 기법이 요구된다. 통 인 방식에서는 

보안정책 상에 명시되는 정보와 집행에 필요한 정보들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 명확하게 정책집행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나 클라우딩 컴퓨 과 같

은 새로운 정보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들에 불확실성[6,7,8]이 존재하게 되었고, 불확실성이 

내재된 정보에 한 근제어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책집행에 있어 필요 정보인 상황(context)과 목

(purpose)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반  는 제거하는 방

법,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차별화

된 데이터 공개 방식 그리고 기존 근제어 기법과 통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에 

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불확정 상황과 불확정 목 을 의미

으로 처리하기 해 이 에 제안했던 상황인지 근제어
[참1]와 개인정보보호를 통합한 근제어 모델을 제시한

다. 통합모델은 상황과 목 이 통합되어 운 되며, 상황

과 목 의 개념  의미를 기반으로 의미  정책집행을 

수행한다. 여기서 의미  정책집행이란 보안정책에 의해 

명시된 상황제약조건이나 목 제약조건의 구문이 질의

에 수반되는 상황제약조건이나 목 제약조건의 구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 

상황과 목 에 한 의미  정책집행을 해 통합모

델에서는 이  연구[참1]에서 제안했던 트리 계층구조 상

에서 이들 간의 의미  함축 계를 이용하는 방식과 의

미  함축에 의해 래될 수 있는 과도한 권한부여를 방

지하기 한 의미 차 측정인수 SG 를 이용한다. SG는 상

황과 목  개념 간의 의미 차를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

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리 정의된 시스템 정의 임계

치 범  내에서만 함의에 의한 권한부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안하는 의미  근제어 방식은 불확실성이 본질

으로 내재될 수 있는 모바일, 유비쿼터스, 클라우딩 그리

고  상황인지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경지식이 

되는 역할기반 근제어,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연구들

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의미  근제어 모델

의 정의와 의미  정책집행을 한 개념, 계층구조, 알고

리즘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기존 근제어 모델들

과의 비교를 해 성능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

론을 맺는다.

Ⅱ. 배경지식

1.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역할기반 근제어 모델[9]은 3-튜  <R, O, T>로 구

성된다.  R은 특정 조직의 역할을 나타내며 트리 형태의 

계층구조로 조직화되어 리된다. O는 근 상, 즉 데

이터를 나타내며, T는 데이터에 용되는 읽기, 쓰기, 생

성, 삭제 등의 트랜잭션이나 연산을 표시한다. 사용자, 

로세스 그리고 에이 트 등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를 요

청할 수 있는 객체라면 어떤 것이든 근주체가 될 수 있

으며, 주체는 로그인, 핸드쉐이크 등의 개시 메시지를 통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세션을 활성화시키며 활성화된 세

션에서 한 역할에 할당되어 법한 트랜잭션을 수행

하게 된다. 주체에게 할당되는 역할은 역할계층에서 함

축을 통하여 하 역할의 권한까지도 암시 으로 갖도록 

한다. 역할사상 AR(S)는 주체 S가 특정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의 집합을 나타내고, 역할에 한 권한할

당 AT(R)은 역할 R에 허용되는 연산들의 집합을 나타낸다. 

정책 집행은 주체와 역할의 사상, 역할과 권한의 사상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만약 특정 사용자에 

한 역할할당 AR(S) 와 역할에 한 권한할당 AT(R) 

이 주어질 때, 조건 '∃role R:  R∈AR(S) and T∈

AT(R)' 을 만족할 때 S 가 데이터 O 에 해 T 를 인가 

받는다. 

2. 개인정보 보호(Privacy-Preserving)

개인정보보호[4]에 있어 주체는 개인정보 소유자

(privacy owner), 개인정보 제공자(privacy provider), 개

인정보 사용자(privacy user)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정

보 소유자가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최 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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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신의 선호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때 제공

자의 개인정보 정책과의 충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제공자의 장 장소에 장된다. 

사용자가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필요로 이유 즉, 목

이 첨부된 요구 질의를 하면 제공자는 해당 목 과 요구

되는 개인정보가 소유자 선호와 부합될 때에만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주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목

으로 사용될 지를 기술한다. 결론 으로 목 이라는 요

소가 개인정보보호 모델에 있어 심 개념이 되는 것이

다. 개인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해서는 

모든 근 시도가 제공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정책을 

수해야만 한다. 형 인 개인정보 정책은 특정 데이터

에 한 보존기한, 의무규정, 목 을 포함한다. 여기서 보

존기한은 얼마나 오랫동안 데이터가 유효한 지를 나타내

고 의무규정은 데이터에 한 근이 인가되고 난 후에 

취해져야 하는 사후 동의나 사후 통지 등의 활동을 나타

낸다. 하지만 직 으로 데이터에 한 근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목 이기 때문에 

의 모델 구성요소들  목 이 가장 요하다. 일반 인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목 은 역할기반 근제어의 역할

과 같이 그들 간에 계층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일반 인 구조는 그림 1과 같

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에서는 소유자선호와 제공자의 

정책 충돌을 감지하여 상을 유도하고 상된 정책과 

선호를 장한 후, 개인정보 요청 질의 시 이를 바탕으로 

정책집행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에 한 요청질의에 해

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를 한 일

반 인 방식으로는 W3C에서 제안한 P3P 권고[21]가 있

다. 이것은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기계가 읽

을 수 있는 형식으로 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

여  자신의 개인정보 선호를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 정

책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P3P는 기업이 개인

정보보호에 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기능들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P3P 집행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해 개인정보보존 근제

어 모델에 한 연구[3,4,10,11]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조  
Fig. 1. Privacy-preserving System Architecture

Ⅲ. 의미적 접근제어

유비쿼터스, 상황인지 그리고 시멘틱 웹 등 다양한 정

보기술 패러다임의 등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 정보

와 개인정보에 한 보안의 필요성 한 가 시키고 있

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한 정보보호 기술로써 최근 

근제어와 개인정보보호 기술이 집 으로 연구되고 있

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근제어와 개인정보보호

가 비슷한 개념과 처리방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모델로만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황인지 근제어와 개인정보보호를 

통합한 모델을 제시한다. 근제어에서의 상황인지와 개

인정보보호에서의 목 이 통합되어 운 되며, 상황과 목

의 개념  의미를 기반으로 의미  정책집행이 가능하

도록 한다. 여기서 의미  정책집행이란 보안정책에 의

해 명시된 상황제약조건이나 목 제약조건의 구문이 질

의에 수반되는 상황제약조건이나 목 제약조건의 구문

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

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

상황과 목 에 한 의미  정책집행을 해 통합모

델에서는 계층트리 상에서 이들 간의 의미  함축 계

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한 의미  함축에 의해 

래될 수 있는 과도한 권한부여를 방지하기 한 방법

을 제시한다. 과도한 권한부여를 제어하기 해서는 상

황개념이나 목 개념 간의 의미 차를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수를 정의하고 이 인수를 기반으로 시스템 정

의 임계값을 설정하여 제한된 범  내에서 의미  함축

에 의한 권한부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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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모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모델을 통합함에 있어

서 의무규정과 보존기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보존기한은 근제어 외 인 인증과 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근제어 모델로 통합 시에는 복잡성을 가 시

키며, 원래 의도 되었던 상황인지, 개인정보보호, 근제

어의 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요 쟁 이 아니라

고 단했기 때문이다. 

1. 의미적 접근제어 모델

제안하는 의미  근제어(Semantic Access Control) 

모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1. (SAC 모델) SAC 모델은 은 5-튜  <S, O, A, 

C, P>로 정의된다. S(Subject)는 주체 는 주체의 속

성 을 나타내고 O(Object)는 근 상이 되는 상으로

서 주로 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데이터나 는 

XML 데이터를 나타낸다. A(Action)는 주체가 상에 

행할 수 있는 연산을 나타내며, 이는 다시 2-튜  

<sign, operation> 로 정의된다. 여기서, sign이 + 이면 

허용규칙을 – 이면 지규칙 임을 표시한다. operation

은 create, delete, read, write 등의 연산을 나타낸다. 

C(Context)는 주체나 시스템 차원의 상황정보를 나타

내며 논리 로 표 된다. P(Purpose)는 주체가 상에 

근하는 이유 즉 목 을 나타낸다. 주체는 주체속성으

로 구성되는 계층구조를 가지며 목 과 연 된다. 목  

한 하 목 과 상 목 으로 구성되는 계층구조를 

갖는다

개인정보보호가 용되지 않는 경우, 즉 근요청에 

목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비하여 목 에 

기치인 'General Purpose' 를 둠으로써 일반 인 근제

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델 요소 S, C, P는 

계층구조로 조직하여 함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 다. 

각 모델 요소의 계층구조는 온톨로지로부터 추출되거나 

보안 리자에 의해 정책 으로 구축될 수 있다. 보안정

책의 보다 효율 인 운용, 리를 해 상황 요소뿐 아니

라 제안모델의 모든 요소에 해 의미  계층구조를 

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무 많은 정책충돌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비용이 커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

안모델에서 상황 C와 목  P에 한 의미  계층구조만

을 고려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  개인정보보호를 제안하는 의미

 근제어 모델에 통합하기 해 이  의미  상황인

지 근제어 연구
[10]에서 제안되었던 정의와  개념들을 

목 기반 근제어 방식
[11]을 기반으로 확장한다. 기본

인 정의들과 개념들은 이 과 유사하므로 간단히 개념만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의미 차의 개념을 용하여 목

에 한 의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한 정의와 

개념들을 주로 설명한다. 

2. 목적 제약조건의 평가와 집행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요한 모델요소는 목 이

다. 목 은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한 이유를 나타낸다. 

목 집합 P 는 트리 형태의 계층구조로 조직되고 이를 

목 계층트리 PT라 한다. Byun[11]에서 발췌한 그림 2는 

목 계층트리의 한 를 보여 다.

그림 2. 목적계층트리의 예  
Fig. 2. Example of purpose hierarchy tree

상황정책에서와 동일하게, 특정 데이터에 해 개인정

보 정책에 의해 허용되는 목 이 해당 데이터에 근하

는 목 을 명시 으로 포함하거나 암묵 으로 포함하면 

근은 허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정책에 의해 데이터

와 연 되어 데이터 근을 제어하기 한 목 을 정책

목 PP라 하고, 데이터 근 시의 목 을 질의목  QP

라 한다. 정책목  PP 는 다시 2-튜  < PPP, NPP > 로 

구성되는데, 허용정책목  PPP 는 허용규칙이 용되는 

목 들로 구성되는 집합이며 지정책목  NPP는 지

규칙이 용되는 목 들로 구성되는 집합이다. 함축정책

목 은 PP*로 표시되며 상황정책에서와 유사하게 

'DSC(PPP)-LNG(NPP)' 로 구한다. DSC(PPP)는 명시

된 허용정책목 의 후손목 들을 구하며, LNG(NPP)는 

지정책목 의 조상목 과 후손목  모두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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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그림 2에서 정책목  QP가 <{Admin, Direct}, 

{D-Email}> 라고 하면, DSC(PPP) = DSC(Admin) ∪ 

DSC(Direct)  =  {Admin, Profiling, Analysis, Direct, 

D-Email, D-Phone, Special-Offers, Service-Updates}

가 되며, LNG(NPP) = DSC(D-Email) ∪ ASC(D-Email) 

= {D-Email, Special-Offers, Service-Updates, D-Email, 

Direct, Marketing, General-Purpose}가 된다. 따라서 

QP*는 DSC(PPP) - LNG(PIG) 인 {Admin, Profiling, 

Analysis}가 된다.

데이터에 한 정책집행은 상황인지에서와 유사하게 

질의에 수반되는 질의목 이 정책목 을 수 할 때, 즉 

PP ∈ QP*이면 해당 데이터에 한 근을 허용한다. 질

의목 은 실제 데이터를 근하는 이유이며 실제 데이터 

근이 요청되었을 때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근요청에 해 허가인지 지인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질의목 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요한 

문제이다. 

시스템이 질의목 을 결정하기 한 가능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사용자가 근요청 시 질의목

을 명시 으로 밝히는 방법이다. 이것은 단순하고 구

하기 쉬운 장 이 있지만 사용자에 한 신뢰가 요구

되고 체 시스템의 신뢰가 확신할 수 없는 사용자의 신

뢰에 의존한다는 단 이 있다. 둘째, 사용자가 근요청

의 도구로써 사용하는 모든 응용과 장 로시 에 해 

질의목 을 사 에 등록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질

의목 이 할당된 기능들만이 실행될 수 있다 는 것을 보

장하는 장 을 갖는 반면 복잡하고 다양한 질의목 을 

하게 처리할 수 없는 단 을 갖는다. 끝으로 질의목

이 시스템에 의해 동 으로 결정되는 방법이 있다. 

를 들어 선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이 고객의 주소에 

해 일반 근무시간에 정해진 응용 로그램을 사용하여 

근요청을 한다고 하자. 이때 시스템은 업무, 역할, 데이터

특성, 응용식별번호, 요청시간 등과 같은 상황정보를 이

용하여 질의목 이 선 이라는 것을 하게 추론할 수 

있다. 이의 구 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은 정확하고 효율

으로 질의목 을 추론하는 것이 재의 기술로는 어렵

다는 것이다. 본 제안에서는 Byun[11]에서와 같이 질의목

을 명시 으로 밝히는 방식을 이용한다.  

상황을 제약조건으로만 처리하면 되는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를 한 목 은 제약조건으로써의 처리뿐 

만 아니라 근 상 데이터에 해당 데이터가 사용되는 

목 을 같이 표시해 주어야만 한다. 근 상이 계형 

데이터 모델의 데이터라며, 정책목 은 데이터의 구조 

수 에 따라 릴 이션, 튜 , 애트리뷰트, 엘리먼트 별로 

표시될 수 있고, XML 데이터모델
[5]이라면 문서타입

(DTD 는 XML Schema), 해당 타입의 인스턴스, 그리

고 인스턴스 내에서의 엘리먼트와 서 엘리먼트 라는 구

조 수 에 따라 목 이 표시될 수 있다.

개인정보 소유자(Owner)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외부 주체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꺼려한다. 반면에 개인정보 제공자(Provider)와 개

인정보 사용자(User)는 업무수행과 연구조사를 해 개

인정보를 사용하기 원한다. 를 들어 계형 데이터로

써 이름, 신용정보, 상품, 구입일자를 세부항목으로 하는 

구매내역 튜 이 있다고 하자. 이 튜 은 세부항목으로 

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의 고객들은 자

신의 구매내역이 제 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다. 신

용정보를 제외한 세부항목인 이름, 상품, 구입일자는 기

업이 고객의 취향이나 매 패턴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정보들이다. 하지만 데이터의 공개 단 가 튜

로 한정되어 있다면, 동일한 튜 에 신용정보와 같은 민

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세부항목들이 

공개되지 못한다.

고객들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제공된 데이터를 최 한 

이용하기 해서는 데이터 이블의 정도가 세 해야 한

다. 즉, 데이터에 한 정책목  할당이 가장 세 한 수

까지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들은 그 자체

가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수  이블

링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를 들어 주소라는 데이

터는 도, 시, 구, 동, 우편번호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이

다. 보통 고객들은 주소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별로 근

을 허용하거나 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라는 체 항

목에 해 근을 허용하거나 지하기를 원한다. 이 경

우에 세 수  이블링을 용하면 동일한 정책목 을 

세부항목 별로 반복 으로 명시해야 하는 문제 이 발생

한다. 

, 어떤 데이터 항목은 공공의 이익이나 한 기업

활동을 해 정보제공자의 동의 여부와는 계없이 강제

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를 들어 '주문

(주문번호, 고객번호, 상품, 신용카드번호, 거래일,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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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라는 정보는 정상 인 기업활동을 해서 반드시 

근이 허가되어야 하므로 정보제공자인 고객에게 공개 

여부에 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체 릴

이션에 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최소권한의 

원칙을 배하게 됨으로 이 경우에는 애트리뷰트 별로 

정책목 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 경우에

는 '신용카드번호' 애트리뷰트에 해서만 강제 으로 

정책목 을 용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릴 이션 체

에 해 동일한 정책목 이 기술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릴 이션의 정보가 부분 으로는 유용하지 않고 

체 으로 공개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경우이다. 를 

들어 ' 근로그(고객번호, 날짜, 시간, 요청데이터)' 정보

는 부분 으로는 의미가 없고 체가 공개되어야만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체 릴 이션에 동일한 정책목

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에서 언 한 모든 경우에 

처하기 해서는 릴 이션, 튜 , 애트리뷰트, 엘리먼

트 수 의 이블링이 모두 가능한 모델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의 2. (릴 이션, 튜 , 애트리뷰트, 엘리먼트) 통

인 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는 릴 이션으

로 장된다. 릴 이션은 스키마와 인스턴스로 구성된

다. 불변  상태의 릴 이션 스키마 R(A1,…,An)에서 

R은 릴 이션의 이름, Ai는 도메인 Di상의 애트리뷰트, 

ATT(R)은 R에 포함된 모든 애트리뷰트의 집합을 나

타낸다. 가변  상태의 릴 이션 인스턴스 ri는 스키만 

R에서 정의되며, (a1,...,an)형태의 서로 상이한 튜 들

로 구성된다. 여기서 ai는 도메인 Di의 한 원소로써 속

성값을 나타낸다. 

정의 3. (정책목  이블링) PT를 목 계층트리, P를 

PT 상의 목 들의 집합, QP를 모든 가능한 정책목

들의 집합, R(A1,…,An)를 릴 이션이라고 하자. 데이

터 이블링 모델은 정책목 과 릴 이션 R 을 다음 4

가지 형태  하나의 형태로 연 시킬 수 있다.  (1) 릴

이션 기반 <R, QP> (2) 애트리뷰트 기반 <Ai,QPi>

여기서 Ai∈ATT(R) 그리고 QPi∈ QP 이다 (3) 튜  

기반 RTU(A1,…,An,L)여기서 L은 도메인으로 QP를 

갖는 컬럼이고 R = ∏(A1, …, An) RTU 이다 (4) 엘리

먼트 기반 REL(A1,L1,A2,L2,…,An,Ln)여기서 Li는 도

메인으로 QP를 갖는 컬럼이고 R = ∏(A1, …, An) 

REL 이다.

이러한 데이터 이블링이 고려된 의미  목 제약 

평가 알고리즘을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의미적 목적제약 평가 알고리즘
Fig. 3. Algorithm SPCE for evaluation of semantic 

purpose constraints 

3. 기존 접근제어 방식과의 비교

제안 모델과 기존 모델의 비교를 그림 4에 제시하

다. 역할기반 근제어 RBAC[9]는 주체에 해 역할계층

구조를 지원하며, 콘텐츠기반 근제어 CBAC[12]은  객체

의 콘텐츠 타입에 따른 계층구조를 지원한다. 

DAFMAT[13]은 비결정 오토마타를 이용한 응  상

황인지를 지원하며, 일반화 근제어 GRBAC[14]은 주체

와 객체에 해 그룹화 만을 지원하고 그룹 간의 계층구

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황에 해 환경 역활에 

따른 계층구조를 지원한다. 

그림 4. 제안모델과 기존모델의 비교
Fig. 4. Compasion suggested model with existing 

models

Author-X[15]는 주체에 해 신임 타입에 따른 계층구

조를 지원하며 객체에 해서는 XML 데이터의 타입과 

인스턴스에 따른 계층구조를 지원한다. 개념  근제어 

CLAC[16]는 객체에 해 계층구조를 지원하나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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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의 함축제한은 지원하지 않는다. 목 기반 근제

어 PBAC[11]는 주체에 해 주체속성에따르는계층구조

와목 에 한계층구조를지원하나계층구조상에서의함축

제한은지원하지않는다. 제안하는 의미  근제어 SAC 

는 주체와 객체에 한 계층구조를 명시 으로는 지원하

지 않으나 기존 근제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원 가

능하도록 쉽게 확장할 수 있으며, 상황과 목 에 한 계

층구조를 지원하며, 한 계층구조 상에서의 함축제한을 

지원한다. 

제안 모델이 기존 모델과 차별되는 특징은 계층구조

를 이용하여 상황과 목 을 통합하며, 계층구조 상에서

의 함축에 따른 권한 에 있어 보안 요구사항인 기

성과 가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량  함축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이다. 

4.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조

제안하는 통합모델을 구 하는 로토타입 시스템의 

체 구조는 그림 5와 같다. 통신인터페이스 모듈

(Communication Interface) 에서 구동되는 에이 트는 

상황정보와 그것의 온톨로지 정보를 상황 미들웨어로부

터 수집, 통합한다. 에이젼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상황정

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 요청 방식으로 상

황에 한 질의가 요청될 때 에이 트가 미들웨어로부터 

해당 상황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구독 방

식으로 에이 트가 자신이 리하는 상황을 미리 미들웨

어에 등록하고 상황이나 온톨로지가 갱신되었을 때 미들

웨어가 해당 에이 트로 갱신된 상황을 송하는 방식이다.

그림 5. 제안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조
Fig. 5. Supposed prototype system architecture

본 구 에서는 질의에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을 직

요청 방식으로 수집한다. 근질의가 SAC시스템에 요청

되면 질의분석/응답 모듈에서 재의 상황정보를 수집하

기 해 상황/온톨로지 데이터베이스(Context & Ontology 

DB)를 검색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상황정보가 재 상황

으로 유효하다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질의에 수반될 상

황정보가 수집되며, 유효기간 과 등의 이유로 재 상

황으로써 유효하지 않다면 통신모듈의 에이 트를 호출

하여 미들웨어로부터 재의 상황을 수집한다. 이 게 

수집되는 재 상황정보는 다시 질의분석/응답 모듈

(Query Parser / Responder)을 거쳐 <S', O', A', C', 

P'> 형태로 근제어평가 모듈에 달된다. 근제어평

가모듈(AC Evaluator)에서는 우선 기본 근검사 함수를 

실행하여 질의에 포함된 <S', O', P'>가 정책데이터베이

스(ACP DB)에 장되어 있는 해당 근제어규칙 <S, O, 

P>와 부합되는지를 검사한다. 검사가 통과되면 두 번째

로 의미  상황제약조건 평가 알고리즘인 SCCE를 수행

하여 질의상황 <C'>가 정책데이터베이스에 장되어 있

는 정책상황 <C>를 시스템에서 정의한 임계치 범  내

에서 수하는지 검사한다. 검사가 통과되면 세 번째로 

의미  목 제약조건 평가 알고리즘인 SPCE 을 수행하

여 질의목  <P'>가 정책목  <P>를 임계치 범  내에

서 수하는지 확인한다. 결국, 근제어평가 모듈 내에

서의 이 3가지 검사를 모두 통과하는 질의에 해서만 

근을 허가하게 된다. 그림 6은 근평가 모듈에서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의미  정책집행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의미적 정책 집행 알고리즘
Fig. 6. Algorism for semantic policy enforcement

상황함축에 한 추론은 Racer[19]와 Java API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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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구 되었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 운 에 있어, 매 

질의 시 마다 추론엔진을 사용하여 새로운 상황을 추론

하는 것은 시스템의 응답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므로, 

응용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상황을 계층구조로 미리 조

직한 후 계층구조 상에서 상황 간의 의미  계를 조사

하는 방식을 택한다. 실험 평가에 있어서는 상황계층트

리 상에서의 함축 경우만을 고려하고 추론엔진을 이용한 

함축 경우는 제외하 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식의 성능을 기존 방식들과 비교하는데 있어 새로운 유

도 을 생성하는 시간은 비교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구 에 있어 얼마만큼의 성능을 지닌 추론엔진을 

사용하는지, 얼마만큼의 표 력을 갖춘 논리 을 허용하

는지에 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안정책의 집행에 있어 질의상황(질의목 )과 정책

상황(정책목 ) 간의 의미 차를 극복하는 것은 보안 요구

사항 의 하나인 데이터의 가용성을 증 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데이터의 기 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두 요구사항은 상충 계에 있으므로 이를 시스템 

수 의 임계치를 이용하여 제어함으로써 범  내의 의미

 함축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 성과 가용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Ⅳ. 성능평가

이 장에서는 제안하는 새로운 모델의 장 오버헤드

와 실행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릴 이션과 애트리뷰

트 기반 이블링은 해쉬 기반의 개인정보 정책 테이블

만을 참조하면 데이터에 한 정책목 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함축목 을 트리 상에서 찾는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튜  기반과 엘리먼트 기반의 

이블링에 주안을 두어 실험 하 다. 우선 목 계층트

리가 성능에 끼치는 향과 이블링 방식에 따른 성능 

오버헤드를 비교한다. 그리고 근되어야 하는 컬럼 수

에 따라 질의 응답시간이 어떻게 변하는 지와 릴 이션

의 카디낼러티를 증가시켜 제안방식이 확장성을 보장하

는지 검증하 다.

1. 실험환경

본 실험은 2GB의 메모리와 3.0 GHz Intel CPU를 장착

한 IBM compatible한 데스크 탑 컴퓨터 상에서 실행되었

다. 운 체제는 Microsoft사의 Windows XP Professional 

Edition Service Pack 3 이며 데이터베이스 리시스템으

로는 Microsoft사의 MS SQL 2005 Developer Edition을 

사용하 다. 실험을 해 Wisconsin Benchmark[17]의 명

세를 기본으로 데이터셋을 인공 으로 생성하 다. 생성

되는 테이블의 스키마를 2개의 정수(4byte) 컬럼과 5개

의 고정문자열(50byte) 컬럼으로 구성하고 인스턴스 값

들은 Wisconsin[8]의 명세에 따라 질의 시 코드의 선

택성(Selectivity)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임의 으로 할당하

다. 그리고나서 각 이블링 방식에 따라 테이블에 정

책목 을 한 컬럼들을 추가하 다. 근질의는 정책목

 이블링 방식에 따른 성능 비교를 하여 항상 근

이 허용되도록 구성하 다. 질의의 평균응답시간을 측정

하여 질의목 이 정책목 을 수하는지 검증하기 한 

추가비용과 튜 에 한 선택성이 어떻게 성능에 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 다. 응답시간에는 질의 결과가 결과 

테이블에 장되는 시간이 포함되었으며 20번 측정 결과

의 평균값을 취하 으며, 질의 응답시간이 이  실행에 

향을 받지 않도록 질의 후 버퍼 캐쉬를 비윘다. 벤치마

크를 한 데이터셋의 스키마를 그림 7에서 보여 다.

그림 7. 벤치마크 데이타셋의 스키마
Fig. 7. Benchmark data set schema 

2. 실험성능평가

가. 높이 영향 분석

제안 모델에서는 의미  정책집행을 수행하기 해 

상황인지를 한 상황계층트리와 개인정보보호를 한 

목 계층트리를 이용한다. 이러한 계층구조의 사용이 시

스템의 응답시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그림 8은 계층트리의 높이에 따른 응답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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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계층트리의 높이에 따른 응답시간
Fig. 8. Reponse time according to the height of 

different hierarchy tree

상황과 목 이 수반되지 않은 No Hierarchy 경우는 

트리의 높이와는 아무런 계가 없기 때문에 응답시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의상황이 수반된 Context 

Hierarchy 경우는 정책상황과의 수여부를 평가하기 때

문에 응답시간이 조  길어진다. 향을 미치는 요소로 

첫째, 수여부 평가를 해 질의상황에 해당하는 정책

상황을 검색하기 한 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실

제 데이터 테이블을 참조할 필요 없이 정책상황 인덱스 

만을 참조하므로 응답시간에는 별 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의미  상황처리를 한 비용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제한함축을 계산하기 하여 제한정책상황 제약조

건 평가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트리 상에서 

조상과 후손을 찾는 연산을 수행하므로 응답시간을 길어

지게 한다. 하지만 트리 상에서 조상과 후손 등을 찾는 

알고리즘들의 시간복잡도 는 선형 이므로 트리의 깊이

에 따른 시간복잡도도 선형 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의미  처리를 해 계층구조를 사용하는 제안모델이 확

장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다.

나. 제한함축 임계치 영향 분석

그림 9는 두 계층트리 CHT와 PHT의 높이와 제한함

축임계치 TH에 따른 응답시간을 보여 다.

최악 응답시간을 구하기 해 질의 시에 제한함축을 

수행 하 다 질의 시 상황의 의미  처리를 해 제한함

축을 용하게 되면 그림xxx의 SCCE 알고리즘 내부의 

'LDSC(PPC)-LNG(NPC)'를 한 계산오버헤드에 의해 

응답시간이 증가한다. 지규칙의 함축은 제한의 상이 

아니므로 처리 되어 응답시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다. 계층트리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트리 인코딩을 

한 비트수가 증가하지만 이 한 응답시간에는 별 향

을 미치지 않는다. 응답시간의 증가는 제한허용정책함축

을 찾기 해 제한후손검색 함수(LDSC)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SGD 연산을 해 트리를 순회함으로써 생긴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질의 시 제한함축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임계치가 미리 시스템에 정의되어 이

를 바탕으로 제한정책상황함축과 제한정책목 함축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림 9의 응답시간보다 좀 더 빠르게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계층트리의 

높이와 제한함축 임계치는 응답시간에 별 향을 끼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

그림 9. 각 계층트리의 높이, 제한함축 임계치에 따른 응답시간
Fig. 9. Reponse time according to the height 

and TH of different hierarchy tree

다. 레이블링 방식과 선택성 영향 분석

그림 10은 십만 개의 코드를 갖는 테이블을 상으

로 튜 과 엘리먼트기반 이블링 방식에서의 응답시간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각 계층트리의 레이블링 방식과 선택성에 따른 응답
시간

Fig. 10. Reponse time according to labeling and 
selectivility of different hierarchy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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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이션과 애트리뷰트기반의 이블링은 실제 데이

터에 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이블링을 하지 

않는 방식과 응답시간이 같으므로 따로 측정하지 않았다. 

상황은 근제어에 있어 데이터가 아닌 근주체나 시스

템 환경에 련된 제약사항이므로 데이터 이블링과는 

계가 없다. 다만, 질의의 선택성에 의해서만 의미  상

황 처리를 한 연산시간이 증가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한정책상황함축을 구하기 한 연산 비용은 응답

시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를 한 목 은 개인정보에 한 제약을 

의미함으로 당연히 데이터와 깊은 연 계를 갖는다. 

이 실험 결과는 목 을 데이터에 연 시키는 이블링 

방식에 따른 응답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블링의 정도가 세  할수록 정책목 의 수 

여부에 한 검사 횟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응답시간

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엘리먼트기반 이블링 시에는 

질의의 선택성에 따라 응답시간이 크게 향을 받는다. 

질의 선택성이 체 코드 수에 한 질의의 답을 구하

기 해 근해야 하는 코드의 수의 비율을 나타내므

로 선택성이 높을수록 질의조건을 검사하는 횟수가 증가

하게 되고 그 만큼 응답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튜 기

반 이블링은 단지 각 튜  당 한번의 정책목 수를 

검사하면 되므로 응답시간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다. 한, 비교  추가비용이 큰 엘리먼트기반 이블링 

방식에 있어 의미  처리를 한 추가비용을 확인하기 

해 임계치 5를 용해 보았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의미  처리를 용하지 않는 엘리먼트기반 이블링

을 한 응답시간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라. 공간복잡도 분석

이번 에서는 정책목 을 데이터에 연 시키기 한 

이블링 방식의 공간복잡도를 분석한다. 이블링 방식

의 공간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계형 릴 이션

이 있을 때, 그것의 카디낼러티를 C, 튜 의 크기를 T, 차

수를 D, 그리고 목 계층트리의 모든 노드에 할당되는 

인코딩 비트의 크기를 E 바이트라고 하면, 이블링 이

 릴 이션 R의 크기는   이다. 엘리먼트기반 이블

링을 용한 릴 이션 R'의 크기는 각 엘리먼트마다 허

용정책목 과 지정책목 을 표시하기 때문에 

가 된다. 따라서, 엘리먼트 이블링에 의

한 과비용 비율은 
′ 

 = 


 =  




이다. 이 결과식은 원래 릴 이션의 튜  크기 

T가 충분히 크다면 이블링을 한 공간비용은 상

으로 무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1은 이

러한 결과를 보여 다.

그림 11. 튜플과 트리의 크기에 따른 공간복잡도
Fig. 11. Space complexity according to the number 

of tuples and Tree size

튜 의 크기가 작을 때, 트리의 높이가 높을수록 인코

딩을 한 비트수가 증가하므로 그 만큼 이블링을 

한 공간비용이 증가하나, 튜  크기가 증가할수록 공간

비용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카디낼러티 영향 분석

질의 시 수반되는 근목 은 데이터에 명시된 정책

목 에 하여 수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정책상황 

수여부 검사는 인코딩된 계층트리에서 bitwise-AND 연

산을 수행하면 되므로 응답시간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튜  는 엘리먼트기반 이블링 시에

는 실제 데이터에 근하여 정책목 을 검색해야 한다. 

이는 응답시간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릴 이션의 

카디낼러티 크기가 증가하면 응답시간은 심각하게 하

된다. 응답시간을 이기 해서는 외부장치와의 블록 

입출력 횟수를 이는 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인덱스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목 에 해당되는 튜 이나 엘리먼트

들을 순차 으로 완  검색(full-scan)하는 방식은 많은 

블록 입출력을 래한다. 신 질의목 과 근객체를 

키로 하는 B+ 트리 인덱스를 구성하면 해당정책상황을 



2011년 12월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6호

- 233 -

검색하기 한 입출력 비용을 일 수 있다. 조회 상이 

되는 데이터의 갯수가 N 이라고 할 때, 순차검색의 성능

은 O(N), 팬아웃 F 로 구성된 B+ index는 O(logFN)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2는 튜 /엘리먼트 기반 이블링과 

순차검색/B+ 인덱스 검색에 의한 응답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카디랠러티와 선택도에 따른 응답시간 
Fig. 12. Responese time according to cardinality 

and selectivity

카디낼러티와 질의 선택성이 높아질수록 B+ 인덱스를 

이용한 검색이 순차검색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 다. 

더 나은 성능을 한 한 가지 방법으로, 상되는 질의목

과 해당 데이터의 에 하여 정책상황 수 여부를 

미리 검사하여 결과를 장해 두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

다. 이 게 하면 질의 시 바로 정책집행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응답시간 성능이 향상된다.

Ⅴ. 결 론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 으로 인해 정보 근과 획득 

방식이 훨씬 다양하고 용이해지고 있는 반면 다양하고 

성능 좋은 도구를 이용한 불법 인 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래되고 있으며 내재된 정보에 불확실성

이 존재하게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 불

확실성에 응할 수 있는 의미  근제어 모델을 제안

한다. 새로운 모델에서는 보안정책에 의해 명시된 제약

조건 구문이 근 질의 시의 제약조건 구문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황과 목 의 의미를 악하여 의미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 다. 계층트리를 이용하여 상

황과 목  개념 간의 함의 계를 형식화 하 으며 의미

 함축에 의해 래될 수 있는 과도한 권한부여를 방지

하기 해 의미 차 인수 SG를 기반으로 시스템 정의 임

계치를 설정하여 제한된 범  내에서만 유도된 권한부여

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제안 방식은 정책 구문과 질의 

구문의 의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정책

과 보안시스템의 리와 운용에 있어 편이성과 효율성이 

극 화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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