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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stolen continuously and it is also affected from development of the Internet. So
the government requires that companies spend more effort for protecting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The OLAP
server also should meet this requirement, but it is hard to satisfy for the authority management. The OLAP server
must use personal information to extract required information from database. This thesis suggests a model of
separating between gener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model can help to minimize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model is implemented and tested as a prototype. This prototype can prove that the new
model is better than the original one. This study presents that the authority management on the separation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general information helps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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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는 최종

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또

사용자가 축적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 아이디,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등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처리기법이다. 이때 대용량

직접 수집하는 인적정보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포함해야만, 기업이 요

생성되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식별이

구하는 분석 자료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가능한 경우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

OLAP 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추

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 개인 모두에게 피해

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는 단점이 발

를 주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에 인

생한다. 최근 카드사 및 통신사 등에서 개인정보

한 기업의 손실비용을 추정하고 개인정보 침해사

가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면 개

고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투자규모를 도출하여 개

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본

인정보 유출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2].

논문에서 제시하는 OLAP 시스템은 개인정보와 일
반정보를 분리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2.2 권한관리

본 연구는 개인정보와 일반정보가 혼재된 데이
터베이스를 이원화하는 모델로 제시하고, 개인정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기관과 기

보 분리 전과 개인정보 분리 후 권한관리 모델을

업은 암호화를 포함한 2차 이상의 정보보안을 적

비교 테스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에 접

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암호화가 전면적으로

속할 수 있는 사용자를 최소화하고, 관리자의 유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개

지 보수의 편리성을 증명한다.

발 이전에 취할 수 있는 내부 사용자 권한관리에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관

대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1].

련 연구를 통해서 권한관리 모델의 필요성을 표현
하고, 제 3장에서는 개인정보 분리 전후 모델을 비
교하고, 제 4장에서는 프로토타입을 구현하며, 제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개인정보, 권한관리, OLAP와 OLTP

2.3 OLAP와 OLTP 비교
OLAP는 1990년대 중반부터 DW(Data Warehouse)와 결합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
스템이 되었다[7].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공헌한
Codd는 본인이 만든 관계형 모델은 OLTP에 적합
하지만, 온라인 분석처리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

(On-Line Transaction Processing)에 대해서 알아

여 OLAP를 만들었다[6]. OLAP에서 사용하는 DW

본다.

는 OLTP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대용량 데이터

2.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DM(Data Mart)이 된다.

베이스에 저장하여 만들고, 필요한 업무 단위별로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위해서 OLTP에는 많은 투
2012년 2월 17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

자를 하지만 OLAP는 개인정보보호가 잘 적용되

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

지 않는 상태이다. 이에 OLTP와 OLAP의 특징을

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

비교해 보고자 한다. OLTP와 OLAP를 비교하면

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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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개인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정보가 혼재된 데이터마트를 생성하고 사용자 접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근 권한을 설정했다. 반면에 개인정보 분리 후에
는 일반정보만 포함하는 데이터마트와 개인정보를

<표 1> OLAP와 OLTP 비교
OLAP

OLTP

포함하는 데이터마트를 생성했다. 이러한 분리방
법은 데이터의 중복을 허용하지만, 일반 사용자는

정의

분석처리

거래처리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

비즈니스 분석

비즈니스 운영

수 있다.

저장내용

요약, 종합자료

갱신된 현재 값

사용법

정형, 비정형

단순 반복

자료량

많다

적다

개인정보
포함 유무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분리 전

개인정보 분리 후

SALE

SALE_N

SALE_S

ORDER

ORDER_N

ORDER_S

PAYMENT

PAYMENT_N

PAYMENT_S

일반 & 개인정보

일반정보

개인정보

OLAP를 사용하면 최종 사용자가 DBMS의 사용
법을 몰라도 다차원 분석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 8]. 이처럼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OLAP 서
버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연구가 이
루어졌다[9, 10].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
용 사건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1, 4], 특히 최
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
드사나 통신사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당했다. 이
는 기업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있고 이러한 피해 사례는 증

[그림 1] 개인정보 분리 전후 모델 비교

4. 프로토타입 구현
4.1 프로토타입 구현 방법 및 대상 시스템
선정

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개인정보보호를 요구

개인정보 분리 모델을 OLAP 서버에 적용하는

하고 있지만, OLAP 서버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아

프로토타입을 구현하고자 한다. 프로토타입은 일반

직 미흡한 상태이다.

정보와 개인정보가 혼재되어있는 모델과 개인정보

3. 개인정보 분리 전후 모델 비교

되는 OLAP 서버는 SAP BO(Business Objects),

가 분리된 모델을 비교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
MSTR(MicroSTRategy), SAS(Statistical Analysis
대부분 기업은 운영상의 편리성을 위해서 일반정

System) 등이 있다. MSTR, SAS는 권한 관리가

보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마트를 만들고, 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BO는 국내외 기업에 많이 배포

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OLAP 서버에서 개인별로

되어 있고, 안정성을 인정받았으며, 유니버스 기능

권한을 설정하여 사용한다. 이는 사용자에게는 편

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권한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리성을 제공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또한, 리포트와 사용자의 권한관리도 수월하다.

높이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

이 테스트는 개인정보 분리 전과 분리 후 모델을

해 개인정보 분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비교하는 프로토타입이므로 그룹과 권한 설정이 수

의 개인정보 분리 전 모델에서는 일반정보와 개인

월한 BO를 활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진행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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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는 일반정보만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중복으

BOE는 크게 4가지(리포트, 사용자, 유니버스, 데이

로 생성하지 않고, 일반정보와 개인정보가 같이 있

터마트)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개인정보 분리 전

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정보만 불러와 일반정보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마트 3개(SALE,

만 포함하는 유니버스를 만들고, 개인정보를 포함

ORDER, PAYMENT)를 생성했다. 생성된 SALE

하는 유니버스를 각각 만들 수 있다. 연구에 사용

로 UNV_SALE 유니버스를 만들면, USER01 사용

된 OLAP 서버는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자는 UNV_SALE을 사용하여 REP01 리포트를 만

비즈니스 일부분을 기준으로 했다.

들 수 있다. 생성된 ORDER로 UNV_ORDER 유니
버스를 만들면, USER02 사용자는 UNV_ORDER

4.2 프로토타입 시스템 환경 및 구성

를 사용하여 REP02 리포트를 만들 수 있다. 생성된
PAYMENT로 UNV_PAYMENT 유니버스를 만

[그림 2]는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시스템의 물리
구성도를 나타낸다. OLAP 서버는 CPU Intel®Core
™ i7-3632QM @ 2.20GHz, 메모리 4GB, Windows
7으로 구축했다. 이 서버에는 OLAP(BOE：Business Objects Enterprise), WAS(TOMCAT), CMS

들면, USER03 사용자는 UNV_PAYMENT를 사
용하여 REP03 리포트를 만들 수 있다. 즉 각각의
사용자는 데이터마트 3개(SALE, ORDER, PAYM
ENT)가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포
트를 생성할 수 있다.

Reposity(MYSQL), 데이터마트(ORACLE)를 설치
했다. BOE는 Business Objects Enterprise XI Professional sp3 Fix Pack 3.4를 사용했다. WAS 서

REP01

USER01

UNV_SALE

SALE

REP02

USER02

UNV_ORDER

ORDER

REP03

USER03

UNV_PAYMENT

PAYMENT

버는 TOMCAT 5.5.20을 사용했다. CMS Reposity
는 MYSQL 5를 사용했다. 데이터마트는 ORACLE
10g를 사용했다. 사용자 PC는 CPU Intel(R) Pentium(R) Dual T2390@ 1.86GHz, 메모리 2GB, Windows 7을 사용했다. 네트워크는 100Mbps LAN으
로 구성했다.

리포트

사용자

유니버스

데이터마트
상속(Inheritance)
구성요소(Composition)

OLAP 서버

[그림 3] 개인정보 분리 전 모델
OLAP(BOE)

CMS
Repository
(MYSQL)

사용자 PC

[그림 4]는 개인정보 분리 후 모델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개인정보 분리 후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정보만 포함하는 데이터마트(SALE_N, ORD

WAS
(TOMCAT)

ER_N, PAYMENT_N)과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
데이터마트
(ORACLE)

이터마트(SALE_S, ORDER_S, PAYMENT_S)를
생성했다. 만들어진 SALE_N은 UNV_SALE_N 유
니버스 명으로 만들고, ORDER_N은 UNV_ORDER_N

[그림 2] 프로토타입에 사용된 시스템 환경

4.3 개인정보 분리 모델 적용 및 결과 분석
[그림 3]은 개인정보 분리 전 모델을 나타낸다.

유니버스 명으로 만들고, PAYMENT_N은 UNV_
PAYMENT_N 유니버스 명으로 만든다. 이 유니버
스들은 G_UNV_N 유니버스 그룹에 속하게 한다.
G_USER_N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 USER01, USER02

OLAP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분리 권한관리 모델

UNV_SALE_N
UNV_ORDER_N
UNV_PAYMENT_N

REP01
REP02

USER01
USER02

G_REP_N

G_USER_N

G_UNV_N

G_REP_S

G_USER_S

G_UNV_S

REP03

USER03

리포트 그룹

사용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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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_N
ORDER_N
PAYMENT_N

SALE_S
ORDER_S
PAYMENT_S

UNV_SALE_S
UNV_ORDER_S
UNV_PAYMENT_S

유니버스 그룹

데이터마트
상속(Inheritance)
구성요소(Composition)

[그림 4] 개인정보 분리 후 모델

사용자들을 속하게 하면, 이 사용자들은 G_USER
_N 사용자 그룹의 권한을 상속받는다. G_REP_N

REP01

USER01

UNV_SALE

SALE

REP02

USER02

UNV_ORDER

ORDER

REP03

USER03

UNV_PAYMENT

PAYMENT

리포트 그룹을 만들어 REP01, REP02를 속하게 하
면, G_REP_N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RE
P01, REP02를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이 그룹의 권한
을 가지고 있는 USER01, USER02 사용자는 SALE_
N, ORDER_N, PAYMENT_N가 포함하는 일반정
보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SALE_S는 UNV_SALE_S 유니버스 명
으로 만들고, ORDER_S는 UNV_ORDER_S 유니
버스 명으로 만들고, PAYMENT_S은 UNV_PAY

REP04

리포트

2

USER04

사용자

1

유니버스

데이터마트

[그림 5] 개인정보 분리 전 모델에서 사용자
추가할 경우

MENT_S 유니버스 명으로 만든다. 이 유니버스들

[그림 5]는 개인정보 분리 전 모델에서 사용자 추

은 G_UNV_S 유니버스 그룹에 속하게 한다. G_US

가 시 관리자가 처리해야 할 단계를 나타낸다. 이미

ER_S 사용자 그룹을 만들어 USER03 사용자를 속

생성된 유니버스 중 UNV_PAYMENT를 사용할

하게 하면, 이 사용자들은 G_USER_S 사용자 그룹

경우 USER04 사용자 생성 후, UNV_PAYMENT

의 권한을 상속받는다. G_REP_S 리포트 그룹을 만

에 권한 할당하고, REP04 권한 할당하는 2단계 작

들어 REP03을 속하게 하면, G_REP_S의 사용권한

업을 실행해야 한다.

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REP03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은 개인정보 분리 후 모델에서 사용자

결국, 이 그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USER03 사용

추가 시 관리자가 처리해야 할 단계를 나타낸다.

자는 SALE_S, ORDER_S, PAYMENT_S가 포함

이미 생성된 유니버스를 사용할 경우 USER04 사

하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

용자 생성 후, G_USER_N 사용자 그룹에 속하게

보를 분리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1단계만 실행하면 된다. 개인정보 분리 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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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서 사용자 100명을 추가할 경우 200번의 권한

G_REP_N 그룹은 REP01, REP02의 CRUD(Create,

관리를 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분리 후 모델에서

Read, Update, Delete) 권한을 가진다.

사용자 100명을 추가할 경우 100번의 권한관리만

[그림 8]은 CMC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사용 가능

하면 된다. 결국, 관리자의 유지보수 작업이 0.5배

한 리포트 그룹(G_REP_S)관리 기능을 개발한 화면
이다. G_REP_S 그룹은 REP03의 CRUD 권한을

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진다.
REP01
REP02

USER01
USER02
USER04

G_REP_N

G_USER_N

G_UNV_N

G_REP_S

G_USER_S

G_UNV_S

REP03

리포트 그룹

1

USER03

사용자 그룹

UNV_SALE_N
UNV_ORDER_N
UNV_PAYMENT_N

UNV_SALE_S
UNV_ORDER_S
UNV_PAYMENT_S

유니버스 그룹

SALE_N
ORDER_N
PAYMENT_N

SALE_S
ORDER_S
PAYMENT_S

데이터마트

[그림 6] 개인정보 분리 후 모델에서 사용자
추가할 경우
[그림 8] 개인정보 사용 가능한 리포트 그룹

4.4 개인정보 분리 모델로 개발된 프로토타입
[그림 9]는 CMC를 이용하여 일반정보 사용 가능
본 절에서는 [그림 4]의 개인정보 분리 후 모델

한 사용자 그룹(G_USER_N) 관리 기능을 개발한 내

을 기준으로 BOE를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용이다. USER01, USER02는 G_USER_N 그룹에 소

내용이다. 프로토타입의 시스템 환경 및 구성은

속되어 G_USER_N 그룹의 권한을 상속받게 된다.

제 4.2절의 내용과 같다.

[그림 9] 일반정보 사용 가능한 사용자 그룹
[그림 7] 일반정보 사용 가능한 리포트 그룹

[그림 10]은 CMC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사용 가

[그림 7]은 BOE의 CMC(Central Management

능한 사용자 그룹(G_USER_S) 관리 기능을 개발한

Console)를 이용하여 일반정보만 사용 가능한 리

내용이다. USER03은 G_USER_S 그룹에 소속되어

포트 그룹(G_REP_N) 관리 기능을 개발한 화면이다.

G_USER_S 그룹의 권한을 상속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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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개인정보 사용 가능한 사용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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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개인정보 사용 가능한 유니버스 그룹

[그림 11]은 CMC를 이용하여 일반정보 사용 가
능한 유니버스 그룹(G_UNV_N) 관리 기능을 개발한
내용이다. UNV_ORDER_N, UNV_PAYMENT_N,
UNV_SALE_N는 G_UNV_N 그룹에 소속되어 G_
UNV_N 그룹의 권한을 상속받게 된다.

[그림 13] 일반정보 사용자 그룹에 일반정보
리포트 그룹 권한 설정

[그림 11] 일반정보 사용 가능한 유니버스 그룹

[그림 12]는 CMC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사용 가
능한 유니버스 그룹(G_UNV_S) 관리 기능을 개발한
내용이다. UNV_ORDER_S, UNV_PAYMENT_S,
UNV_SALE_S는 G_UNV_S 그룹에 소속되어 G_
UNV_S 그룹의 권한을 상속받게 된다.
[그림 13]은 CMC를 이용하여 일반정보 사용자 그
룹(G_USER_N)이 일반정보 리포트 그룹(G_REP

[그림 14] 개인정보 사용자 그룹에 개인정보
리포트 그룹 권한 설정

_N)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도록 Full Control을 설

[그림 14]는 CMC를 이용하여 개인사용자 그룹

정한 화면이다. 따라서 일반정보 사용자 그룹은 일

(G_USER_S)이 개인정보 리포트 그룹(G_REP_S)

반정보 리포트 그룹의 사용 권한을 상속받게 된다.

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도록 Full Control을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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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사용자 그룹은 개인정보

5. 결 론

리포트 그룹의 모든 사용 권한을 상속받게 된다.
최근 기업 및 정부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정부는 기업
및 정부기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보
호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부
분의 홈페이지나 OLTP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아
직도 대부분의 기업 및 정부기관들은 적절한 개인
정보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OLAP 환경에
서 일반정보와 개인정보가 혼재되어있는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15] 일반정보 사용자 그룹에 일반정보
유니버스 그룹 권한 설정

OLAP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는 의사 결정의 분석
을 위해 OLTP의 데이터를 데이터웨어하우스나 데
이터마트에 담아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

[그림 15]는 CMC를 이용하여 일반정보 사용자

히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오히려 아이디, 생년

그룹(G_USER_N)이 일반정보 유니버스 그룹(G_

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등 직접 수집된 인적

UNV_N)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도록 Full Control

정보와 서비스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다른 정보와

을 설정한 화면이다. 따라서 일반정보 사용자 그룹

결합하여 개인식별이 가능하여 개인정보를 추출하

은 일반정보 유니버스 그룹의 사용 권한을 상속받

는데 더욱 편리하다. 이는 OLAP에서 개인정보가

게 된다.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그림 16]은 CMC를 이용하여 개인사용자 그룹

논문에서 개인정보가 분리된 모델을 제시했다. 이

(G_USER_S)이 개인정보 유니버스 그룹(G_UNV_S)

모델을 적용하면 OLAP에서 개인정보를 원천적으

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도록 Full Control을 설정한

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

화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사용자 그룹은 개인정보

리자의 유지 보수 편리성까지 도모할 수 있다.

유니버스 그룹의 모든 사용 권한을 상속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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