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일자 : 2014. 06. 12  심사완료일자 : 2014. 07. 14  게재확정일자 : 2014. 07. 30
* Corresponding Author Jang, Seung-Ju(E-mail:sjjang@deu.ac.k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Open Access   http://dx.doi.org/10.6109/jkiice.2014.18.10.2482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10 : 2482~2488 Oct. 2014

MS-SQL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계정 취약점 
판별 시스템 구현 

장승주*

Implementation of User Account Vulnerability Checking 
Function System using MS-SQL Database

Jang Seung-Ju*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MS-SQL 데이터베이스의 환경과 C++ 환경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 취약점을 판별

한다. MS-SQL 데이터베이스에서 패스워드나  사용자 설정이 변경되었는지를 체크한다. 또한,  사용자 계정이 만료

되었거나 오랫동안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았으면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것은 제 3의 악의적

인 사용자가 해킹 등을 하는 것을 방지,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에는 정보 자산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본 논문은 MS-SQL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자 계정 만료 유무와 오랫동안 패스워드 설정이 변경되지 않은 사용자 계정을 점검하는 모듈을 개발한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취약점 점검을 함으로써 악의적인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that a user account of the MS-SQL is checked whether expirated or not in C++ program 
environment. Vulnerability checking module decides security weakness for password change time or user 
configuration time. The proposed module prevents and protects a user account from a malicious user account. 
Recently, Information Assets becomes more important. If the loss of database information it would make large damage 
in our life. This paper develops user account checking module, which checks whether user password have not been 
changed for a long time or whether the user account expirated in the MS-SQL Database. By checking security 
vulnerability using this feature, a malicious user cannot access the Database.

키워드 : MS-SQL, 데이터베이스, 보안취약점, 계정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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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논문에서는 MS-SQL DB(Database) 보안 취약점 

점검을 한다. MS-SQL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 계정 만

료 유무 상태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정의 패스워

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악의적인 사용자나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취약

점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

이터베이스의 사용자 계정을 체크하고 점검함으로써 

보안 취약점 문제점을 해결한다.
최근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내부 비

인가자 혹은 인가자의 데이터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 

정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 계정 데이

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베이

스 권한부여 방식은 관리자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오

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계정 사용자에게 부여

하는 방식이다. 권한을 부여 받은 사용자 계정은 보호

를 받지 못하는 몇 가지 보안취약점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침해 사고들은 보안 시스템 부족 

등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닌, 부정확한 현황 파악과 보안 

담당자의 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며, 이는 관리자와 보안 담당자의 보안인식 부족

에 기인한다. 최근의 침해사고 유형은 단순히 한 가지

의 기법만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보안취약점

과 더불어 네트워크의 구성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기

법이 사용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초 시스

템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하는 것이 점

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MS-SQL 데이터베이스 모듈은 

사용자 계정의 만료 상태 여부를 체크하고 사용자의 패

스워드가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간을 체크함으로써 일

정 기준점 이상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랫동

안 패스워드 혹은 사용자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보

안취약점이 존재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여 사용

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어 보안취약점을 예방하

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관련연구를 언급한다. 3장

에서는 MS-SQL 보안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MS-SQL 사용자 계정 만료 및 패스워드 변경 시간 체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보안에 대해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험에 대해 설명한

다. 6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Ⅱ. 관련 연구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자

료의 모음으로 쉬운 접근과 관리의 목적으로 서로 다른 

자료와 관계하거나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1].
보안 취약점 (Vulnerability)은 좁은 의미로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로 인해 사용자 (특히, 악의를 가진 공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이다.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에 더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의 부주의나 사회공학 

기법에 의한 약점을 포함한 정보체계의 모든 정보 보안

상의 위험성을 말한다. 악의를 가진 공격자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공격 대상 컴퓨터 또는 정보화 기기에

서 공격자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게 하거나 특정한 정

보를 탈취한다. 이를 보안 취약성 또는 취약성이라 부

른다[2].
DB 침해 사고는 외부의 해커, 인가된 내부 사용자, 

인가되지 않은 내부 사용자 등 모든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 DB는 정보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운영

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 내부망

(internal Network), 파트너 연계 네트워크 등 수많은 접

근성의 존재로 인해 데이터 유출 위험이나 서비스 중지

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DB 취약점은 해커들에 의해 항상 공개가 된다. 이렇

게 공개된 DB 취약점들을 통해 DB는 쉽게 공개 대상으

로 주목된다. DB 취약점 분석은 DB에 내재된 취약점들

과 DB 운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항목들을 다각도

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보안 관리자 및 DBA에

게 시스템에 내재된 안전 취약점(Security Hole)을 제거

하게 하여 DB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게 한다. DB 취
약점 분석은 점검 대상 네트워크 범위에 존재하는 정보 

자산을 파악하는 정보 수집(Information Gathering), DB 
보안을 검증할 수 있는 모의해킹(Penetration Test), 내
부 보안감시(Security Auditing) 등의 과정이며 이를 통

해 다양한 DB 취약점들을 도출한다. DB 취약점 분석은 

정보 자산의 파악과 보안성의 검토, 검출된 취약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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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위한 Fix Scripts 및 개선안 제시, 레포팅 등을 주요 

항목으로 한다[2, 3, 5]. 그림 1은 DB 보안 취약점 분석 

절차를 나타낸다.

그림 1. DB 취약점 분석 절차

Fig. 1 DB Vulnerability Analysis Procedures

취약점 공격 또는 익스플로잇(exploit)이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및 컴퓨터 관련 전자 제품의 버

그, 보안 취약점 등 설계상 결함을 이용해 공격자의 의

도된 동작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절차나 일련의 명령, 
스크립트, 프로그램 또는 특정한 데이터 조작을 말하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 공격 행위를 이르기도 한다. 취
약점 공격은 주로 공격 대상 컴퓨터의 제어 권한 획득

이나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을 목적으로 한다[2, 4].
취약점 공격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취약점이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 와는 관계없지만, 취약점 공격이 

널리 공개되는 시점은 보통 해당 취약점이 널리 알려

진 후 이다. 보통은 이러한 시점에 이르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보완한 업데이트가 공개되므로 항상 최신의 

업데이트를 적용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거나 최신 버전

의 바이러스 검사 등을 이용하면 위협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외의 취약점 공격의 대책은 

미흡하여 여전히 보안의 위협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 
MS-SQL은 많은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베이

스이다. 하지만 특정 계정에 대한 취약점등으로 인하여 

쉽게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노출된 계정에 대

한 보안과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Ⅲ. MS-SQL 보안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화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그 만큼 

정보 보호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어 나날이 데이터베이

스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는 모든 보안의 가장 기본이

다. 하지만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여전히 해킹사

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패스워드 보안은 모든 보안

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필수 보안 사항이다. SQL 
Server sa 로그인은 서버 수준의 보안 주체로서 인스턴

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된다. SQL Server 
2005 부터는 sa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master이다. 이 

동작은 이전 버전의 SQL Server에서 변경되었다. 관리

자 계정이 sa 계정이고 처음 설치 시 설정되는 sa 계정 

패스워드는 일반 계정보다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한다. sa 
계정이 악의적인 사용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모든 계정

의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유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유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는 유추가 불가능하고 패스워드 

크랙으로도 쉽게 알아낼 수 없는 강력한 패스워드를 사

용하도록 한다. 패스워드는 길이가 최소한 8자 이상이

고, 이름이나 계정명으로 유추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

다. 또한 사전에 없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호문

자를 최소 한 개 이상 포함시키도록 한다[6-8].
하지만 패스워드를 아무리 어렵게 설정하였다 하더

라도 관리자 중에 퇴사자나 부서 이동 자가 있을 수 있

고, 관리의 부주의 등으로 패스워드가 유출될 수도 있

다. 또한 무작위로 대입하는 brute force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일일이 패스워드를 입력해 보는 방법으로도 패

스워드를 알 수 있으므로 단순히 패스워드를 추측하기 

어렵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확실한 보안취약점의 문

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이 필요하다[9-11].

Ⅳ. MS-SQL 사용자 계정 만료 기능 설계

MS-SQL는 인증 모드 사용을 통해 SQL 사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 정책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MS-SQL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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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만료 및 패스워드 변경 시간 체크 프로그램은 C++
와 Microsoft SQL Server 2008 R2 기반으로 모듈화를 

하여 사용자로부터 계정의 보안 상태를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두

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듈은 먼저 Microsoft SQL 

Server 2008R2의 SQL Server Management Studio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한다.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한 후 보안 로그인에서 사용자 설정 및 계정을 확인한

다. 만약 사용자 계정의 보안이 위협을 받게 되면 제 3
의 악의적인 사용자가 예상치 못한 취약점 공격을 가하

게 된다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손상 될 가

능성이 크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안의 취약점 판단을 

하기는 문제점이 있다. 그 중 사용자의 안이한 태도가 

있는데 보안 취약점 공격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고 외

부에서의 접근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점 해결의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이나 

복잡한 패스워드 설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일정 기

간 동안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보안 

취약점이 존재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패스워

드 변경을 하도록 메시지를 보내준다. 또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나 기간이 만료된 계정에 대해서

도 보안 취약점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정에 

만료된 사용자가 있다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어 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기능들은 필요할 시 관리자가 구

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MS-SQL의 계정 만료 사용자 

및 패스워드 설정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계정 로그인 

속성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Server 관리자 계정에 접속

을 한 후 보안 로그인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한다.  

그림 2. 사용자 로그인 속성

Fig. 2 User Login attribute

그림 2는 사용자 로그인 속성을 보여준다. 암호 정책 

강제 적용(F)과 암호 만료 강제 적용(X)이 있는데 암호 

정책을 사용하여 SQL 사용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부터 

접근을 제한할 수 있게 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계정 만료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만약 만료된 계정이 존재 한다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보안 취약점을 조금 더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다. 
계정 만료 사용자를 확인한 후 오랫동안 패스워드 및 

사용자 변경을 하지 않으면 보안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

문에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MS-SQL의  modify_date문과 현재 시간을 

받아와서 그 차이를 계산하여 일정 기간 이상 패스워드 

및 사용자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계정을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계정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

를 보내준다. 

그림 3. SQL OLE DB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Fig. 3 Database connection using SQL OLE DB

그림 3은 SQL OLE DB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연결

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결 방식은 ODBC나 JDBC등의 

툴을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한다. 간단한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하지만 항상 

툴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에 비해 SQL 
OLE DB를 이용한 방식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연결하기 때문에 ODBC나 JDBC의 환경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가능하

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 보다 효율성이 좋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10 : 2482~2488 Oct. 2014

2486

그림 4. 계정 만료 확인

Fig. 4 Account expiration check

그림 4에서는 MS-SQL의 계정 만료 상태 유무를 확

인할 수 있다. expir을 이용하여 만약 0의 값이 나오면 

만료된 계정 사용자가 존재 하는 것이고, 1의 값이 나오

면 만료된 계정 사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5. 패스워드 및 사용자 설정 시간 

Fig. 5 Password and user setup time

그림 5에서는 패스워드 및 사용자 설정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modify_date는 패스워드 및 사용자 설정이 

마지막으로 언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는 Time 와 패스워드 및 사용자 설정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간을 알 수 있는 modify_date의 

차를 계산하여 day에 저장한 후 day>=30 의 조건을 걸

어주면 30일 이상 설정이 변경되지 않은 사용자를 확인

할 수 있다.

Ⅴ. 실  험

본 논문에서는 패스워드 및 사용자 설정이 기준점(30
일) 이상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도록 설계했다. 

그림 6. 만료 및 패스워드 사용자 설정 쿼리문

Fig. 6 Set password expiration, and user queries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작성한 쿼리문이다. select 문
에서 sql_logins.name 계정명을 조회하고, is_expiration 
_checked는 계정들의 만료된 계정이 존재하는지 조회

를 한다. modify_date는 패스워드 및 사용자 설정 변경

에 대해 조회하고, 현재 시간 Time 과 사용자 설정 시간

의 차를 계산하여 modify_days 라고 이름지어 현재까

지 몇 일 동안 설정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기간을 저장

한다.
다음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개발한 MS-SQL 사용자 

계정 만료 및 패스워드 변경 시간 체크 프로그램을 실

행하는 첫 화면이다.

그림 7. 프로그램 실행 성공 확인

Fig. 7 Check Run success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관리자 계정이 정상

적으로 접속을 했는지 체크한다. 그림 3에서 Source : IP
를 지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계정이 접속 되고, Open을 

하여 관리자 계정인 sa와 지정된 패스워드 1234로 데이

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만약 패스워드 접속 실

패 일 경우 Error 메시지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8. 인증서 기반 SQL Server 로그인

Fig. 8 Certificate-based SQL Server 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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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이름이 이중 해시 표시(##)로 묶인 서버 보

안 주체는 내부 시스템 용도로만 사용된다. 그림 8. 의 

보안 주체는 SQL Server를 설치할 때 인증서에서 생성

되며 삭제하면 안 된다. 만약 (##)로 묶인 내용을 숨기

고 싶을 경우 쿼리문에서 Where 조건문을 이용하여 제

외시키면 삭제가 아닌 숨김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9. 보안 취약점이 없는 계정

Fig. 9 An account that does not have security vulnera- 
bilities

다음으로 그림 9는 사용자의 계정이 만료되지 않았

고 패스워드 변경이 일정기간 이상 지나지 않았기 때문

에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
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가장 이상적인 화면으로 

보안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데이터베이

스 정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다. 

그림 10.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계정

Fig. 10 A security vulnerability exists in the account

그림 10은 만료된 계정은 아니지만 기준점 (30일) 이
상 패스워드 및 사용자설정이 변경되지 않아서 보안취

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여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

지를 보내준다. 계정이 만료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패

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꾸어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의

도를 가진 사용자가 취약점 공격을 가할 수 있다. 3장에

서 말하는 유추하기 쉬운 패스워드나 여러 번 시도를 

통한 패스워드 접근 등은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으로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Ⅵ. 결  론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사용자로부터 조직 또는 개인

의 정보 유출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베

이스 보안 취약점들은 사용자의 실수나 공개된 취약점 

등으로부터 기인하게 된다. 악의적인 사용자의 권한 접

근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접근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위

험도는 사용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B(Database) 보안 취약점 점

검 기능은 MS-SQL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취약점 점검

을 통하여 사용자 계정 만료 상태 유무와 오랫동안 변

경되지 않은 사용자 패스워드를 체크하여 일정 기준점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나 패스워드 변경 시간이 변

경되지 않고 기준점 이상이 되면 보안취약점이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을 하여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주게 된다. 이러한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문제점을 예방함으로 사용자들의 정보를 효

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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