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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eb-based service software has been used as to combine various information or to share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needs of users and the convergence of specialized fields and individual dependent systems.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the user, the proper service environment and the selective service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the needs of the user have been studied in a variety of specialized and combined 

professional research fields and industries. Software based on cloud systems and web services is being used as a tool 

for appropriate group and user groups and roles. A service system combined dynamically needs a module to manage a 

user through internal logic and grant a service access authentication. Therefore, it has been considered various 

approaches that a user who accesses the system is given a service access authorit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lso, 

when the deadline is over, the authority that you are given to access system will go through the process of expire the 

right. In this paper, we define the roles of users who access web services, manage user rights according to each role, 

and provide appropriate service resources to users according to their rights and session information. We analyzed the 

procedure of constructing the algorithm for the service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each user accessing the web 

service, granting the service resource and constructing a new role. 
 

Key Words : Role based Access Control, Web Service, Dynamic Role, Service Authority 

 

 

1. 서  론 
1 

웹 기반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최

근 사용자의 요구와 전문 분야의 융합된 연구 및 개인 종

속적인 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되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

성에 따라 사용자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고 선택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
E-mail: ybpark@dankook.ac.kr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된 전문 연구 분야 및 산업 분야에

서 연구되어 오고 있다. 클라우드 시스템 및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특히 적절한 서비스 리소스

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각 분야별

로 필요한 적절한 그룹 및 사용자 연구 및 교류의 도구로

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웹 서비

스는 다양한 사용자의 형태 및 사용자 그룹, 역할에 따라 

동적인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동적 서비스 조합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는 

내부적인 로직을 통해 사용자를 관리하고 서비스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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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는 모듈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스템

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 접근 권

한을 부여 받아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한이 끝나면 해당 

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시스템에 접근하

여 컨트롤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안되어 왔다[12][17].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서

비스에 접근하는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해당 권한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

재 다양한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에

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제공되고 

있지만,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권한 회수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

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아키텍처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에 따른 사용자의 권한과 그룹을 조직화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의 권한을 부여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회수하는 절차

를 거쳐 조직화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 서비스 

기반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시스템에 접

근하는 다양한 그룹 또는 조직은 각 역할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권한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해당 역할에 따른 권한만을 부여하여 시

스템의 보안상의 이슈를 해결하는 동시에 최적화된 서비

스 리소스만을 제공하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

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경

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1][8][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웹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용자

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역할에 따른 사용자 권한을 관리

하여 해당 사용자의 권한과 세션 정보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리소스를 제공하고 회수하는 절차에 대한 

정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사용자가 웹 서비스에 접근하여 

서비스 리소스를 부여 받고 회수 받는 절차에 따른 서비스 

분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웹 포털에서 정의하는 웹 서비

스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해당 권한을 이용하는 사용자

의 역할의 상관관계에 따라 각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사

용자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현재 서비스 중인 역할을 부여

받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역할 권한을 요청하고 해당 요청

에 대한 응답을 받는 프로세스를 거쳐 새로운 동적 역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 한다. 

 

2. 관련 연구 
 

2.1 역할 기반 서비스 접근 제어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시스템(Role Based Access Control, 

RBAC)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서비스 요청에 대해 

접근제어 리스트(Access Control Lists, ACLs)를 운용하여 사

용요청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거부(reject)하여 

적절한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역할 기반 접근 제

어 알고리즘은 사용자에게 role과 autority를 부여하며, 정보

에 접근하는 트랜잭션을 컨트롤하는 보안 정책에 사용되

어 왔다[1]. 즉, 보안상 접근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에 role

에 따른 authority를 구축(mining)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사용자의 역할과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다양한 

사용자 계층 및 권한을 정의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용자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시스템은 장비나 시스템의 

보안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어 왔으며[2].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그룹이나 조직(organization)을 계층

적으로 관리할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응되어 

왔다. 처음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와 역할

(Role), 허가(Permission)에 대한 단순한 관계를 기반으로 구

축되었으며,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 역할에 따

른 사용허가를 정의하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였

다. 이러한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오면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역할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역할과 관계에 따른 접근 

권한에 대한 복잡한 알고리즘과 계층화된 역할이 구축되

기 시작하였다[3][4]. 또한 최근에는 사용자의 역할에 대한 

행동 분석, 시나리오 분석 등의 다양한 분석 기법[14] 이 

접목되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

을 제어하는 복잡하고 대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어떻게 적

절한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또한 부여된 역할을 어떻게 

분배하여 유지시킬 것인지에 관한 보안적인 측면의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6][7]. 

 

 

Fig. 1. Virtual Enterprise RBCA System [8]. 



 

박용범 · 권예진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8 
 
 

14 

Fig. 1은 가상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RBCA를 적용한 

전체 구조를 도식화 한 것이다. 서로 지역적으로, 물리적으

로 분리되어 있는 여러 엔터프라이즈간의 유기적인 시스

템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시스템에 적절

한 권한을 공유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 자원

을 공유하여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것이다. 각각의 엔터프

라이즈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각기 다른 엔터프라이즈에 

속한 사용자들의 권한을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엔터프라이즈 멤버의 권한을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리소스 접근 요청을 할 때 해당 권

한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RBCA가 적용된 시스템은 DB 또는 파일 저

장소에 자원을 요청하는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리스

트를 유지하고 해당 요청을 받을 때 적절한 권한을 요청

한 유저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을 하고 난 후

에만 시스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15][16][17]. 

 

2.2 포틀릿 단위의 웹 기반 서비스 시스템 
JSR 168 포틀릿 정의에 따르면 포틀릿은 요청의 처리 

및 동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포틀릿 컨테이너에 의해 관

리되는 자바 기술 기반의 웹 컴포넌트로 정의한다. 또한 

JSR 286 포틀릿 정의에서는 하나의 웹 포털 내에서 서로 

다른 출처의 웹 콘텐츠, 응용 프로그램, 사용 정보, 시스

템 정보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교한 개인화, 

인증 과정 등을 포함하며, 웹 포털 서비스에서 각 사용자

의 인증 정보나 히스토리 정보 등을 토대로 사용자 콘텐

츠를 만드는 포틀릿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정의하

였다[9][10]. Fig. 2에서는 웹 포털 서비스가 실행되는 환경

에서 클라이언트가 웹 포털 서비스에 접근할 경우 각각

의 포틀릿의 구성과 페이지에 관한 내용이다[10]. 

 

 
Fig. 2. Portal Page Creation [10]. 

 

실제 포틀릿은 포털 서버에서 실행되며, 웹 포털은 다

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인증, 콘텐츠 노출, 정보 

시스템의 표현을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이

러한 웹 포털에서 포틀릿은 웹 기반 콘텐츠, 애플리케이

션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재사용이 가

능한 웹 모듈이다. 포틀릿은 각 사용자의 권한 및 히스토

리에 따라 서로 다른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으며, 동일한 

포틀릿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호출하고 조합

하여 포털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 사용자의 관점에서 

포틀릿은 윈도우 OS(Operating System)에서 여러 개의 애플

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듯이 웹 포털 페이지에 여러 

개의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하는 기반 기술이다[9][11]. 

기존 웹 포털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이벤트의 발생에 

따라 각 포틀릿의 콘텐츠 내용이 수정되거나 업데이트 

되는 과정은 이러한 JSR 168, JSR 268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이벤트 요청과 해당 요청에 대한 처

리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어 사용자의 이벤트 발생과 

처리 루틴에 따라 각 포틀릿에 필요한 이벤트 콘텐츠를 

전달하고 새로운 웹 페이지를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디스

플레이 해준다. 

 

3. 사용자 역할에 따른 서비스 권한  
부여 시스템 

 

웹 포털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시

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션에 접속한 사용자는 주어

진 권한 만큼의 서비스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 사용자 역할에 따른 서비스 권한 부여 시스템이다. 

 

3.1 용어 정의 및 표기 
다음 Table 1은 동적 부여를 위한 사용자, 역할, 서비스

에 대한 표기를 정의한 내용이다. 

 

Table 1. Description and Notation of System 

Description Notation 

User 
Subject who request to achieve service 

and get authentication U 

Role 
The authentication which can access to 

service utility  

Service
The function that provides server 

resources Utility for user's convenience S 

 

사용자는 서비스에 접근하여 서비스 자원을 소비하는 

주체로서 실제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션을 유지하

며 다양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사용

자에게는 일정한 역할(Role)이 부여되는데 이는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게 하는 인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리스트를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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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사용자 정의 

 

           (1) 
 

정의 1은 시스템에 접근하는 유저에 관한 정의이다. 시

스템에 접근하는 유저에 대한 접근 제한 수는 없으며, 시

스템에 접근 가능한 유저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유

저의 수(k)를 포함한다. 

 

3.1.2 역할 정의 

 

           (2) 
 

정의 2는 사용자(User)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정의이다. 사용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권한은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으며, 각 유저는 전체 권한(R)을 가질 수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3.1.3 서비스 및 세션 정의 

 

          (3) 
 

정의 3은 사용자가 웹 포털에 접속하여 유지되는 세션

을 의미하며, 각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 사용자에 대한 권

한을 부여한다. 또한 한 사용자는 여러 세션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의 세션에 대한 제한은 없다. 

 

3.1.4 권한 토큰 정의 

 

    (4)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역

할(Role)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며, 한 사용자는 여러 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해당 역할과 사용자에 따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Permission)을 부여할 수 있

다. 정의 4는 웹 포털에 접근하는 사용자와 사용자가 지

니는 역할에 따라 권한 할당에 대한 정의이다. 

 

3.1.5 서비스 정의 

 

             

(5)

 
 

정의 5는 사용자가 접근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

의이다.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서비스는 각 사용자에게 부

여된 역할과 해당 역할이 유지되는 기간(f(t))에 대한 분석 

및 사용자 권한 체크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정의한다. 각 사용자는 부여된 역할과 세션이 유지되는 

기간, 또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기간을 포함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1.6 권한 정의 

 

       (6)

 
 
정의 6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한 정보를 수식

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토큰 형태

로 유지되며,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사용자에 대한 

권한 분석을 통해 서비스 리소스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3.2 사용자 역할에 따른 서비스 권한 부여  
   시스템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는 서비스 리소스에 접속 할 

수 있는 역할에 따른 권한을 분배 받은 후,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역할은 크게 사용자가 처음 시스

템에 접근하면서 변하지 않는 정적인 역할(Static Role)과 

일정한 주기 별로 권한을 다르게 부여 받는 동적인 역할

(Dynamic Role)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접근 

권한도 정적인 서비스 권한(Static Permission)과 동적인 권

한(Dynamic Permission)으로 구분되며, 각 사용자는 부여된 

역할에 따른 서비스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된다. 즉, 사용자

는 정적인 역할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

안 임시로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권한을 부여 받거나 회

수 당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권한을 부여하였다가 다시 회수 할 수 있다. 

 

3.2.1 정적인 역할에 따른 서비스 권한 부여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여 로그인을 하면 시스템 내

부적으로 역할에 대한 인증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권한 외에도 사용자의 역할의 계층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역

할 기반 서비스 제어 시스템 내부에 사용자에 따른 역할

에 대해 저장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체 시

스템 관리자가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거나 사용자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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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접근 요청을 제어한다. 본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리소

스는 포틀릿에 대한 접근 제어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시

스템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반 유저의 역

할과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Fig. 3. Static Role Distribution. 

 

Fig.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분석하는데 이는 사용

자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따른다. 사용자는 시스템에 접

속하고 가지고 있는 정적인 역할에 따라 해당 역할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체크한다. 해당 권한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서비스 리스트는 

사용자의 역할에 따른 권한 분석을 통해 생성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 접근을 사용자게에 허가한다. 

 

3.2.2 동적인 역할에 따른 서비스 권한 부여 

한 사용자가 역할 기반 서비스 분배 시스템에 접속하

였을 경우, 사용자는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정적인 역할

(Static Role)을 부여 받으며, 사용자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

른 서비스 리소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인증을 요청하게 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나 시스템 정책에 따라 사용자에 대

한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게 된다. 사용자가 새로 요

청한 서비스에 대해 인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일정 기

간 동안 사용자가 새로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역할을 부

여 받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동적인 역할을 부여받으려는 사용자는 현재 서비스중

인 역할을 사용 중인 사용자에게 해당 역할을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처음으로 동적인 역할을 부여 받으려

는 사용자는 현재 동적인 역할을 부여받는 요청을 보내

고, 해당 역할에 대한 권한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사용

자는 권한 체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동적 역할을 부여한

다. 동적 역할에 대한 허가를 받은 동적 역할 요청 사용

자는 임시로 동적인 역할을 부여 받으며, 서비스 리소스

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한다. 

 

Fig. 4. Dynamic Role Distribution. 

 

3.2.3 동적 역할 서비스 권한 회수 

사용자가 새로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 인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새로 요청한 서비스

에 대한 역할을 부여 받으며, 해당 역할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에게 임시로 부여 되었던 역할(Dynamic Role)을 회

수하며,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중지되게 된다. 

 

 

Fig. 5. Dynamic Role Expire. 

 

사용자가 새로 요청한 서비스에 대해 인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새로 요청한 서비스

에 대한 역할을 부여 받으며, 해당 역할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에게 임시로 부여 되었던 역할(Dynamic Role)을 회

수 하며,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중지 되게 된다.동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일종의 토큰 방식의 인증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Fig.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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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할을 부여 받은 사용자는 해당 역할에 대한 권한 인

증 기간을 가지고 있다. 동적 역할에 대한 인증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권한에 대한 인증 만료 요청을 현재 동적 

권한을 사용중인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권한이 만료

되었음을 알린다. 또한 해당 동적 역할을 부여한 사용자

에게 역할이 만료되었음을 전달하며, 인증이 만료된 동적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더 이상 서비스 리소스에 접

근이 불가능하다. 

 

4. 사용자 동적 역할에 따른 서비스  
권한 부여 

 

사용자는 크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와 새로운 역할

을 부여 받아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는 사용자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하나의 서비스의 단위는 포틀릿으로 표현 될 

수 있으며, 포틀릿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권한에 따

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 일

정한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되는 

역할을 다시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접근 가능한 포틀릿이 유동적으로 변경 가

능하며, 시간에 따라 접근 가능한 서비스 리소스가 변경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포틀릿의 조합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각 사용자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포틀릿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분배하고 서비스에 대한 접

근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를 그룹화하거나 조직

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관리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사용자 또한 필요한 서비스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 없이 접근 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

하거나 서비스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양하게 제

안되어 왔으나, 사용자의 역할과 그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과 동적으로 사용자에게 역할을 부여하

고 해당 역할에 부여된 권한 및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

해 포털 시스템에 최소한의 리소스를 사용하며 사용자에

게 동적으로 구성된 서비스 조합을 제공하는 것은 제공

되지 않는다. 이러한 동적 서비스 조합은 기존에 제공되

고 있던 서비스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동적으로 사용자에

게 필요한 서비스 리소스만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사용

자 접근 권한을 제공하며, 각 서비스 단위로 사용자의 역

할을 분류하고 적절한 사용자의 역할을 분석하여 사용자

에게 최적화된 시스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알고리즘 1은 사용자가 동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해당 

역할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알고리즘이다. 현재 사용

자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서비스를 분석하고 분석된 서

비스에 따라 새로 발급해야 하는 서비스 리스트를 확인한

다. 또한 이미 사용자에게 부여된 역할을 새롭게 동적 역

할로 부여하는 것을 요청하면 사용자에게 해당 역할을 이

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리턴하여 알려준다. 

알고리즘에서 사용자가 시스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하고(request service) 현재 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필요

한 서비스를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존재하면 영향도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하는 과정을 나타낸 

알고리즘이다. 먼저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할당하기 

위해 현재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에게 할당된 서비스를 

분석하고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를 이미 사용자가 사용

하고 있는 서비스라면 새로운 역할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

라 해당 서비스를 부여한 역할을 리턴하게 된다. 

 

Algorithm 1. Request Service Algorithm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분석을 통해 새로

운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시스템 내부적

으로 설정된 가중치 값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 요청에 대한 분석과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

과에 따른 권한 부여의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도록 시스템

을 설계 및 구현 하였으며,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절차를 

거치며 기존의 권한 제어 시스템에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

는 과정에 대한 파급효과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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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용자 역할 및 서비스 관계 

사용자 역할에 따른 동적 권한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

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동적으로 제어하고 필요한 사용 

허가를 실시간으로 검사한 후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구축되었다. 만약 시스템 내부

적으로 정의된 정적인 역할인 팀에 관해 동적 권한 제어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다음 그림과 같다. 

 

 
Fig. 6. Dynamic Team Role Management.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정적인 역할은 Team 

Member와 Team Manag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을 구성

하는 데 있어 사용자가 팀에 참가하게 되며 사용자는 

Team Member의 역할을 할당 받게 되며, 여러 Team Member

는 Team Manager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정적인 시스

템의 역할 제어 시스템에 임시로 팀에 참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팀에 참가하고 탈퇴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용

자의 요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역할을 동적

으로 부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서비스 사용 

허가를 동적인 역할을 할당함으로써 부여하게 된다. 

 

4.2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환경 

사용자 역할에 따른 서비스 접근 제어 시스템은 Liferay 

6.2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각 서비스 포틀릿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임시로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는 관리자 는 새로운 역할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 

서비스 리소스를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적 

역할을 부여할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기본적으

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리소스는 제한적이

며, 웹 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새로운 리소스를 요

청할 때,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서비스 제어는 포틀릿 단

위로 이루어 질 수 있다. 

Fig. 7에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할의 계층을 도

식화 하였다. 각각의 역할에 따른 서비스 접근은 다양하

게 표현될 수 있으며, 각 역할은 Fig.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동적인 역할을 임시로 발급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절

차를 거친다. 

 
Fig. 7. Role hierarchy. 

 

 
Fig. 8. Role hierarchy with Dynamic Role. 

 

Fig. 8에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할의 계층에 따

라 동적 역할이 분배되고 회수되는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현재 그룹 매니저(Group Manager)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

용자가 새로운 역할인 롤 매니저(Role Manager)역할을 요청

하고 해당 요청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면서 롤 매니저에 

대한 서비스 리소스에 대한 사용 접근이 가능해 지는 프로

세스를 나타내었다. 해당 롤 매니저에 대한 사용자 동적 

역할이 부여되면 롤 매니저 역할을 부여받은 사용자, 상위 

계층 사용자에게 새로운 동적 역할이 생성되었음을 알리

고 새로운 서비스 접근 권한이 생성된 것을 통보한다. 만

약 사용자의 동적 역할이 만료되면 해당 동적 역할은 자동

으로 소멸되며, 동적 역할보다 상위 계층의 사용자에게 해

당 역할의 사용 기한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한다. 동적 역할

이 만료되었음을 알리고 난후, 해당 동적 역할을 부여받은 

사용자는 동적 역할이 삭제되며, 사용중에 있던 동적 역할

로부터 부여받은 사용자 서비스 리소스를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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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지금까지 사용자 역할에 따른 서비스의 동적 구성 및 

제어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에게 동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회수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기존의 사용자 역할에 따른 권한 제

어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에게 정의된 적절한 역할을 부여

하는 과정과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른 서비스에 

대해 권한 및 접근 제어에 대하여 정의되어 왔다. 미리 

정의된 역할은 사용자가 시스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

는 서비스 접근 권한에 관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각 역할

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서비스 리소스에 관

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분석하고 적절한 서비스 

리소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웹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리소

스 서비스들을 분석하고 각 사용자에게 필요한 역할 및 

서비스 권한 제어 과정을 통해 각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

비스 시스템을 동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회수하는 절

차를 정의 하였으며,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사용자 역

할에 따른 서비스 세분화 과정을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 

접근 제어 토큰을 발급하였으며, 기존의 정적인 역할 제

어 시스템의 시스템 영향도를 분석하여 최소한의 파급효

과를 가지는 방향으로 사용자의 동적 역할을 생성하여 

접근 제어 시스템을 갱신하는 과정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로는 사용자에게 동적인 역할을 부여하

는 과정을 정의하고 해당 알고리즘을 시스템에 적용함으

로써 다양한 사용자 요구에 맞춰 적절한 서비스가 조합

된 각 사용자에게 커스터마이징 된 웹 기반 소프트웨어

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리소스에 따라 다

양한 소프트웨어 조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

이 적용되며, 각 사용자에 따라 같은 웹 소프트웨어 환경

이라도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두 번째로 기존의 역할 기반 서비스 제어 시스템과

는 다르게 사용자에게 동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회수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공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면

서 체계적인 역할 관리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웹 

서비스 시스템에 최소한의 서비스 리소스를 제어하는 권

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사용자에게 정의된 동적인 권한을 사용

한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량과 기존 정적인 역할에 따른 

서비스 사용량의 분석을 진행하고, 새로운 사용자의 역할

을 사용한 사용자와 기존 정적 역할을 부여 받은 사용자

의 역할에 따른 서비스 리소스 접근의 비교 분석을 진행

할 예정이다. 또한 알고리즘 내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리소스의 사용량과 내부 시스템 부하 및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사용량을 기존의 역할 

기반 서비스 접근 제어 시스템과 비교하여 새로운 효과 

분석 및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동적으로 

요청되는 서비스의 사용량 및 서비스 권한 등을 비교하

여 새로운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효과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공하고 동적 권한 제어 알고

리즘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리소스와 사용자 서비스 예측

에 대한 서비스 예측 확률에 대한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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