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최종 사용자가 한곳에서 하나의 기기로 사용하여 업

무를 처리하 던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 환경에서 장소

나 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

환경으로 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탄력 이고 신축 인

정보시스템 구조를 구 한 최신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1].

클라우드 컴퓨 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물리 자원,

응용 소 트웨어, 디바이스 등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모바일 렛폼, 빅데이터, 인공지

능, SNS 등 정보통신기술을 구 하고 다양한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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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진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기술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디바이스, 산업 휴먼 융합기술을 통해 가정자

동화, 로 , 핀테크, 자율자동차 등 다양한산업분야로 확

장함으로써 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핵심으로 부

상하고 있다[2].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출 한 클라우드

컴퓨 은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다 의독립 인 시스

템을 하나의 논리 인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

써 기업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기술 구

축비용을 일 수 있으며 특화된 개별 운 체제로 운

되는 다 가상머신을 동시에 운 할 수 있는 장 을 갖

는다. 하지만 체 인 컴퓨 환경이 개방성을 갖는 클

라우드 환경으로 변함에 따라 지능화되는 사이버

에 효과 으로 비하는 보안 기능을 갖춘 안 한 클라

우드 기술이 구축될 필요성이 두되었다[3].

다수의 사용자들이 무선 단말기를 통한 원격 속으

로 구성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는 가상화 기술,

정보의 임, 사용자나 가상머신간의 자원의 공유, 그리

고 이용되는 단말의 다양성등 다 특성으로 인한 보안

에 다양하게 노출되므로 데이터의 기 성, 무결성,

가용성을 제공하는융통성있는 보안 기법이 요구되어진다.

클라우드 기반에서 효율성을 갖추면서 비용 감을

극 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해서는 여러개의 가상

머신 간의 정한 근통제 기능과 더불어 제한된 자원

공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개념의 가상머신에서 안

성을 보장하면서 보안정책에 근거하여 과업 업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기 해서는 권한 충돌을방지하는 능동

인 권한배정 규칙과 권한 등 에 의한 근제어 정책이

선결되어야 한다.

2. 련연

2.1 가상화

가상화란 Fig. 1과같이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이와

연 된 운 체제와 장장치, 응용 로그램과 같은 IT

자원들의 물리 인 특징을 추상화하여 응용 로그래머

나 사용자에게 가상 이고 논리 인 자원을제공하는 기

술로, 하나의 물리 인 호스트나 단일서버에 여러 개의

운 체제를 갖는 가상머신이 재되어 실행되도록 함으

로써 무분별한 인 라 확장으로 인한 구축비용을 일

수 있으며 궁극 으로 정보기술 리와유지보수 간소화

를 꾀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4].

하지만 정보기술의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비용 감

효과를 달성하기 해서는 서로 통신 계를 형성하는

여러개의 가상머신 간의 정한 근통제 메카니즘과 제

한된 자원 공유가 제공되어야한다.

Fig. 1. Virtualization

가상화 기술의 유형은 하드웨어 자원을 기반으로 다

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5].

- 서버 가상화 : 단일서버를 논리 으로 구분하여 서

로 다른 운 체제를 탑재한 다수의 가상머신들을

운용하도록 지원하는 기술로서, 시스템의 이용자들

은 하이퍼바이 를 통해 서버 가상화 시스템의 독

립된 역을 할당받고 해당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 스토리지 가상화 : 개인용 컴퓨터 환경은 단말기와

운 체제 그리고 애 리 이션 설치 물리 인

장 공간을 가상으로 할당하여 사용자별로 개별

운용배정되며 로토콜을 통해 동기화된 동일한 자

료를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다.

- 네트워크 가상화 : 하나의 물리 네트워크 인 라

를 서로 다른 로토콜로 운 되는 논리 공존 네

트워크처럼 네트워크 링크와 노드를 포함한 네트워

크 내 모든 자원을 가상화하여 독립 인 가상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운 하는 기술이다.

2.2 클라우드  접근제어

클라우드 컴퓨 환경은 가상화 기술을 통한 자원 공

유 서비스로 인해 기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과는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입장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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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장 모두 특정한 보안 요건을 갖는 정보 보안 통제

기법이 요구된다. 자원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 환경은 가상계층의 도입으로 인해 통 기반의

컴퓨 환경보다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보안 이

커지고 있으며 동 이고 유연성을 갖는가상머신의 특성

으로 인해 보안정책에 한 일 성 유지와 정책 집행의

보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6]. 뿐만 아니

라 물리 서버간의 가상머신 이 , 복제 배분에 의해

발생되는 정보 유출과 불법 그리고권한남용등의 심

각한 보안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정책 리

를 어렵게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며다수의 사용자와의

과업 수행을 한 업은 근제어 정책과 집행 메카니

즘을 복잡하게 만들어 시스템 리에 지장을 래한다

[7,17].

클라우드 컴퓨 에서 보안은 기업으로부터 요한

이슈 에 하나로써, VMware, 아마존, 마이크로소 트,

트햇과 같은 기업들은 가상자원을 안 하게 운용하고

리하기 한 근제어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아마존은

EC2와 S3라는 주요 클라우드 컴퓨 을 결합한 제품을

통해 근제어를 제공하는데, EC2[8] 제품은 ID와 문맥

기반 근제어 기법을 통해 안 하게가상머신과 가상네

트워크를 리하도록 설계되었고 S3[9]는 객체 등

근제어 기법으로 객체 사용자에게 자신의모든 데이터에

한 권한을 제어할 있도록 자신의 소유한 근제어 리

스트를 작성하도록 허가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VMWare

의 주력제품인 VirtualCenter[10]은 주어진 과업이 사용

자에 의해 결정되는 역할기반 근제어기법에기반한 과

업기반 권한 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마이크로 소 트

사의 가상 랫폼인 Hyper-V[11]도 사용자에게 역할과

권한을 배정하여 지정된 권한 집합내에서가상머신을

리하도록 하는 역할기반 근제어 메카니즘에 기반하여

구 되었다. 드햇의 oVirt[12]는 Kerberos/LDAP를 통

해 가상머신과 가상 장장치의 기본 권한 서비스를 제

공하며 사용자에게 SSO(SingleSignOn) 기능을 갖도록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역할기반 근제어 기술

을 용할 경우 사용자 계정 권한을 설정하고 역할과 책

임을 동반하는 직무기반의 최소 권한규칙이 수되어야

한다. 한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 이용되는 클라우드 특

성상 사용자들의 세션과 데이터별 근을세분화하여 데

이터와 세션 근을 한 인증 차 리기능 그리고

임된 권한에 한 권한 철회 등을 통해 반 인 권한

의 진행 차 클라우드 컴퓨 제반 규정이 수되어

야 한다. 한 제3자에 의한 다수 사용자 유 구조하에

서 세션과 데이터 근 세분화, 서비스 서비스 애 리

이션, 데이터와 세션 근을 한 인증, 정보처리 상호

운용이 리되어야 하며 권한 철회 등을 통해 계정 자격

증명 라이 사이클 리등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 의

법, 규칙 규정을 수해야 한다[13].

2.3 역  접근제어 델

정보시스템에서 계층이나 등 기반 격자개념은 주체

와 객체, 이들간의 요소 값 등의 배열과연 성을 기술하

고자 할때 자주 사용되는용어이다. 특히, 부분의 근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은 책무와 정성에 기반하여

보안 등 이나 역할 등과 같은 클래스로 구성된 계층 개

념으로 구성된다. 계층에는 책무나 정성에 따라 계층

간의 서로다른 권한부여와 책임이 뒤따르는데, 규모의

정보시스템을 리하는 역할기반 근제어 모델

(Role-Based Access Control : RBAC)의 경우 다른 시스

템보다 더 복잡한 계층구조를 가지며 계층구조를 기술한

역할계층(RH)이 권한과 책무를 조직에 반 하기 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사용된다[14].

역할기반 근제어 모델은 여러 명의 사용자는 역할

이라고 하는 클래스들로 그룹화하고 객체 는 데이터를

련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역할은 어떤 조

직의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책무를 여러 개의 역으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서 조직체에서 사용자의 활동 치에

따라 결정되며 역할 이름과 카테고리에 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구성된다[15]. 이 근제어모델은 역할에 사용

자를 할당하는 과정과 객체에 한 권한을 부여하는 두

단계로 세분함으로써 효율성있는 권한부여가 가능하고

하나의 트랜잭션을 여러 역할이 분할하여 수행되도록 하

는 임무분리 정책을 통해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16,18].

3. 가상화 리 접근제어 델

Fig. 2와 같이 가상화 리 융합 근제어(NMCAC:

Network Manangement Convergence Access Control)

모델은 로세스와 같은 능동 주체 그리고 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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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공간, 장치와 같은 피동 객체에 한 근 권한

계로 구별하여 운 한다. 근권한을 장하고 리하는

데 이용되는 근행렬 방법은 주체나 객체를 장해야

할 행렬의 값이 범 하기 때문에 실 이지 못하다는

단 을 갖는데, 본 모델에서는 서로 유사한 주체와 객체

를 연 된 가상머신(VM)들과역할들로 그룹핑하여 연

계의 수량을 제한하여 실화하 다. 연 된 가상머신

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동해야하는 활동 인 주체들의

집합 그리고 역할은 유사한 보안 특성 을 갖는 객체

들의 집합으로 각각 구성된다. 임의 근제어 방식으

로 운 되는 통 인 근제어 모델에서이용자는 다른

주체나 이용자에게 자신의 객체에 한권리를 부여하는

임결정 권한을 갖는 반면본 모델에서는보안정책

리자의 참조모니터(Reference Monitor)와 근제어 디시

젼 메이커를 통해 최소 권한배정 원칙에 의거하여 객체

권한을 수정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강제 근제어 기

능을 제공한다. 한, 사용자의 서비스 제약사항 요청/응

답에 따른 인스턴스를 갖는 읽기 권한, 쓰기 권한으로 구

성된 규칙에 의거한 역할로 정의하고세부항목을 설계하

여 제공함으로서 공유개념의 가상머신에서 안 성을 보

장받을 수 있다.

Fig. 2. Architecture of NMCAC

3.1 시스  집  정

본 제안 시스템에서는 주체들의 집합 S, 객체들의 집

합 O, 가상머신 이블 집합 V, 역할 이블 집합 R, 권

한집합 P, 역할 계층RHi ⊆ R X R, 가상머신-주체 배정

계 VS ⊆ V X S, 주체-역할 배정 계 SR ⊆ S X R,

역할-객체 배정 계RO⊆ R X O, 가상머신-역할 권한

매트릭스 VRPM와 가상머신-가상머신 권한 매트릭스

VVPM을 정의하고있다. 이 모델에서는VVPM(v,r) ⊆ P

이며VVPM(v,v) ⊆ P, v∈ V, r ⊆ R 의 계를갖는다.

본 논문에서 가상머신은 특별한 개체 타입으로 주체

나 객체 하나의 특성을 갖는데, 역할-가상머신의 경우

가상머신은 객체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머신으로서,

주어진 가상머신에 한 역할들에 해 서로다른 각각의

고유 권한을 갖는다. 를 들어 시스템 메니 역할은 가

상머신의 create, acquire, view, start, stop 기능을 갖는

데 비해 운 자 역할은 단지 가상머신의 view 연산만을

소유하도록 한다. 한, 가상머신-자원 경우 가상머신은

주체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가상머신으로 자신들의 보안

이블 유형인 보안타입과 권한 매트릭스인 TTPM에 의

해 결정된 객체의 권한으로 구성되는 주체 기반 가상머

신이며 가상머신들은 사용자에 의해 동 으로 빈번하게

생성되고 삭제될 수가 있으므로 각 가상머신에 해 보

안타입을 배정하며 가상머신이 소유한 권한을 Pvm =

TTPM(tv, tr)로 표기한다.

Fig. 3. A Process of NMCAC 

Fig. 3은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가상화 리 융합

근제어 모델의 로세스 흐름을 도식화한것이다. 가상

화 리 융합시스템에는 연 된 4개의 역할 타입인 매니

(Manager)역할, 엔지니어(Engineer)역할, 분석가

(Analyst)역할, 운 가(Operator)역할로 구성되며 NM1

(Manager1, Engineer1, Analyst1, Operator1)과 NM2

(Manager2, Engineer2, Analyst2, Operator2)로 구성된

다.

NM1과 NM2 가상머신은 서로 독립 으로 운 되지

만 물리 장비, 장공간 네트워크환경을 서로 공유

한다. 이 제에서 VM1과 VM2는 물리 자원을 가상머

신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가상디스크(vDisk)를 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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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배정정책에 의거한 등 비교에 의해 read와 write 연

산을 하도록 설정하여 서로 읽고 쓸 수 있도록 공유되었

다. 한, NM1과 NM2 가상머신들은 오류 디버깅 기능

을 통해 상호 호환과 력기능을 수행한다.

3.2 접근제어 정책

가상머신(NMn)의 Manager는 보안등 TS(Top Secret),

Engineer와 Analyst는 보안등 S(Secret), Operator는

보안등 C(Crucial)를 가진다. 기에 매니 역할은 모

든 권한인 Pall의 권한집합을, 엔지니어와 분석가 역할은

Peng, Panl의 권한집합을, 운 자 역할은 Poper라는 권한집

합을 각각 배정 받게 된다. 기 권한집합과 보안등 이

배정되면 역할 계층이 자연 으로 형성된다. 정해진 역

할들은 기에 구성된 권한집합과 보안등 으로 구성되

는데, 를 들어, 같은 보안등 인 S 등 을 갖는

Engineer1, Analyst1은 VM1을 operate할 수 있는데,

Engineer1, Analyst1에 의해 acquired 되어진 VM1은

Engineer1, Analyst1로부터 보안타입을 상속받아 엔지니

어, 분석가 역할이 갖는 권한집합을 취득하게 된다.

본시스템에서 용되는 가상머신 VMi와객체에 한

Oj에 속한 자원에 한 읽기(read), 쓰기(write)의 시스템

상태와 보안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가상 신  (read) 시스  상태  보 특

시스템 상태 v ={b,P,f,H}에서 v={b ∪ {(VMi, Oj, r),

P, f, H}로 구성되며 보안특성으로는 가상머신의 보안등

이 객체의 보안등 에 지배된다면 가상머신은 객체에

read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P[VMi,oj] ⇒ f(VMi) ≤

f(oj)와 같이 기술한다.

□ 가상 신  쓰 (write) 시스  상태  보 특

시스템 상태 v ={b,P,f,H}에서 v={b ∪ {(VMi, Oj, w),

P, f, H}로 구성되며 보안특성으로는 가상머신의 보안등

이 객체의 보안등 을 지배한다면 가상머신은 객체에

write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P[VMi,oj] ⇒ f(VMi) ≥

f(oj)와 같이 기술한다.

여기에서 b는 재 근권한 집합으로 b⊆(VM×O×P)

을 갖으며 객체의 주체에 한 근권한을 표 한다. P

는 근권한 집합이며, f={f(VMi), f(oj)} f(VMi)는 가상머

신 보안등 함수, f(oj)는 객체 보안등 함수을 의미한

다. H는 재 객체의 계층구조로 트리 구조를 갖으며 활

성화 상태이거나 근가능한 객체만이 이 계층구조에 포

함된다.

본 근제어 모델에서 제객체에 용되는 연산과

속성값에 용되는 연산으로 구분하는데, 반 인 제

객체에 용되는 연산에는 제객체를 실행하기 한 가

상머신의 실행과 종료를 담당하는 start, stop 연산과

제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create, destory

연산이 있다. 그리고 속성값에 용되는 연산에는 가상

머신의 역할을 지정받는 acquire 연산, 속성값을 읽는

read 연산, 속성값을 쓰는 write 연산이 있다.

3.3 동적  전  정

가상머신을 운 할 역할은 권한에 맞는 보안타입을

가지며 이 역할에 배정될 권한은 재 문맥과 연 되어

동 으로 배정된다. 동 권한 배정 규칙은 △ = (A, E,

∂, M)와 같이유한 상태머신으로 정의하 다. 여기에서

A는 동 권한상태의유한 집합으로공집합을 포함하며

가상머신이 소유한 권한상태는 보안 등 에 의해 결정된

다. 한 E는 동 권한이 발생되는 이벤트 집합이며, 권

한 A는 가상머신이 생성되고 삭제되는 creation과

deletion이 발생될 때 동 권한이 배정되고 철회되며 권

한 배정과 철회는 ∅ ⇒ A와 A ⇒ ∅로 표기한다.

클라우드에서 과업 업이 가능하기 해서 가상머신

은 다수의 사용자와 역할들에 의해 공유되어지며 다양한

역할을 통하여 객체 자원에 근하게 되는데 이때 권한

충돌 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 상을해결하

기 해 본모델에서는∂⊆ S × E × S를정의하여보안

타입에 의한 등 비교를 통하여 어떤 한 시 에서 하나

의 가상머신은 단지 하나의 역할에만 유되도록 함으로

써 최소권한배정원칙을 수하는 역할등 비교 기능을

갖도록하 다. 를 들어, 보안타입 TA를 갖는 역할 r1이

배정된 가상머신 VM이 있을 경우, r1은 보안타입 TB인

r2와 VM을 share(E: Event)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share

는 vm의 동 권한 배정을 발생시키는 이벤트로 PTA
r1

(S) ⇒ PTB
r2 (S’)로 표기한다. 여기에서 PTA

r1 는 동 권

한배정 단계의 가상머신의 권한을 표기한 것이고

PTB
r2 는 동 권한배정후 단계의가상머신의권한을 표기

한 것이다. M은 동 권한배정 ∂에 한 허가와 거부를

결정할 참조 모니터이다. 동 권한배정은 참조모니터 M

의 명시된 근정책에 따라 제어되는데, 를 들어, 보안

타입 TA를 갖는 역할 r1이 보안 타입 TB를 갖는 역할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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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상머신 VM을 공유하고자 할 경우참조모니터 M은

공유를 한 동 권한배정 ∂를 허용하기 에 먼 M

은 보안타입 TA를 갖는 역할 r1이 가상머신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검하고, 다음으로 M은 만약 역

할 r2가보안타입TA, TB와권한메트릭스에 의거해VM

을 유할 권한을 가졌는지 조사할 것이다. 만약 2가지

모두 결과가 참이다면 이 ∂는 허락된다.

3.4 비  

모든 기업에서는 략 인 가치향상과 안 성 보장을

담보로 하는 자사의 비지니스 성장을 해 가상 데이터

센터를 일 되게 리하고 자동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마존, VMware 그리고 마이크로소 트

와 같은 기업에서는 가상자원을 안 하게 근하고 리

하기 한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근제어 메카니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존 제품은 ID와 문맥 기반

근제어 기법을 통해 안 하게 가상머신과 가상네트워크

를 리하도록 설계되었고 S3는 객체 등 근제어 기

법으로 객체 사용자에게 자신의 모든 데이터에 한 권

한을 제어할 있도록 자신의 소유한 근제어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허가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VMWare 제품은

주어진 과업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역할기반 근제

어기법에 기반한 과업기반 권한 리시스템을 제공하며

마이크로 소 트사 제품은 사용자에게 역할과권한을 배

정하여 지정된 권한 집합내에서 가상머신을 리하도록

하는역할기반 근제어 메카니즘에 기반하여 구 되었다.

근제어리스트나 근제어행렬에 등록되어 있는 주

체에게만 객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율 근제어 정책

모델은 객체에 한 권한을 자율 으로 다른 주체에게

재공하거나 회수할 수 있어 악의 인 목 에 이용될 수

있는 보안상 취약 을 내포한다.

데이터 는 객체를 몇 개의 범주로 나 고 사용자들

의 임무를 여러 개의 역으로 분할해 놓은 역할에 기반

하여 근권한을 부여하는 역할기반 근제어정책 모델

은 상업 인 측면의 보안정책을 강화시킬수있는 정책으

로 환경에 따라 역할이 자연스럽게 재구성되고 생성될

수 있는 확장성을갖는다. 하지만 이모델은 역할에 의해

근되는 객체의 요도 등 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해

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모든 객체를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정보의 비 성과 무결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본 모델은 주체가 해당 객체를 부당하게 유출, 변경하

는 것을 방지하기 해 가상머신의 보안등 과 사용자의

서비스 제약사항 요청/응답에 따른 인스턴스를 갖는 읽

기 권한, 쓰기 권한으로 구성된 규칙에기반한 역할로 정

의하고 세부정책에 의해 근권한을 제공함으로서 유연

한 사용자 권한 부여 기능과 공유개념의 가상머신에서의

안 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4. 결론

클라우드 컴퓨 환경은 모바일 렛폼, 빅데이터, 인

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구 하고 다양한 정보기술로

의 진화를 이끌어내는 주요 기술 하나로 자리잡고 있

으며 디바이스, 산업 휴먼 융합기술을 통해 가정자동

화, 로 , 핀테크, 자율자동차 등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

함으로써 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핵심으로 부상

하고 있다. 클라우드 기술은 네트워크에 기반한 컴퓨터

자원, 소 트웨어, 인 라 등을 서로 공유하는 서비스로

서 가상화 기술을 통한 자원 공유 서비스로 인해 서비스

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특정한

보안 요건을 갖는 정보 보안 통제 요건이 요구된다.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는 동 이고 유연성을 갖는

가상계층의 도입으로 인해 자원 정보 유출과 불법

그리고 권한남용 등 보안 리에 한 일 성 유지와 정

책 집행의 보장에 어려움을 래하며 다수의 사용자와의

과업 수행을 한 업으로 근제어 정책과 집행 메카

니즘을복잡하게만들어시스템 리에지장을발생시킨다.

본 가상화 리 융합 근제어 모델은 역할기반 근

제어 기법에 등 과 동 기능을 용하여 유연한 사용자

권한 부여 기능을 갖으며 임 정책 등의 서비스 수 에

따른 요소 조건을 기 으로 다양한 권한을 설정할 수 있

으며 서로 유사한 객체를 연 된 가상머신 역할로 그룹

핑하여 사용자의 역할을 조합한 정책을 바탕으로 근통

제를 수행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서비스 제약사항 요청/

응답에 따른 인스턴스를 갖는 읽기 권한, 쓰기 권한으로

구성된 규칙에 기반한 역할로 정의하고 세부항목을 설계

하여 제공함으로서 공유개념의 가상머신에서 안 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 규칙에 기반한 세부 인 속성값

이 명명된 역할을 클라우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리하

도록 함으로써 추후 인 서비스 확장시 부여된 역할이

동 으로 변경 가능한 장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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