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공학연구논문지
Journal of Security Engineering
ISSN : 1738-7531

제6권,제2호,2009년4월

목 차
기반 구조
Infrastructure Advisory for Information Security ············································································

67

Debnath Bhattacharyya, Uttam Kumar Dash, Tai‐hoon Kim

SCADA 보안
Integration of a Crossed Crypto-scheme as security solution for internet SCADA ························

93

Kum-Taek Seo, Rosslin John Robles, Maricel Balitanas, Min-kyu Choi, Tai-hoon Kim

보안 응용
무인 정찰 로봇의 험지 극복에 관한 연구 ···············································································

103

조자연, 황선명

범정부 정보 아키텍처를 활용한 보안성 승인 제도의 설계 ····················································

117

방영환, 고갑승, 정현미, 이강수

보안 컴포넌트 재구성을 위한 재공학 계획 기법 ·····································································

137

최승용, 김정아, 홍찬기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데이터 추출에 관한 연구 ·································································

149

안성빈, 김동호, 정지홍, 김영철

보안공학연구논문지 논문투고안내
보안공학연구논문지 논문투고규정
논문 심사 규정
논문 발간 규정
포상 및 징계 규정
연구 윤리 규정

보안공학연구논문지 (Journal of Security Engineering), 제 6권 제 2호 2009년 4월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데이터 추출에 관한 연구
안성빈1) , 김동호2) , 정지홍3 ) , 김영철4)

A Study On Data Extraction Based on U ser Behavior A nalysis
Sung-Bin A hn 1), D ong-H o K im 2) , Ji-H ong Jeung 3), R. Young C hul K im 4)
요약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기반환경에서 미래 수많은 스마트 컴퓨터들이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개발자 중심의 개발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유추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
로 하는 요구를 만족시키기 힘들다. 그리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해서,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User Behavior Based Softw are
D evelopm ent M ethodology) 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방법론 중에서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데이터 추출에 대한 프로세스와 세부적인 단계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보안 문제도 사용자
행위 분석에 적용 가능하리라 본다.
핵심어 : 사용자 행위 기반 개발 방법론, 사용자 니즈, 요구공학, 사용자 행위 분석, 유비쿼터스 컴퓨팅

Abstract
In the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future smart computers will be provided with the proper
services for interacting with humans. To provide the right service, it should need to recognize for the
system to interact what is the user needs. But the current developer centered development are focused on
the system, this may be hard to know what the user needs are. To recognize the user needs and to reflect
the system development, we proposed User Behavior Based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y. But this
paper only mentions data extraction based on user behavior analysis in part of the methodology. Security
problem will also be applied by the user behavior analysis.
Keywords : UBBSDA(User Behavior Based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y), User Needs,
Requirement Engineering, UBA(User Behavior Analysis), Ubiquitous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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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 우리는 급속하게 변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급변하는 세상은 가까운 미래에 획기적으
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의 사용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1]. 획기적으로 변화
할 환경 또는 시스템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유비쿼터스 컴퓨팅(U biquitous C om put
-ing) 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홈(U biquitous H om e) 시스템 또는 유비쿼터스 시티(U biquitous
C ity) 그리고 유비쿼터스 클래스(U biquitous C lass) 등이 있다[2].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사용자 주변에 컴퓨터가 편재( 遍在) 하여 우리의 삶과 환경에 새롭고 다양
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학습하고 접
근하는 방식이었다면,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컴퓨팅 환경에서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서
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의 상태 및 상황을 파악하고(Situation A nalysis) 이에 적절한 서비스
를 제공(C ontext A w areness) 하는 방식으로 접근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3]. 접근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용자의 상태 및 상황, 즉 정황[4] 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기존의 개발자 중심의 개발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유추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 즉 니즈(N eeds) 를 찾아내어 환경이나 시스템에 적용하거나, 지금까지 경험해보
지 못한 새로운 환경, 시스템 또는 기기(A ppliance) 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은 힘들
다. 그리하여 기존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
발하기 위해서, 사용자 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용자 중심의 개발은 사용자의 정황을 파악하고
선별하여 시스템에 반영함으로,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할 수 있
다[5].

[ 그림 1]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관계
[Fig. 1] The relation between user and system

[ 그림 1] 은 개발 방식에 따른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이해관계를 도식화 한 그림이다. 기존의 시
스템은 사용자만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자가 시스템에 서비스를 요청하여야 했다. 하지만 사용
자 중심의 시스템은 시스템이 사용자를 이해함에 따라, 사용자와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진
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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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개발을 위해서는 니즈를 파악하고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행위 분석
(U BA : U ser Behavior A nalysis) 기반의[7] 사용자 행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U ser Behavior
Based Softw are D evelopm ent M ethodology) 을 제안한다. 그리고 전체 방법론 중에서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데이터 추출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데이터 추출은
C harles Fillm ore 의 격 문법[8] 을 토대로, 방대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이
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사용자 행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C harles Fillm ore 의 격 문법과 에 대해서 기술하고, 3 장에서는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데이터 추출
에 대해서 언급하고, 4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서 기술한다.

2. 사용자 행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C harles Fillm ore 의 격 문법
2.1 사용자 행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아래의 [ 그림2] 는 사용자 행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도식화 한 그림이다.

사용자 행

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사용자의 행동으로부터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이를 고객
(C ustom er) 의 요구사항과 융합하여 기존의 개발자와 고객 중심의 개발 방법론에서 찾기 힘들었던
사용자의 니즈를 추출함으로 써, 새로운 요구를 반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다.

[ 그림 2] 사용자 행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Fig. 2] The software developm ent m ethodology based on use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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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
로는 관측, 설문, 추측, 사용흔적 조사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면접, 질문을 이용하는 직접적
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방대한 양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9].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 중 관측 또는 사용흔적 조사를 통해서 추출한 사용자 행동(A ction) 데이
터를 C harles Fillm ore 의 격문법의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트릭스와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고, 이는 방대한 데이터의 양으로 인해 수작업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목록화 된 행위(A ctivity) 데이터를 생성한다.
목록화 된 행위 데이터는 사용자의 니즈를 포함하고 있지만. 시스템에 필요한 니즈와 합당한 여
부를 판단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목적 기반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제를 한다. 이 목적 기
반의 분석을 통해서 나온 행태(Behavior) 데이터와 의미적 역할(Sem antic Roll) 을 융합하여 공통적
행태(C om m on Behavior) 를 추출한다.
그리고 공통적 행태를 육하원칙(5W 1H : W ho, W hat, W hen, W here, W hy, H ow ) 의 형식으로 정
형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정형화 시킨 데이터를 “ 사용자 정황 정보(U ser C ontext D ata)” 라고 이
름 한다[10]. 이러한 사용자 정황 정보는 그룹별 분석이 가능해지고, 사용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
조화, 정형화함으로 써, 이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의 요구사항 단계의 기능적 및 비
기능적 요구사항에 반영하고, 이 반영한 데이터는 분석 단계에서 설계 목표(D esign G oal) 에 영향
을 미치며, 이 설계목표는 설계에 요소로 포함됨으로 써, 사용자의 중심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사용자 정황 정보는 EC A (Event C ondition A ction) 기반 역할을 반영하
여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하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Rule/K now ledge 기반의 시스템에 기본적인 데
이터로 축적되어져, 사용자 중심의 Rule/K now ledge 기반의 시스템 개발에 이용될 것이다.

2.2 Charles Fillm ore 의 격문법
Fillm ore 는 동사에 근거하여 수행되리라고 추정되는 역할들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어휘 지식에
담겨 있다고 하였다. Fillm ore 의 격문법은 우리의 어휘 지식에 기반하여, 동사를 중심에 둔 각 단
어의 의미적 관계를 기술하여 의미구조를 표현하는 문법이다.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격( 格) 이라
고 부르고, 격에 대한 종류와 정의는 논문마다 다르지만, Fillm ore(1971) 가 정의한 격의 종류가 전
형적인 격의 종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격의 종류는 행위자(A G EN T; A ), 대행위자
(C O U N TERA G EN T; C ), 대상(O BJEC T; O ), 결과(RESU LT; R), 도구(IN STRU M EN T; I), 근원
(SO U RC E; S), 목표(G O A L; G ), 경험자(EXPERIEN C ER; E), 장소(LO C A TIV E; L) 로 나뉜다. 행위자
는 사건의 유발자를 뜻하고, 대행위자는 실행되는 행동에 대항하는 힘 또는 저항을 뜻한다. 대상은
움직이거나, 변하거나, 혹은 위치나 존재가 고려되는 실체를 뜻하고, 결과는 행동의 결과로 존재하
는 실체를 뜻한다. 도구는 사건의 자극이나 직접적 원인을 뜻하고, 근원은 어떤 것이 움직임을 시
작하는 위치인지 뜻한다. 목표는 어떤 것이 움직여 가는 장소를 뜻하고, 경험자는 경험을 수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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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동의 결과를 겪는 실세를 뜻하며, 장소는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가 행동의 위치적 기점을 나
타내는 격을 뜻한다.

3.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데이터 추출
3.1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

[ 그림 3]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
[Fig. 3] The data extracting process based on user behavior analysis

위의 [ 그림 3] 은 사용자 행위 분석 기반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에 대해서 도식화 한 그림이다. 데
이터 추출 프로세스는 전체 사용자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 앞 단계에서 방대한 양의 데
이터를 수집하고 최적화는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이다. 먼저 시스템을 적용할 영역(D om ain) 을 분석
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행동
데이터는 외부에서 관찰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반사적, 본능적인 동작이나 반응, 자극에 대한 작용
상태이다. 수집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 분석을 한다. 행동 분석은 C harles Fillm ore 의 격문
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각각의 행동 데이터를 의미를 갖춘 어휘적 정보로 만들고, 이를 테이블화
한다. 테이블화 된 정보는 행위라고 정의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넓은 의미로 인간의 행
동은 모두 행위라 할 수 있으나 동물의 행동처럼 안팎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하여 반사적, 본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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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정의를 바탕으로, 행위 분석을 통
해서 행동의 단위에서 행위의 단위로 식별되어진다. 이렇게 식별된 행위를 Task 행위 분석을 통해
서 각 행동이 행위의 전 상태와 진행한태 후의 상태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Task 기반 행위 다이
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이 다이어그램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순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된 다이어그램은 최종적인 데이터 분석 단계인 행위 목록화를 생성하게 만든다.

3.2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 세부적 단계

[ 그림 4]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 세부적 단계
[Fig. 4] The detail stage of the data extracting process

위의 [ 그림 4] 는 데이터 추출 프로세스의 세부적 단계에 진행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한 그림이다. 이 데이터 추출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은 사용자의 행위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행위 목록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역정의 및 조사계획 수립단계에서, 전
체 영역의 정의와 세부적인 영역을 식별, 그리고 식별된 영역에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조사계
획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정
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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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조사방법 구분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the investigating method

직접적 방법

간접적 방법

Field Study 관찰 방법
참여적 관찰
(Participant Observation)
문맥적 관찰
(Contextual O bservation)
비디오 에쓰노그라피
(Video Ethnography)

사용자 참여 방법
인터뷰 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개인 경험 기록법 (Time U se D iary)
설문지 (Survey)

[ 표 1] 과 같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데이터 추출 방법은
참여적 관찰(Participant O bservation) 과 문맥적 관찰(C ontextual O bservation) 등을 이용한 현장 관
찰 방법과 인터뷰(Interview ) 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 roup Interview ) 등의 사용자 참여
방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간접적인 데이터 추출 방법은 비디오 에쓰노 그라피(V ideo Ethnography) 같은 현장 관찰 기법과 개인 경험 기록법(Tim e U se D iary) 나 사진 다이어리(Photo D iary)
같은 사용자 참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식별된 영역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이 후엔,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은 조사계
획에 따라 간접적인 데이터 추출 방법은 관찰, 추측, 사용흔적조사와 같은 현장 관찰 방법과 개인
경험 기록법(Tim e U se D iary) 나 사진 다이어리(Photo D iary), 면접 같은 사용자 참여 방법으로 구
분하여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중 사용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간접적 추출 데이터를
다음 단계에서 행동분석을 한다. 직접적인 추출 데이터는 차후 의미적 역할에 연결될 것이다.
행동분석 단계에서 첫 번째는 간접적인 데이터를 격문법에 맞게 행동의 단위로 나열하는 것이
다. 간접적인 데이터의 대부분이 영상적인 데이터이므로, 나열 단계에서는 행위자와 결과, 대상으
로만 나열한다. 그리고 나열한 데이터를 목록화를 하며, 이 목록을 가지고 행동 테이블을 작성한
다.
행위분석 단계에서는 행위자와 결과, 대상으로만 목록화한 테이블을 행위자와 결과, 대상, 장소,
목적에 따라 나열하고, 나열한 행위 데이터를 목록화 하고, 이 목록을 행위 테이블로 작성한다.
이 행위 테이블을 토대로 Task 행위 분석단계에서는 Task 기반 행위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는데,
작성 전에 Task 의 선별 및 스크립트를 작성, 스크립트와 연관되어진 선 조건과 후 조건을 결정한
다. 그리고 각 Task 에 연관된 행위 테이블에 행위 데이터를 조건에 맞게 결정한다. 조건에 맞는 행
위 데이터들을 Task 의 우선순위와 가중치,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행위 순서다이어그램을 그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 다이어그램에서 최적화된 행위 목록 화를 자동 생성한다.
이렇게 최적화로 목록화 된 행위 데이터는 사용자의 니즈를 포함하고 있지만. 시스템에 필요한
니즈와 합당한 여부를 판단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목적 기반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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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사용자 행위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사용자의 니즈로부터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고객(C ustom er) 의 요구사항과 융합하여 기존의 개발자와 고객 중심의 개발 방법론에서 찾기
힘들었던 사용자의 니즈를 추출함으로 써, 새로운 요구를 반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론이다.
이 방법론의 시작 단계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사
용자의 행동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하였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매트릭스와 다이어그램이 데이
터의 중복 성을 줄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중복성이 배제된 행위 데이터를 목록화 함으로
써, 사용자의 니즈가 포함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통한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록화 된 행위 데이터는 사
용자의 니즈를 포함하고 있지만. 시스템에 필요한 니즈와 합당한 여부를 판단하기엔 부족하기 때
문에, 이를 목적 기반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차후 연구로는 목적 기반의 분석을 통한 행태(Behavior) 데이터와 의미적 역할(Sem antic
Roll) 을 융합하여 공통적 행태(C om m on Behavior) 를 추출하고, 그리고 공통적 행태를 육하원칙
(5W 1H : W ho, W hat, W hen, W here, W hy, H ow ) 의 형식으로 정형화 과정을 거치는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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