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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PD 

Virtual Private Database(이하 VPD) 란 하나의 DATABASE 내의 수 많은 data 에서 

보안상 혹은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필요한 유저에 해당하는 data 만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안레벨, 부서별 혹은 사이트별 등 특정 목적에 맞게 구분되지만, 사용

자는 이러한 구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며, 마치 자신만의 DATABASE 

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Virtual Private Database 라고 부른다. 

 

개념을 위한 간단한 예를 보자. 

[“직원” table] 

사번 성명 주민번호 …. 부서 

7790 양차장 73xxxxxx ….. 기술팀 

7791 이대리 77xxxxxx ….. 영업팀 

7792 김사원 89xxxxxx ….. 기술팀 

 

l 기술팀장 조회 : select * from 직원; 

사번 성명 주민번호 …. 부서 

7790 양차장 73xxxxxx ….. 기술팀 

7792 김사원 89xxxxxx ….. 기술팀 

l 영업팀장 조회 : select * from 직원; 

사번 성명 주민번호 …. 부서 

7791 이대리 77xxxxxx ….. 영업팀 

l 인사팀장 조회 : select * from 직원; 

사번 성명 주민번호 …. 부서 

7790 양차장 73xxxxxx ….. 기술팀 

7791 이대리 77xxxxxx ….. 영업팀 

7792 김사원 89xxxxxx ….. 기술팀 

 

기술팀장, 영업팀장, 인사팀장은 모두 ‘직원’이라는 같은 table 에 같은 질의를 던지

지만 자신에 해당하는 data 만을 보게 된다. 

기술팀장의 경우 select * from 직원; 질의는 다음과 같이 자동 재 작성된다. 

Select * from 직원 where 부서=’기술팀’; 

여기서 우리는 where 절(PREDICATE) 이 추가 됨으로 해서 VPD 가 이루어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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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 모르게 predicate 가 작성 되어 특정 row, column 을 

제약하는 기술을 FGAC(Fine Grained Access Control) 라고 한다. 그리고 predicate 에 

필요한 값(value – 이 예에서는 ‘기술팀’,’영업팀’)을 구현하는 도구로 application 

context 가 있다. 

 

그러므로 ORACLE 에서 VPD 를 구현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1. FGAC (혹은 RLS-Row Level Security) 

2. Application Context 

 

FGAC 는 application context 와 PL/SQL 을 이용한 function , procedure 혹은 

package 를 바탕으로 구성되므로 우선 application context 에 대해 알아 보자 

 

2. Application Context 

Application context 는 “name 혹은 attribute” 와 “value”의 쌍으로 이루어져 Oracle 

database memory 에 저장되는 set 을 말한다. Application context 는 namespace 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name(attribute) 을 호출하면 해당 value 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이해를 위해 예를 먼저 살펴 보자 

Oracle 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session 정보에 대해 USERENV 라는 namespace 

를 가진 application context 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value 를 memory 로부터 가져

오기 위해 sys_context SQL 함수를 제공하고 있다. 

 

 
 

SESSION 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해당 USERENV 라는 namespace 를 가진 

application context 에는 session 정보를 가지게 된다. 위는 그 정보 중 HOST 라는 

name(attribute) 을 조회하여 “WORKGROUP\DPHONG-NOTEBOOK” 라는 value 를 출

력한 예이다. 

SQL> select sys_context('USERENV','host') from dual; 

 

SYS_CONTEXT('USERENV','HOST') 

---------------------------------------------------- 

WORKGROUP\DPHONG-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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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pplication context 에서 “name” 은 value 값을 저장하고 있는 memory 주소

를 대표하는 값인 것이다.. 

 

아래는 USERENV namespace 에 정의된 attribute 이다. (일부분) 

ATTRIBUTE VALUE 

TERMINAL Client OS 식별자를 return 

LANGUAGE session 에 사용되는 지역. 언어를 return  

SESSIONID Session id return  

INSTANCE 현재 instance 의 instance number  

ISDBA 현재 DBA role 을 가지고 있는지 유무  

NLS_TERRITORY 현재 session 의 지역  

NLS_DATE_FORMAT 현재 session 의 date format  

NLS_DATE_LANGUAGE 현재 session 의 language  

CURRENT_USER 현재 session 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저의 이름 

CURRENT_USERID CURRENT_USER 의 ID 

SESSION_USER 인증된 현재 유저의 이름 

SESSION_USERID SESSION_USER 의 ID 

PROXY_USER SESSION USER 대신에 현재 SESSION 을 열고 있는 유저 

(일반적으로 MIDDLE TIER – CONNECTION POOL) 

PROXY_USERID PROXY_USER 의 ID 

DB_DOMAIN DB_DOMIN parameter 의 값 

DB_NAME DB_NAME parameter 의 값 

HOST Database 가 구동되고 있는 OS host name 

OS_USER Client OS user name 

IP_ADDRESS Client OS 의 IP Address 

BG_JOB_ID Backgroup job id 

FG_JOB_ID Foregroup job id 

 

SYS_CONTEXT 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SYS_CONTEXT(‘namespace’,’parameter’[,length]) 

 

l Namespace : application context 의 이름 

l Parameter : namespace 안에 있는 attribute 

l Length : (Optional) return 되는 값의 최대 크기(default 256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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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했듯이 oracle 은 기본적으로 정의된 USERENV 라는 application context

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정의하여 application context 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반듯이 DBMS_SESSION.SET_CONTEXT PL/SQL package procedure 를 통해서

만이 만들 수 있다. 

 

DBMS_SESSION.SET_CONTEXT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DBMS_SESSION.SET_CONTEXT ( 

      namespace VARCHAR2, 

      attribute  VARCHAR2, 

      value     VARCHAR2, 

      username  VARCHAR2, 

      client_id  VARCHAR2); 

 

l Namespace : application context 의 이름 ( 30bytes까지) 

l Attribute : namespace 안에 있는 attribute 이름 (30bytes 까지) 

l Value: application context 에 설정될 value (4000bytes 까지) 

l Username : Optional (default NULL) 

l Client_id : Optional (default NULL) 

 

DBMS_SESSION.SET_CONTEXT( 

 Namespace => ‘empno_ctx’, 

 Attribute => ‘ctx_attrib’, 

 Value => ctx_value ); 

 

DBMS_SESSION.SET_CONTEXT(‘empno_ct’,’ctx_attrib’,ctx_value); 

 

사용자 정의 application context 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CREATE ANY CONTEXT , EXECUTE ON DBMS_SESSION 권한 부여 

2.  CREATE CONTEXT <namesapce 명> USING <package 명>; 

3.  2 의 package 명을 가지는 DBMS_SESSION.SET_CONTEXT PL/SQL package 

 

위의 사항을 이용하여 임의의 application context 를 만들어 보자 

예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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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GRANT create any context TO dphong; 

SQL> GRANT execute on dbms_session TO dphong; 

 

SQL> CONNECT dphong/goodus 

Connected. 

 

-- context 를 생성 한다. 

SQL> CREATE CONTEXT empno_ctx USING set_empno_ctx_proc; 

 

Context created. 

 

-- procedure 를 통해 context 를 설정한다. 

SQL> CREATE OR REPLACE PROCEDURE set_empno_ctx_proc( 

  2  emp_value IN VARCHAR2) 

  3  IS    

  4  BEGIN 

  5  DBMS_SESSION.SET_CONTEXT('empno_ctx', 'empno_attrib', emp_value); 

  6  END; 

  7  / 

 

Procedure created. 

 

-- value 값을 입력한다. 

SQL> EXECUTE set_empno_ctx_proc ('42783'); 

 

PL/SQL procedure successfully completed. 

 

-- 생성된 application context 를 질의한다. 

SQL> SELECT SYS_CONTEXT ('empno_ctx', 'empno_attrib') empno_attrib FROM DUAL; 

 

EMPNO_ATTRIB 

----------------------------------------------------------------------------- 

42783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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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SQL> connect /as sysdba 

연결되었습니다. 

-- application context master user 생성 

SQL> create user sysadmin_ctx identified by goodus 

  2  default tablespace USERS 

3  temporary tablespace TEMP; 

 

사용자가 생성되었습니다. 

 

SQL> GRANT CREATE SESSION, CREATE ANY CONTEXT, CREATE PROCEDURE, CREATE TRIGGER, 

ADMINISTER DATABASE TRIGGER TO sysadmin_ctx;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SQL> GRANT SELECT ON HR.EMPLOYEES TO sysadmin_ctx;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SQL> GRANT EXECUTE ON DBMS_SESSION TO sysadmin_ctx;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 context 값을 가지는 user 생성 

SQL> GRANT CREATE SESSION TO LOZER IDENTIFIED BY goodus;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 context 값을 가져 오지 못하는 유저 

SQL> ALTER USER SCOTT ACCOUNT UNLOCK IDENTIFIED BY goodus; 

 

사용자가 변경되었습니다. 

 

SQL> connect sysadmin_ctx/goodus 

연결되었습니다. 

 

-- context 를 생성한다. 

SQL> CREATE CONTEXT empno_ctx USING set_empno_ctx_p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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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가 생성되었습니다. 

-- context 를 설정할 package 생성 

SQL> CREATE OR REPLACE PACKAGE set_empno_ctx_pkg IS 

  2   PROCEDURE set_empno; 

  3  END; 

  4  / 

 

패키지가 생성되었습니다. 

 

SQL> CREATE OR REPLACE PACKAGE BODY set_empno_ctx_pkg IS 

  2   PROCEDURE set_empno 

  3   IS 

  4    emp_id NUMBER; 

5   BEGIN 

-- USERENV context 를 통해 현재 session user 의 username 을 가져온다. 

-- 가져온 username 값이 HR.employees table 의 email 컬럼에 있는지 조회한다. 

-- 만약 있으면 HR.employees table 에서 해당 employee_id 값을 가져와 emp_id 에 넣는다. 

  6    SELECT EMPLOYEE_ID INTO emp_id FROM HR.EMPLOYEES 

7     WHERE email = SYS_CONTEXT('USERENV', 'SESSION_USER'); 

-- 위의 과정서 구해진 emp_id 를 value 로 갖는 empno_ctx context 를 설정한다. 

  8    DBMS_SESSION.SET_CONTEXT('empno_ctx', 'employee_id', emp_id); 

  9   EXCEPTION 

 10    WHEN NO_DATA_FOUND THEN NULL; 

 11   END; 

 12  END; 

 13  / 

 

패키지 본문이 생성되었습니다. 

 

-- LOGON trigger 를 만들어 user 가 DB 에 logon 하면 자동으로  

-- empno_ctx context 값을 가지도록 설정 한다. 

SQL> CREATE TRIGGER set_empno_ctx_trig AFTER LOGON ON DATABASE 

  2   BEGIN 

  3    sysadmin_ctx.set_empno_ctx_pkg.set_empno; 

  4   END;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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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가 생성되었습니다. 

 

-- lozer user 는 HR.employees 의 mail 컬럼에 있으므로 emp_id 를 return 한다. 

SQL> connect lozer/goodus 

연결되었습니다. 

SQL> SELECT SYS_CONTEXT('empno_ctx', 'employee_id') emp_id FROM DUAL; 

 

EMP_ID 

-------------------------------------------------------------------------------- 

168 

 

1 개의 행이 선택되었습니다. 

 

-- scott 유저는 HR.employees 의 mail 컬럼에 없으므로 emp_id 가 null 이다. 

SQL> connect scott/goodus 

연결되었습니다. 

. 

SQL> connect scott/goodus 

연결되었습니다. 

SQL> SELECT SYS_CONTEXT('empno_ctx', 'employee_id') emp_id FROM DUAL; 

 

EMP_ID 

------------------------------------------------------------------------------- 

 

 

1 개의 행이 선택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logon trigger, USERENV, EMPNO_CTX, SET_CONTEXT pacage, 

HR.EMPLOYEES table 을 이용하여 로그인 한 user 가 EMAIL column 에 있는 경우 

EMPLOYEE_ID 값을 application context value 값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처럼 PL/SQL 을 이용한 application context 는 다양한 형태의 value 를 구성 할 수 

있다. 

 

 오라클에서는 이러한 application context 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

고 있다. 

l VPD 안에서 FGAC 를 적용 시키기 위해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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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user session 에 대한 identity 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라 

l User 단위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procedure(trusted procedure) 로 구성 되므로 

강력한 보안을 제공한다. 

l Application context value 는 UGA 나 SGA 의 secure data cache 에 저장시킴으로 

해서 performance 를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상 application context 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다. 그럼 VPD 에서의 역

할을 생각해 보자. VPD 는 predicate 의 값을 필요로 한다. 이때 application context 

value 를 이용하여 where 조건절에 키 값을 구할 수 있다. 

 

 
 

이제 어느 오브젝트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predicate 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설정

하는 FGAC 에 대해 알아보자. 

 

3. FGAC 

Fine Grained Access Control 은 Predicate 라고 표현하는 WHERE 절을 어느 오브젝트

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정책

(Policy) 라고 하며, DBMS_RLS package 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 된다. 

 

아래는 DBMS_RLS package 내의 각 procedure 를 나타낸다. 

Procedure Description 

For Handling Individual Policies 

DBMS_RLS.ADD_POLICY Table,view,synonym 에 policy 를 적용 

DBMS_RLS.ENABLE_POLICY 적용된 policy 를 enable 또는 disable 

DBMS_RLS.REFRESH_POLICY Reparsing 통해 SGA 공간에 cache 시킨다. 

DBMS_RLS.DROP_POLICY Table,view,synonym 에 policy 를 drop 

For Handling Grouped Policies 

DBMS_RLS.CREATE_POLICY_GROUP Policy group 을 만든다. 

DBMS_RLS.DELETE_POLICY_GROUP Policy group 을 drop 

DBMS_RLS.ADD_GROUPED_POLICY Policy group 에 추가 한다. 

DBMS_RLS.ENABLE_GROUPED_POLICY Group 된 policy 들을 enable 한다. 

user 쿼리 :  SELECT * FROM EMP; 

VPD 쿼리  :  SELECT * FROM EMP WHERE EMP_ID=168 

= : SELECT * FROM EMP WHERE EMP_ID=SYS_CONTEXT(‘empno_ctx’.’employee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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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_RLS.REFRESH_GROUPED_POLICY Reparsing 한다. 

DBMS_RLS.DISABLE_GROUPED_POLICY Group 된 policy 들을 disable 한다. 

DBMS_RLS.DROP_GROUPED_POLICY Policy group 을 drop 

For Handling Application Contexts 

DBMS_RLS.ADD_POLICY_CONTEXT Context 를 추가한다. 

DBMS_RLS.DROP_POLICY_CONTEXT Context 를 drop 

 

여기서는 DBMS_RLS.ADD_POLICY 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ADD_POLICY procedure 

argument Description 

Object_schema Object schema 이름 

Object_name Object 이름 

Policy_name 적용할 policy 이름 

Function_schema Function schema 이름 

Policy_functions 적용할 함수, package 

Statement_types INDEX, SELECT, INSERT,DELETE,UPDATE 

Update_check (TRUE/FALSE) INSERT,UPDATE 후 정책 검사 

Enable (TRUE/FALSE) 활성화 유무 

Static_policy TRUE : predicate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SGA 영역

에 predicate 값을 저장한다. 

FALSE : predicate 값이 다르다고 가정하고 파싱때마다 

policy_function 을 재수행 

10g 에서는 policy_type 이 설정 되면 이 값은 무시 

Policy_type STATIC : 한번만 실행 되어 SGA 에 저장 된다. 재파싱이 

없다. 

SHARED_STATIC : STATIC 과 동일하며, 여러 오브젝트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만 다름 

CONTEXT_SENSITIVE : CONTEXT 의 변경이 발견되면 

Policy function 을 재실행 한다. 

SHARED_CONTEXT_SENSITIVE : CONTEXT_SENSITIVE 와 

동일하며 여러 오브젝트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는 점만 

다름 

DYNAMIC : 쿼리의 파싱이나 실행 시점에서 재실행 된

다. 

Sec_relevant_cols 기술된 column 이 조회 대상일 경우 policy function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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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됨 

Sec_relevant_cols_opt 전체 조회는 이루어 지나 해당 컬럼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보이고 나머지는 null 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DBMS_RLS.ADD_POLICY 를 적용한다. 

 

 BEGIN 

  DBMS_RLS.ADD_POLICY ( 

   Object_schema  => ‘oe’, 

   Object_name  => ‘orders’, 

   Policy_name  => ‘orders_policy’, 

   Function_schema => ‘sys’, 

   Policy_function  => ‘pkg.auth_orders’, 

   Statement_types => ‘select, insert, update, delete’ 

  ); 

 END; 

 / 

 

예제 3) 

1. user, table 생성 

SQL> connect /as sysdba 

연결되었습니다. 

SQL> GRANT CREATE SESSION, CREATE ANY CONTEXT, CREATE PROCEDURE, CREATE TRIGGER, 

ADMINISTER DATABASE TRIGGER TO sysadmin_vpd IDENT 

IFIED BY goodus;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 application context master user 생성 

SQL> GRANT EXECUTE ON DBMS_SESSION TO sysadmin_vpd;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SQL> GRANT EXECUTE ON DBMS_RLS TO sysadmin_vpd;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 고객 1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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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GRANT CREATE SESSION TO tbrooke IDENTIFIED BY goodus;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 고객 2 생성 

SQL> GRANT CREATE SESSION TO owoods IDENTIFIED BY goodus;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  

SQL> ALTER USER SCOTT ACCOUNT UNLOCK IDENTIFIED BY goodus; 

 

사용자가 변경되었습니다. 

 

SQL> connect scott/goodus 

연결되었습니다. 

-- 고객 정보를 가진 table 생성 

SQL> create table customers ( 

  2  cust_no number(4), 

  3  cust_email varchar2(20), 

4  cust_name varchar2(20)); 

 

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SQL> INSERT INTO customers VALUES (1234, 'TBROOKE', 'Thadeus Brooke'); 

 

1 개의 행이 만들어졌습니다. 

 

SQL> INSERT INTO customers VALUES (5678, 'OWOODS', 'Oberon Woods'); 

 

1 개의 행이 만들어졌습니다. 

 

SQL> GRANT SELECT ON customers TO sysadmin_vpd;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 주문 table 생성 

SQL> CREATE TABLE orders_tab ( 

  2    cust_no  NUMBER(4), 

  3    order_no NUMB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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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이 생성되었습니다. 

 

SQL> INSERT INTO orders_tab VALUES (1234, 9876); 

 

1 개의 행이 만들어졌습니다. 

 

SQL> INSERT INTO orders_tab VALUES (5678, 5432); 

 

1 개의 행이 만들어졌습니다. 

 

SQL> INSERT INTO orders_tab VALUES (5678, 4592); 

 

1 개의 행이 만들어졌습니다. 

 

SQL> GRANT SELECT ON orders_tab TO tbrooke;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SQL> GRANT SELECT ON orders_tab TO owoods;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2. application context 생성 

SQL> connect sysadmin_vpd/goodus 

연결되었습니다. 

-- context 생성 

SQL> CREATE OR REPLACE CONTEXT orders_ctx USING orders_ctx_pkg; 

 

컨텍스트가 생성되었습니다. 

-- context 를 설정한 package 설정 

SQL> CREATE OR REPLACE PACKAGE orders_ctx_pkg  

2  IS 

  3       PROCEDURE set_custnum; 

  4   END; 

  5  / 

 

패키지가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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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CREATE OR REPLACE PACKAGE BODY orders_ctx_pkg  

2    IS 

  3       PROCEDURE set_custnum 

  4    AS 

  5       custnum NUMBER; 

6    BEGIN 

-- USERENV context 를 통해 현재 session user 의 username 을 가져온다. 

-- 가져온 username 값이 SCOTT.customers table 의 cust_email 컬럼에 있는지 조회한다. 

-- 만약 있으면 SCOTT.customers table 에서 해당 cust_no 값을 가져와 custnum 에 넣는다. 

  7       SELECT cust_no INTO custnum FROM scott.customers 

8         WHERE cust_email = SYS_CONTEXT('USERENV', 'SESSION_USER'); 

-- 위의 과정서 구해진 custnum 을 value 로 갖는 orders_ctx context 를 설정한다. 

  9       DBMS_SESSION.SET_CONTEXT('orders_ctx', 'cust_no', custnum); 

 10       EXCEPTION 

 11         WHEN NO_DATA_FOUND THEN NULL; 

 12    END set_custnum; 

 13  END; 

 14  / 

 

패키지 본문이 생성되었습니다. 

 

SQL> 

 

 

3. logon trigger 생성 

-- LOGON trigger 를 만들어 user 가 DB 에 logon 하면 자동으로  

-- orders_ctx context 값을 가지도록 설정 한다. 

SQL> CREATE TRIGGER set_custno_ctx_trig AFTER LOGON ON DATABASE 

  2   BEGIN 

  3    sysadmin_vpd.orders_ctx_pkg.set_custnum; 

  4   END; 

  5  / 

 

트리거가 생성되었습니다. 

 

SQL> connect tbrooke/goodus 

연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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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LECT SYS_CONTEXT('orders_ctx', 'cust_no') custnum FROM DUAL; 

 

CUSTNUM 

-------------------------------------------------------------------------------- 

1234 

 

SQL> 

 

 

 

4. DBMS_RLS 에 사용할 policy function 생성 

SQL> connect sysadmin_vpd/goodus 

연결되었습니다. 

-- predicate 를 return 하기 위한 function 구현 

SQL> CREATE OR REPLACE FUNCTION get_user_orders( 

  2    schema_p   IN VARCHAR2, 

  3    table_p    IN VARCHAR2) 

  4   RETURN VARCHAR2 

  5   AS 

  6    orders_pred VARCHAR2 (400); 

  7   BEGIN 

  8    orders_pred := 'cust_no = SYS_CONTEXT(''orders_ctx'', ''cust_no'')'; 

  9   RETURN orders_pred; 

 10  END; 

 11  / 

 

함수가 생성되었습니다. 

 

SQL> 

 

 

5. DBMS_RLS.ADD_POLICY 설정 

-- 해당 object 에 정책을 추가한다. 

SQL> BEGIN 

  2   DBMS_RLS.ADD_POLICY ( 

  3    object_schema    =>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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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object_name      => 'orders_tab', 

  5    policy_name      => 'orders_policy', 

  6    function_schema  => 'sysadmin_vpd', 

  7    policy_function  => 'get_user_orders', 

  8    statement_types  => 'select'); 

  9  END; 

 10  / 

 

PL/SQL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SQL> 

 

 

 

6. TEST 

SQL> connect tbrooke/goodus 

연결되었습니다. 

SQL> SELECT * FROM scott.orders_tab; 

 

   CUST_NO   ORDER_NO 

---------- ---------- 

      1234       9876 

 

SQL> connect owoods/goodus 

연결되었습니다. 

SQL> SELECT * FROM scott.orders_tab; 

 

   CUST_NO   ORDER_NO 

---------- ---------- 

      5678       5432 

      5678       4592 

 

 

7. autotrace on 

SQL> set autotrace on; 

SQL> SELECT * FROM scott.orders_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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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_NO   ORDER_NO 

---------- ---------- 

      5678       5432 

      5678       4592 

 

 

Execution Plan 

---------------------------------------------------------- 

Plan hash value: 1302839296 

 

-------------------------------------------------------------------------------- 

| Id  | Operation         | Name       | Rows  | Bytes | Cost (%CPU)| Time     | 

-------------------------------------------------------------------------------- 

|   0 | SELECT STATEMENT  |            |     2 |    52 |     3   (0)| 00:00:01 | 

|*  1 |  TABLE ACCESS FULL| ORDERS_TAB |     2 |    52 |     3   (0)| 00:00:01 | 

-------------------------------------------------------------------------------- 

 

Predicate Information (identified by operation id): 

--------------------------------------------------- 

-- trace 정보에는 predicate 값으로 필터링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 - filter("CUST_NO"=TO_NUMBER(SYS_CONTEXT('orders_ctx','cust_no'))) 

 

 

 

모두 같은 SELECT * FROM scott.orders_tab; 로 같은 쿼리를 날리고 있으나 각기 자기

에게 속한 data 만을 확인 할 수 있다. 플랜 정보에서 predicate 가 적용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예제 4) 

Column-Level VPD 

SQL> GRANT CREATE SESSION, CREATE ANY CONTEXT, CREATE PROCEDURE, CREATE TRIGGER, 

ADMINISTER DATABASE TRIGGER TO SCOTT;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SQL> GRANT EXECUTE ON DBMS_SESSION TO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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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SQL> GRANT EXECUTE ON DBMS_RLS TO scott;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SQL> connect scott/goodus 

연결되었습니다. 

SQL> CREATE OR REPLACE FUNCTION hide_sal_comm ( 

  2   v_schema IN VARCHAR2, 

  3   v_objname IN VARCHAR2) 

  4 

  5  RETURN VARCHAR2 AS 

  6  con VARCHAR2 (200); 

  7 

  8  BEGIN 

  9   con := 'deptno=30'; 

 10   RETURN (con); 

 11  END hide_sal_comm; 

 12  / 

 

함수가 생성되었습니다. 

 

SQL> BEGIN 

  2   DBMS_RLS.ADD_POLICY ( 

  3    object_schema     => 'scott', 

  4    object_name       => 'emp', 

  5    policy_name       => 'hide_sal_policy', 

  6    policy_function   => 'hide_sal_comm', 

  7    sec_relevant_cols => 'sal,comm'); 

  8  END; 

  9  / 

 

PL/SQL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SQL> SELECT d.deptno, ENAME, d.dname, JOB , SAL 

  2  FROM emp e, dept d 

  3  WHERE d.deptno = e.dept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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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COMM column 이 포함 되어 있으면 deptno=30 값만 출력된다. 

    DEPTNO ENAME      DNAME          JOB              SAL 

---------- ---------- -------------- --------- ---------- 

        30 ALLEN      SALES          SALESMAN        1600 

        30 WARD       SALES          SALESMAN        1250 

        30 MARTIN     SALES          SALESMAN        1250 

        30 BLAKE      SALES          MANAGER         2850 

        30 TURNER     SALES          SALESMAN        1500 

        30 JAMES      SALES          CLERK            950 

 

6 개의 행이 선택되었습니다. 

-- SAL, COMM column 이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전부 출력된다. 

SQL> SELECT d.deptno, ENAME, d.dname, JOB 

  2  FROM emp e, dept d 

  3  WHERE d.deptno = e.deptno; 

 

    DEPTNO ENAME      DNAME          JOB 

---------- ---------- -------------- --------- 

        10 CLARK      ACCOUNTING     MANAGER 

        10 KING       ACCOUNTING     PRESIDENT 

        10 MILLER     ACCOUNTING     CLERK 

        20 JONES      RESEARCH       MANAGER 

        20 FORD       RESEARCH       ANALYST 

        20 ADAMS      RESEARCH       CLERK 

        20 SMITH      RESEARCH       CLERK 

        20 SCOTT      RESEARCH       ANALYST 

        30 WARD       SALES          SALESMAN 

        30 TURNER     SALES          SALESMAN 

        30 ALLEN      SALES          SALESMAN 

30 JAMES      SALES          CLERK 

        30 BLAKE      SALES          MANAGER 

        30 MARTIN     SALES          SALESMAN 

 

14 개의 행이 선택되었습니다. 

 

 

 

예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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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BEGIN 

  2   DBMS_RLS.ADD_POLICY( 

  3     object_schema         => 'scott', 

  4     object_name           => 'emp', 

  5     policy_name           => 'hide_sal_policy', 

  6     policy_function       => 'hide_sal_comm', 

  7     sec_relevant_cols     =>' sal,comm', 

  8     sec_relevant_cols_opt => dbms_rls.ALL_ROWS); 

  9  END; 

 10  / 

 

PL/SQL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SQL> SELECT ENAME, d.dname, job, sal, comm 

  2   FROM emp e, dept d 

  3   WHERE d.deptno = e.deptno; 

-- SAL, COMM 이 포함 되어 있지만 이 두 column 은 depno=30 에 해당 되는 column 에는 

-- 값이 출력되고, depno=30 이 아닌 경우는 null 로 출력 된다. 

ENAME      DNAME          JOB              SAL       COMM 

---------- -------------- --------- ---------- ---------- 

CLARK      ACCOUNTING     MANAGER 

KING       ACCOUNTING     PRESIDENT 

MILLER     ACCOUNTING     CLERK 

JONES      RESEARCH       MANAGER 

FORD       RESEARCH       ANALYST 

ADAMS      RESEARCH       CLERK 

SMITH      RESEARCH       CLERK 

SCOTT      RESEARCH       ANALYST 

WARD       SALES          SALESMAN        1250        500 

TURNER     SALES          SALESMAN        1500          0 

ALLEN      SALES          SALESMAN        1600        300 

JAMES      SALES          CLERK            950 

BLAKE      SALES          MANAGER         2850 

MARTIN     SALES          SALESMAN        1250       1400 

 

14 개의 행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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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PD 이점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application logic 에 

해당 기능을 추가 하는 방법, 둘째 DB 에 VIEW 를 구성하는 방법, 셋째 VPD 를 구성

하는 방법이다. 

 

VPD 구성으로 인한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성 :  

data 에 대한 원천적인 보안 설정이 가능하다. 해당 보안정책은 DB 와 

connection 이 이루어 지는 순간부터 동작되며 이를 우회할 방법이 없다. 

Application 에 상관 없이 모든 DB connection 에 적용 되기 때문이다. 

  2. application 개발의 단순화 

 보안 정책 같은 policy 변화에 따른 application 변경 부담을 덜게 된다. 

특정 서비스만을 위한 application 개발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일원화된 개발

환경을 갖출 수 있다. 

  3. 쉬운 관리 및 확장성 

View 를 구성 할 경우 보안 그룹이나 유저의 policy 에 대한 각각의 view 를 

생성하여야 하며, policy 변화에 따른 view 의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하다. VPD 를 

이용할 경우 PL/SQL 기반 procedure 를 사용하게 되어 관리 및 확장성에 유리

하다. 

 

이상 ORACLE VPD 에 대해 개론적인 입장에서 살펴 보았다. 실제 각 요소마다 더 깊은 

기능들이 있음을 잊지 말자. 

5. 기타 

l Application Context Views 

ALL_CONTEXT 

ALL_POLICY_CONTEXTS 

DBA_CONTEXT 

DBA_POLICY_CONTEXTS 

SESSION_CONTEXT 

USER_POLICY_CONTEXTS 

V$CONTEXT 

V$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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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VPD Policy views 

 ALL_POLICIES 

 ALL_POLICY_CONTEXTS 

 ALL_POLICY_GROUPS 

 ALL_SEC_RELEVANT_COLS 

 DBA_POLICIES 

 DBA_POLICY_CONTEXTS 

 DBA_SEC_RELEVANT_COLS 

 USER_POLICIES 

 USER_POLICY_CONTEXTS 

 USER_SEC_RELEVANT_COLS 

 USER_POLICY_GROUPS 

 V$VPD_POLICY 

 

l VPD 의 export / import 

FGAC 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저는 오직 sys 계정이 유일하다. 만약 다른 유저를 통

해 export/import 수행시 정상적으로 수행 되지 않음을 유의 해야 한다. 

exp system/goodus file=rls_test.dmp owner='scott' log=rls_test.dmp.log 

Export: Release 10.2.0.3.0 - Production on 화 4월 7 05:19:53 2009 

 

Copyright (c) 1982, 2005, Oracle.  All rights reserved. 

 

 

다음에 접속됨: Oracle Database 10g Enterprise Edition Release 10.2.0.3.0 - Production 

With the Partitioning, Oracle Label Security, OLAP and Data Mining Scoring Engine options 

KO16MSWIN949 문자 설정과 AL16UTF16 NCHAR 문자 설정에서 엑스포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지정된 사용자를 엑스포트하려고 합니다 ... 

. 스키마 이전 단계의 객체와 작업을 엑스포트합니다\r 

 

. SCOTT 사용자를 위해 외래 함수 라이브러리 이름을 엑스포트합니다 

. PUBLIC 유형 동의어 엑스포트 중 

. 전용 유형 동의어 엑스포트 중 

. SCOTT 사용자의 객체 유형 정의를 엑스포트 합니다 \r 

 

SCOTT 의 객체를 엑스포트하려고 합니다 ... 

. 데이터베이스 링크 엑스포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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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 번호 엑스포트 중 

. 클러스터 정의 엑스포트 중 

. SCOTT 의 테이블을 엑스포트하려고 합니다 via 규정 경로... 

. . 테이블                     BONUS(를)을 엑스포트 중          0 행이 엑스포트됨 

. . 테이블                 CUSTOMERS(를)을 엑스포트 중          2 행이 엑스포트됨 

. . 테이블                      DEPT(를)을 엑스포트 중          4 행이 엑스포트됨 

. . 테이블                       EMP(를)을 엑스포트 중         14 행이 엑스포트됨 

EXP-00079: "ORDERS_TAB"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보호되었습니다.  기본 경로만이 일부 테이

블을 엑스포트할 것입니다. 

. . 테이블                ORDERS_TAB(를)을 엑스포트 중          0 행이 엑스포트됨 

. . 테이블                  SALGRADE(를)을 엑스포트 중          5 행이 엑스포트됨 

. 동의어 엑스포트 중 

. 뷰 엑스포트 중 

. 저장 프로시저 엑스포트 중 

 

 

여기에 예시된 모든 실습은 오라클 공식 문서에 있는 예제이며 

모두 ORACLE Enterprise 10.2.0.3 버전에서 테스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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