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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2 년 고시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자정부 SW 개발 운
영자를 위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다. 시큐어 코딩 기법을 예제 위주로 제시함으로써, 
개발 실무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포된 시큐어 코딩 가이드는 유용한 지침서임에는 틀림이 없
으나, 개발자 개개인이 그 내용을 모두 숙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 관한 시큐어 코딩은 시스템 아키텍쳐 차원의 중앙집중적인 관점이 아
닌 개발자 개개인이 구현한 기능 단위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 필드의 현실상, 이를 중앙집중적인 
관점에서의 입력 데이터 검증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을 코드 중
심의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서론 

인터넷 환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SW)는 정확

성 및 효율성은 물론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네트워크

를 통해 교환하는 특성상, 임의의 침입자에게 악의적

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추가

적인 안전성을 요구한다. 
가트너의 보고서[1]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보안침해

사고의 75%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정에서 내포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vulnerability)이 원인이 있으며, 이러

한 보안약점(weakness)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많은 회
사와 연구기관이 코딩 규약과 취약성 분석 도구 개발

등 안정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9 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 개발단계

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제거하는 소프

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에 관련 연구가 진행되

어, 2012 년 6 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정보시스

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25
호)'[2]이 개정ㆍ고시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시 적용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이에 발을 맞추어 행
정안전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3], ‘소
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4],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5]를 배포하고 있다. 

시큐어 코딩 기법을 예제 위주로 제시함으로써, 개

발 실무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배포된 시큐어 코
딩 가이드는 유용한 지침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개
발자 개개인이 그 내용을 모두 숙지하기 위해서는 많
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입력 데이터 검
증 및 표현에 관한 시큐어 코딩은 시스템 아키텍쳐 
차원의 중앙집중적인 관점이 아닌 개발자 개개인이 
구현한 기능 단위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 필드의 현
실상,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이에 본 고는 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6]를 활용하여 중앙집중적인 관점에서의 입력 데
이터 검증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제작

하기 위한 방법을 코드 중심의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
다. 
 
2. 관련연구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CWE[7], CAPEC[8], CVE[9]과 같이 취약점 정보

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MITRE 기관에서 개발된 CWE(Common 
Weakness Enumeration)는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잠재적인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목록

을 제공하고 있다. CWE 는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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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Asset)의 보안취약점에 초점을 두어 작성되었으

며, 시스템 개발 라이프 사이클(Systems Development 
Life Cycle)에 맞춰 설계, 아키텍쳐, 코드 단계 등에 대
한 취약점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2013 년 9 월 13 일 
기준으로 버전 2.5 가 사용되고 있다. 

  
구분 내용 
취약점명 CWE-312 : 민감한 정보 평문저장

(Cleartext Storage of Sensitive Information) 
상태 초안 
취약점 ID 312 
설명 [개요] 정보가 암호화되어야 하거나 보

호되어야 할 때,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제어 영역에서 접근 가능한 자원 내에 
평문으로 민감한 정보를 저장한다. 
[부가설명]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공격자가 잠재적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다. 

도입시점 아키텍쳐 및 디자인 
연관관계 [특징] Child Of 

[ID] 311 
[이름] 중요 데이터 암호화 실패 
[뷰] 699, 1000 

관련공격패턴 CAPEC-ID : 37 
 

<표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 관한 점검항목 예제 

 

행안전부에서는 CWE 를 참조하여 2011 년 6 월, 전
자정부 SW 개발소프트웨어 개발ㆍ운영자를 위한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발행하였다’.  

가이드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전
자정부 관련 정보화 사업 수행 시, 안전한 SW 개발

을 위한 JAVA 기반 시큐어 코딩 기법을 제시하고 있
으며, 아래 <표 2>와 같이 총 7 개의 보안약점 유형을 
83 개의 점검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유형 내용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입력값에 대한 검증으로 SQL 삽입, 자원 
삽입, XSS 등, 26 개의 항목 

보안기능 보안기능 구현시 고려해야 하는 보안약점

으로 부적절한 인가, 중요정보 평문 저장 
등 24 개 항목 
 

시간 및 상태 병렬시스템의 동시간대 처리에 관한 보안

약점으로 경쟁조건,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
는 재귀함수 등 7 개 항목  

에러처리 에러정보와 관련 보안약점으로 취약한 패

스워드 요구조건 등 4 개 항목 
코드오류 타입변환, 자원의 부적절한 반환 등 7 개 

항목 
캡슐화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등 8 개 

항목 
API 오용 DNS Lookip 에 의존한 보안결정, 널 매개변

수 미조사 등의 7 개 항목 
 
<표 2> ‘전자정부 SW 개발소프트웨어 개발/운영자를 위한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 기술된 7 가지 보안약점 유형 

 

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eGov framework)는 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능 및 아키텍처를 미리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

임워크의 표준정립으로 응용 SW 표준화, 품질 및 재
사용성 향상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실행환경, 개발

환경, 운영환경, 관리환경과 공통컴포넌트가 통합적으

로 구성되어 있다. 
JAVA 기반의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

스인 Spring Framewok[10]를 베이스로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성능이 입증된 아래 <표 3>과 같은 다수의 오
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아키텍

처, 기본기능 및 공통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 JAVA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경험만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eGov framework 를 이용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2013 년 9 월 13 일 기준으로 버
전 2.6 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1) eGov framework 구성도 

 

서비스명 오픈소스명 버전 
Core Spring Framework 3.0.5 
Server Security Spring Security 2.0.4 
Ajax Support Ajax Tags 1.5.5 
Data Access iBatis SQL Maps 2.3.4 
ORM Hibernate 3.4 
Cache EHCache 2.3.4 
Scheduling Quartz 1.8.5 
Compress Common Compress 1.1 
Mail Common Email 1.2 
Ftp Common Net 3.0.1 
Process Control Spring Web Flow 2.0 

 
<표 3> eGov framework 버전 2.6 에서 사용되는 오픈소

스와 버전 예시 

 

4. 중앙집중적 관점에서의 입력 데이터 검증 방법 

본 고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은 ‘전자정부 SW 개

발소프트웨어 개발/운영자를 위한 JAVA 시큐어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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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에 기술된 7 가지 보안약점 유형 중, 입력데

이터 검증 및 표현에 관한 26 개의 항목을 중앙집중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안약점 CWE 
SQL 삽입 89 
자원 삽입 99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79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78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434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의 자동 접속 연결 601 
Xquery 삽입 652 
LDAP 삽입 643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90 
디렉터리 경로 조작 352 
HTTP 응답 분할 22(23, 36) 

 
<표 4>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에 관한 보안약점 예시 

 
사례로서는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안약점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Cross Site 
Script:XSS)’(CWE79)에 관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개발은 자바의 어노테이션(Annotations)[11] 기능을 활
용한 eGov framework 의 Spring AOP[12] 기능을 이용하

며, 다음과 같은 환경을 이용하였다. 
 

개발환경 버전 
Java SE Development Kit (JDK) 6u45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eGov frame) 2.5.0 

Apache Tomcat 7.0.42 
 

<표 3> 개발환경 

 
우선 다음과 같이 Spring AOP 를 이용하여 중앙집

중적인 관점에서 수행할 기능 단위를 설정한다.  
아래와 같이 설정에 의하여 ‘ko.co.example’ 하위 패

키지에 존재하는 클래스의 명칭에 ‘Controller’가 포함

된 경우, ‘ParameterAdvice’가 작동되며, 설정에 따라

XSS 체크를 위한 ‘XssPatternChecker’클래스가 호출된

다. 
 
… 
 
<!-- parameter checker --> 
<bean id="parameterAdvice"  
class="kr.co.sample.aspect.common.ParameterAdvice"

> 
 
<property name="parameterInterceptors"> 
 
<list> 
<!-- XSS pattern checker --> 
<bean 
class="kr.co.example.aspect.request.XssPatt

ernChecker"/> 
 
… 
 

</list> 
</property> 

</bean> 
  
<!-- parameter advices --> 

<aop:config >   
 
<aop:advisor advice-ref="parameterAdvice"  
pointcut="execution( * 

kr.co.example..*Controller.*(..) )"/> 
</aop:config>  
 
… 
 
‘ParameterAdvice’를 구현한 ‘ParameterAdvice’ 클래

스는 다음과 같으며, 이 클래스는 본 고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중앙집중적인 관점에서의 입력 데이터 
검증을 위한 핵심 코드이다. 

 
… 
 
public class ParameterAdvice  
implements MethodInterceptor{ 

 
private AbstractParameterInterceptor[] 
parameterInterceptors; 

  
@Override 
public final Object invoke(MethodInvocation 
invocation) throws Throwable { 
 
Annotation[][] aaa = 
invocation.getMethod().getParameterAnnotations(); 
invocation.getMethod().getTypeParameters(); 

 
int argIdx = 0; 
for(Annotation[] aa : aaa){ 
 
for(Annotation a : aa){ 

 
// 수행중인 메소드에서 @RequestParam 타입의 

오브젝트를 검색       
if(a instanceof RequestParam){ 

 
Object argument = 
 invocation.getArguments()[argIdx]; 

      
for(AbstractParameterInterceptor p : 

parameterInterceptors){ 
     

Object o = p.getModifiedArgument(argument); 
if(o != 

AbstractParameterInterceptor.IS_NOT_A_TARGET){ 
 
argument = o; 
} 
} 
} 
 

} 
 
argIdx++; 

}   
 
return invocation.proceed(); 
} 
 
… 
 
상기 코드는 ‘ParameterAdvice’가 작동되기 위한 상

세 조건을 기술한 코드로 아래와 같이 어노테이션으

로 정의된 RequestParam 타입의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메소드가 호출하는 경우, 사전에 설정해둔 검증 클래

스(‘XssPatternChecker’)가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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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kr.co.example.BmController 
 
… 
 
@Controller 
@SuppressWarnings({ "rawtypes" }) 
public class BmController { 
 
@Autowired 
BmService bmService; 

 
@RequestMapping("/bm/bmList.do") 
public void bmList(@RequestParam Map paramMap, 

ModelMap model) { 
model.put("results", 
bmService.selectBmList(paramMap)); 

  model.put("bm_div", 
paramMap.get("BM_DIV")); 

} 
 
… 
 
위와 같은 요청에 의하여 ‘/bm/bmList.do’ 페이지를 

응답하기 위한 코드가 실행되면, ‘ParameterAdvice’가 
작동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며 아래와 같은 
‘XssPatternChecker’클래스가 작동된다. 

  
public class XssPatternChecker extends 
AbstractParameterInterceptor { 
 
@Autowired 
MessageProperty messageProperty; 

  
@Override 
public Object getModifiedArgument(Object argument) 

throws Exception{ 
   

if (argument instanceof Map) { 
Iterator<String> itr =  
(((Map<String, Object>) 

argument).keySet()).iterator(); 
 
while (itr.hasNext()) { 
Object value = ((Map) 

argument).get(itr.next()); 
 
if (value instanceof String) {   
 
  // XSS패턴체크 
validateXSS((String) value); 

} 
} 

} 
return AbstractParameterInterceptor.IS_NOT_A_TARGET; 
} 
 
… 
 
RequestMap 타입으로 수신된 사용자 측에서 송신한 

모든 문자열 파라메터들을‘validateXSS’  메소드 내
에서 정규표현을 이용하여 XSS 를 야기하는 문자열 
체크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모든 요청 페이지에는 
동일한 조건의 입력 파라메터 검증이 가능하다. 

 
 
5. 결론 

시큐어 코딩은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방

법론으로 많은 연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로, 시큐어 코딩 가이드는 유용한 지침서임에는 틀림

이 없다. 하지만 개발자 개개인이 그 내용을 모두 숙
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단위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는 시큐어 코딩 기법에는 
한계가 있다. 

본 고에서는 자바의 어노테이션과 Spring AOP 를 활
용한 eGov framework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안전하

게 작성하기 위한 중앙집중적인 관점에서 입력 데이

터 검증 방법을 이용한 시큐어 코딩 연구를 사례중심

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지면관계상 하나의 사례만을 기술하였지만, 

‘SQL 삽입’(CWE89),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CWE434)’,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의 자동 접속 
연결(CWE601)’과 같은 모든 입력 데이터를 이용한 
보안약점을 중앙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력 데이터를 검증을 위한 개발/수정이 용이하

여, 신뢰성 높은 시큐어 코딩이 가능하다. 
본 고를 통하여 미약하지만 보다 보안 수준이 향상

되고, 안전하며 재미있고 기민한(agile) 소프트웨어 개
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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