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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T 제품의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면서 소프트웨어의 활용 분야가 컴퓨터, 스마트폰, 의료기기 등 다양
한 환경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의 활용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시큐어코딩 프로그램이 출시되었지만 이력관리, 업데이트, API 모듈 
등의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송신모듈에 형상관리를 연동하는 시스
템과, 콘텐츠 단위로 소스코드의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CMS 연동 시스템을 구현하고, 프로그램의 기능을 세분화 
하여 국내외 시큐어코딩 관련 표준을 분석 및 적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시큐어코딩 시스템 방법을 구현하였다.

주제어 : 소프트웨어 취약점, 시큐어코딩, 융복합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하이브리드 분석, OWASP

Abstract  Recently computer, smart phone, medical devices, etc has become used in a variety of environments 
as the application fields of IT products have become diversification. Attack case of abuse of software security 
vulnerabilities is on the increase as the application fields of software have become diversification. Accordingly, 
secure coding program is of a varied but history management, updating, API module to be vulnerable to attack. 
Thus, this paper proposed a materialization of CMS linked system to enable check the vulnerability of the 
source code to content unit for secure software development,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that interwork 
on the transmission module. Implemented an efficient coding system secure way that departmentalized by the 
function of the program and by analyzing and applying secure cod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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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T 제품의 지능화, 그린화, 무선화의 등장으로 소

트웨어는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 단말, 기차, 자동

자, 디지털 가 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이처럼 소 트웨어 활용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소 트웨어의 보안 취약 을 이용한 공격 험 한 커지

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발생한 SW 자체의 보안취약

을 악용하는 공격인 UPnP 로토콜 취약  공격, 오라클 

자바(JAVA)의 제로데이 취약  공격, 한  소 트웨어

에 존재하는 취약 을 악용한 타깃 공격 등의 공격이 지

속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동안 발생한 사이버 

공격은 55억 건으로 2010년 비 81% 증가 하 으며, 사

이버 공격의 75%가 SW 자체의 보안취약 을 악용하는 

공격으로 나타났다[1,2]. 이에 따라 소 트웨어의 취약

을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해 개발 단계에서 보안을 

용하여 원천 인 보안 취약 을 차단 할 수 있는 시큐어

코딩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안 행정부에서는 2011년

부터 시큐어코딩 의무화를 단계 으로 시행하고 있다

[3,4].

시큐어코딩의 방법으로는 소 트웨어를 실행하지 않

고, 소스코드 수 으로 보안 취약  분석하는 정  분석

과 소 트웨어실행환경에서 보안 취약  분석하는 동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  분석의 경우 SW 개발 

기에 보안취약 을 발견하므로 수정 비용 감하지만 컴

포 트간 발생할 수 있는 통합  보안취약  발견이 제

한 이다. 동  분석의 경우 소스코드가 필요 없고, 정확

도와 커버리지가 향상하지만 구조 의 보안 취약 은 

발견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한, 시큐어코딩의 로그

램의 경우 형상자원에 한 변경 이력 리를 해 솔루

션이 증가되고 있지만 지속 인 공격과 보안 이슈가 실

시간으로 소스코드에 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버 의 

취약 이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으며, 형상 리 솔루션을 

통한 배포 리 기능에서 취약 이 수정되지 않는 소스코

드 발생이 원격지에서 새로운 취약 으로 발생하고 있다

[5,6]. CMS 시스템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솔루션으로 다양한 기능과 UI를 지원해 

주지만 개인이 제작한 API 모듈에 해서는 소스코드 취

약 을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의 인 사용자는 취약

한 API 모듈을 통해 공격을 할 수 있는 문제 이 존재한

다[1,2,7,8].

본 논문에서는 시큐어코딩 과정을 Process Flow, Approval 

Process Flow, Schedule Process Flow, 소스코드 보안약

 리, 소스코드 취약  분석 과정으로 세분화 하여 체

계 인 로세스를 통해 타깃 시스템에 한 정  보안

성 확보뿐만 아니라 환경 구성상 취약 을 분석하여 동

 보안성을 확보하며, 개발과정  설계  코딩 단계에

서부터 취약 에 한 보안 검 기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총 개발 비용의 최소화  새로운 취약 에 

하여 능동 으로 리하고 응가능하며, 소스코드 송신

모듈에 형상 리를 연동하여 소스코드 생성, 변경, 삭제

를 확인  보안 검을 재실행하여 리하고 안 할 경

우 재배포 할 수 있는 리 시스템과, CMS를 연동 콘텐

츠 단 로 소스코드의 취약 을 검하고 리하며 이를 

웹서버에 반 할 수 있는 시큐어코딩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시큐어코딩이 단계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에

서는 2009년부터 자정부서비스 개발단계에서 소 트

웨어 보안약 을 진단하여 제거하는 소 트웨어 개발보

안 련 연구를 진행하 고, 2012년까지 자정부지원사

업 등을 상으로 소 트웨어 보안약  시범진단을 수행

하 다. 이러한 소 트웨어 보안약  제거, 조치 성과에 

따라 2012년 6월에 안 행정부 ‘정보시스템 구축·운  지

침’이 개정 되었고 자정부 서비스 개발 시 용토록 의

무화 하 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정부서비스 개

발 시 Java, C, Android 등 다양한 환경에 맞춰 시큐어코

딩 기법을 제 주로 제시함으로서, 개발 실무에 활용

도를 높이고 안 한 소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가이

드라인을 공표하 다[9].

재 시큐어코딩 련 지침을 살펴보게 되면, 안 행

정부에서 지정한 ‘소 트웨어 개발 시 고려되어야할 소

스코드 보안약 ’ 47개의 항목과[10], ‘ 자정부 SW 개

발·운 자를 한 Android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11]’, 

‘ 자정부 SW 개발·운 자를 한 Java 시큐어코딩 가

이드[12]’, ‘ 자정부 SW 개발·운 자를 한 C 시큐어코

딩 가이드[13]’ 등이 있다. 각각의 문서는 보안 취약  진

단 기 을 자정부표 임워크를 기반으로 소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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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소 트웨어 취약 인 

입력 데이터 검증  표 , 보안기능, 시간  상태, 에러

처리, 코드오류, 캡슐화, API악용 등 7개 역으로 구분

하 으며, 보안약  항목으로 각각 역에 따른 세부

인 보안 취약 을 나열하 다. 한, CWE/SANS의 소

트웨어가 출시되기도 에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악하

고 방지함으로써 소 트웨어 산업에 문제가 되어 왔던 

다양한 취약성을 로그래머들이 방할 수 있도록 작성

된 ‘CWE/SANS Top 25 Most Dangerous Software 

Errors’를 나타내고 있으며[14], <Table 1>은 웹 애 리

이션의 보안 취약  개발자, 설계자, 아키텍트, 운 자, 

기  등에게 주요 웹 애 리 이션 보안 취약 으로 인

한 향을 알리기 해 OWASP에서 작성한 문서인 

OWASP Top 10에서 선정한 10가지 취약 을 나타내고 

있다[15].

No. Vulnerability

1 Injection

2 Broken Authentication and Session Management 

3 Cross-Site Scripting (XSS) 

4 Insecure Direct Object References 

5 Security Misconfiguration 

6 Sensitive Data Exposure 

7 Missing Function Level Access Control 

8 Cross-Site Request Forgery (CSRF) 

9 Using Components with Known Vulnerabilities 

10 Unvalidated Redirects and Forwards 

<Table 1> OWASP TOP 10

3. 제안하는 시큐어코딩 점검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

제안하는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시큐어코딩 로

그램을 형상 리 시스템, CMS(Content Management 

System)와 연동시키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상

리 시스템은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속하여 송신모듈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송신 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개

별 으로 시큐어코딩 소 트웨어를 사용하며, 소스코드 

일이 분산되어 리가 힘들던 것과 형상 리 시스템의 

데이터 생성, 변경 시 보안 검을 재실행하고 안 할 경

우 재배포하는 기능을 연동하며, 시큐어코딩에 형상 리 

시스템을 연동시켜 소스코드 송신모듈에 형상 리 기능

을 지원하고, 개발자들이 속하여 소스코드 생성, 변경 

시 보안 검을 재실행하고 안 할 경우 재배포하는 기능

을 지원한다. CMS의 경우 소스코드 송신모듈에 CMS의 

콘텐츠 단 로 소스코드의 보안 취약 을 검하고 리

하며 이를 웹 서버에 반 해 개별 이 아닌 서버에서 

검하도록 구성하 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3.1.1 Process Flow

개발자, 리자, PM등이 형상 리 서버에 일 장

을 요청하면, 개발자의 경우 승인을 받아야만 하지만 

리자나 PM의 경우 승인과정이 생략된다. 리  측면에

서는 형상 리 서버를 통해 일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복사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기 에 분석엔진을 통

해 분석 후 장 한다.

[Fig. 2] Process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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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Approval Process Flow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형상 리 서버에 송 요청하면, 

형상 리 서버는 분석엔진을 통해 시큐어코딩을 진행한

다. 분석이 종료되면 결함여부를 확인하고 defect Resource

와 Defect DB에 장한다. 리자는 로젝트의 정책을 

등록하여 리소스 분석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Fig. 3] Approval Process Flow

3.1.3 Schedule Process Flow

형상 리 서버는 에이 트를 통해 수집한 내부 일

에 해 모니터링 함으로서 자동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변경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되었을 경우, 빌드를 실

행하고 분석엔진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DB에 장 한다.

3.2 소스코드 보안약점 관리

소스 보안약  검 서 시스템은 사용자가 보안약

을 분석하기 해 TOE로 분석 상 소스 일을 업로드 

하고, 업로드 된 소스 일을 검한 뒤 분석 결과를 만

드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Manager 가 로

그램을 실행하면 로그램은 일은 요청한다. Manager

가 일을 송하면 로그램은 Rule DB에 근하면서 

사용된 언어를 악하여 소스를 검한다. 검이 완료

되면 결과를 Manager에게 송함으로서 과정을 마치게 

된다.

[Fig. 4] Schedule Process Flow

[Fig. 5] Source-Code Analysis Process

3.3 라이브 업데이트

소 트웨어 취약 의 경우 90%가 기존의 취약 을 수

정하여 악용되고 있는 에서 착안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취약 의 고유패턴을 정형화하여 제어 로직의 별도의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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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를 개발하며, RuleDB에 장하는 방식을 이용한

다. 새로운 취약 이 RuleDB와 유사도 분석 후 서버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라면, 새롭게 패턴을 정형화 하여 

RuleDB에 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각각

의 시스템들은 라이  업데이트 시스템을 통해 지속 으

로 업데이트함으로서 신규 취약 에 해 능동 인 응

이 가능하다.

[Fig. 6] Live Update Process

3.4 취약점 분석 적용

‘ 자정부 SW 개발·운 자를 한 Android Java 시큐

어코딩 가이드’, ‘ 자정부 SW 개발·운 자를 한 C 시

큐어코딩 가이드’와 CWE SANS TOP 25, OWASP 

Top10, 안 행정부47개 보안약  등 안 한 소 트웨어 

개발을 해 필수 진단해야하는 소 트웨어 보안약  기

을 정의해 놓은 국내외 시큐어코딩 련 표   가이

드라인을 분석하고 로그램에 용함으로서 로그램

의 성능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구성하 다. 아래의 

[그림 9]는 보안 취약 을 실제 DB화하여 로그램에 

용한 후, 실행한 화면으로 사용자는 코드를 입력한 후, 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취약 을 분석할 수 있다. 로

그램은 그에 한 결과로 Good Code, Bad Code 등의 결

과를 나타내며, 코드가 취약하다면 취약한 이유를 자

정부표 임워크 7가지 항목을 근거로 토 로 사용자

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Fig. 7] Adapted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s Security Threats

4. 성능 평가

시큐어코딩 로그램에 CWE/SANS Top 25, 안 행

정부 47개 보안약 , 소스코드 보안 자 융감독규정 

등 9가지의 소스코드 보안 문서를 7개의 카테고리 유형

으로 분류하여 용함으로서 성능을 테스트 하 으며, 

방법으로는 Open Source 30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로

그램의 소스코드 취약  탐지 여부를 테스트 수행하 다.

Check List CWE ID
Analysis Result

Java C

SQL Injection 89 Secure Secure

XSS 79 Secure Secure

Insertion 99, 22 Secure Secure

⁞ ⁞ ⁞ ⁞
⁞ ⁞ ⁞ ⁞

<Table 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s 47 Security Check 
List Analysis

<Table 2>는 안 행정부 47개 보안약 의 경우 각 언

어가 가지는 해당 역을 제외한 모든 역에서 취약 을 

탐지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 <Table 3>의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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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언어의 경우 안 행정부 ‘Android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서 나타내는 소스코드 보안 약 을 테스

트를 통해 모두 탐지하는 것을 확인하 다.

Vulnerability CWE ID Analysis Result

State Directory Path 

Manipulation
23 Secure

Absolute Directory 

Path Manipulation
36 Secure

Null Uncheck 398 Secure

⁞
⁞

<Table 3>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s
Android Source-Code Vulnerability List

C 언어와 JAVA 언어도 각각<Table 4>, <Table 5>

와 같이 안 행정부의 ‘C 시큐어코딩 가이드’, ‘JAVA 시

큐어코딩 가이드’에서 나타내는 보안 약 을 테스트를 

통해 모두 탐지하는 것을 확인 하 다. 이외의 

CWE/SANS Top 25, 소스코드 보안 자 융감독규정 

등 총 9가지의 소스코드 보안 문서 부분에 한 테스트를 

진행 하 으며, Open Source 테스트를 통해 해당 역의 

취약 을 100% 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ulnerability CWE ID Analysis Result

SQL Injection 89 Secure

Insertion 99 Secure

XSS 79 Secure

⁞
⁞

<Table 4>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s
C Source-Code Vulnerability List

Vulnerability CWE ID Analysis Result

SQL Injection 89 Secure

Insertion 99 Secure

XSS 79 Secure

⁞
⁞

<Table 5>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s
Java Source-Code Vulnerability List

Test List Result

Data verification and 

presentation
100%

Security Function 100%

Time and State 100%

API Vulnerability 100%

Code Error 100%

Capsulation 100%

<Table 6> quantitative analysis

본 논문이 제안하는 로그램의 취약 을 탐지하기 

해 업데이트 시 을 기 으로 이 에 수집된 취약 을 

기한별로 검사해서 해당 샘 들의 진단율을 측정하는 테

스트인 Reactive test와 업데이트 시 보다 미래에서 수

집된 샘 을 가지고 진단율을 측정하는 테스트인 Proactive 

Test를 이용해 탐지율을 측정하 다. Reactive test의 경

우 로그램 업데이트 시  이 에 발견한 취약 에 

한 샘 을 기 으로 측정함으로서 재 로그램이 소스

코드 취약 에 한 DB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었으며, Proactive Test를 통해 업데이트 시  이

후에 발견된 소스코드 취약 을 진단함으로서 재 DB

화된 자료를 통해 신규취약 에 해 얼마나 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로세스의 탐지율 측

정을 한 탐지율 평가 모델은 실시간 소스코드 취약  

검사 시 미탐  오탐 수를 기 으로 설정하 으며, 

Proactive Test와 Reactive Test 방식에 맞춰 공개된 소

스코드 취약 을 선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15%의 

오탐율을 보여주었다.

[Fig. 7] System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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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시큐어코딩 과정을 체계 으로 리하기 

해 형상 리 시스템, CMS와 연동하는 시스템을 설계 

하 으며, 시큐어코딩 과정을 Process Flow, Approval 

Process Flow, Schedule Process Flow, 소스코드 보안약

 리, 소스코드 취약  분석 과정으로 세분화하는 체

계 인 시큐어코딩 시스템 방법을 제안하 다. 한, 

자정부표 임워크의 소 트웨어에서 반드시 제거되

어야 하는 소 트웨어 취약 인 입력 데이터 검증  표

, 보안기능, 시간  상태, 에러처리, 코드오류, 캡슐화, 

API악용의 7개 항목을 기 으로 취약 을 보안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소스코드 분석과정에서는 안

행정부에서 지정한 소 트웨어 개발 시 고려되어야할 

소스코드 보안약  47개의 항목과, ‘ 자정부 SW 개발·

운 자를 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 자정부 SW 

개발·운 자를 한 Android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 자정부 SW 개발·운 자를 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는 물론 국외 소 트웨어 취약  분석 자료인 

CWE/SANS Top 25 와 OWASP Top 10을 용함으로

서 국내·외 소 트웨어 취약 련 지침을 만족하는 로

그램을 개발하 다. 향후에는 RuleDB의 지속 인 자료

수집과 효율 인 유사도 분석 시스템을 용하여 신규 

취약 에 한 탐지율을 높임으로서 재 오탐율 약 

15%를 10%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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