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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기법을 이용한 시큐어 코딩의 항목 간 중요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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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의 약 75%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코딩 단계에서부터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고 보안취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행부가 제시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 7개의 항목들에 대해 AHP기법을 사용하여 우선순위를 찾고 중

요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에러 처리’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소프트웨어 감리에 시큐어 코딩

에 관한 항목이 없는데, 이 분석 결과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 감리 기준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주제어 : 시큐어 코딩, 계층적 분석 방법, 안드로이드 앱, 에러 처리, 안드로이드-자바 시큐어 코딩 가이드

Abstract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provide the secure coding guide that can remove 

the vulnerability of applications and defend cyber attack from the coding step because cyber attack like the 

hacking about 75% abusing the vulnerability of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find the oder of priority and did 

the criticality analysis used by AHP about 7 items in the secure coding which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provide. The result is decided that ‘exception handling’ is the most important item. There 

is no secure coding items in software supervision currently, therefore the result of the research will make good 

use audit standards in the process of the softw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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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안드로이드는 오  랫폼으로 외부 인터페이스

를 개방하여 개발자가 편리하게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인터페

이스 제공은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 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다[1]. 

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의 약 75%가 애 리 이션

의 보안취약 (Vulnerability)을 악용하는 것으로 가트  

사의 발표에서 잘 알 수 있다[1].

처음 애 리 이션 개발에서부터 해킹 등 사이버 공

격을 염두에 두고 보안취약 을 제거하면서 애 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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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개발하면 가장 효과 이라는 것은  미국 국립표

기술연구소(NIST)의 소 트웨어 개발 단계별 결함 수정

비용 분석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애 리 이션 소스코드에 한 

보안성 검증 의무화와 맞물려 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 기반을 심으로 한 안 행

정부 Android-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서 제시한 요

인들에 해 계층  분석 방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애 리 이션 개발과정 에서 보

안취약 을 제거하기 한 각 요인 간의 상  요도

를 분석하고자 한다[3]. 이를 통해 순 가 높게 도출된 항

목을 심으로 개발자들이 더욱 핵심 으로 개발에 반

할 수 있게 유도하며, 재 감리항목에 시큐어 코딩이 들

어가 있지 않고 검증 툴을 이용하는 정도로 가이드하고 

있는 실에서 더욱 객 인 자료를 토 로 사  감리

에 가이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애 리 이션 개발자 40명을 

상으로 비교 구조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

집하 으며, AHP를 이용하여 가 치 분석을 하 다. 가

치 분석을 한 툴은 AHP 용 소 트웨어인 Expert 

Choice 2000을 사용하 다.

2. 관련 연구

2-1 시큐어 코딩

안 행정부에서는 안 한 소 트웨어를 개발하여 각

종 사이버 으로부터 방· 응하고자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꾸 히 제시하 다[4]. 그와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성민[5]은기업에서 2년 이상 실제 사용되고 

있는 소 트웨어의 잠재  오류 가능성과 보안취약 을 

조사·분석하 다.

정다혜[6]는 시큐어 MISRA-C를 제안하기 해서 원

자력 련 로그램을 상으로 CERT-C와 같은 시큐어 

코딩을 사용하여 기능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제시하 다. 

김동원[7]은 모바일 어 리 이션 개발 시 용하는 

시큐어 코딩의 자가 평가 방법(M-SCSA)을 연구하 다. 

이승 [8]은 CERT 기반, SCR 기반, CWE 기반, API

련 안드로이드 시큐어 코딩 기법을 용하여 보안코딩

을 효율 으로 하기 해 개발단계부터 소스코드에 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안종찬[9]은 JSP 소스코드에 내재된 보안 을 식별

하고 웹 응용 로그램  응방안에 한 정량  분

석기법을 이용하여 보안성 평가를 하 고, 안 한 소

트웨어 개발방법론, 시큐어 코딩 규칙, 안 한 JSP 소스

코드 개발 가이드를 제시하 다[10].

본 논문에서는 안 행정부가 제시한 7개의 항목들에 

해 AHP기법을 사용하여 실제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

하는 개발자들을 상으로 비교를 한 설문조사를 

하여 가 치를 분석한 후 우선 순 를 결정하고 요도 

분석을 하 다.

2-2 AHP기법을 이용한 분석 단계

AHP를 통한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작업이 

수행된다[11].

[단계 1]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련된 의사 결정 사항

들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 계층을 설정 한다. [단

계 2] 의사 결정 요소들 간의 비교로 단 자료를 수

집한다. 비교를 통하여 상 요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9  척도로 요도를 부여하는데 직계하  계층이 n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모두 n(n-1)/2회의 비교를 필요

로 한다. [단계 2]에서 작성된 행렬은 식(1)과 같다.

                                              (1) 

  

                

여기서 aij = 1/aji , aii = 1, ∀i            

[단계 3] 고유치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 인 가 치를 추정한다. 이 단계에서 고유치 방법

을 이용하여 상 인 가 치를 구하게 되는데 한 개층 

내에서 비교 상이 되는 n개 요소의 상 인 요도를 

wi(i = 1, ...,n)라고 하면, 의 비교 행렬에서의 aij는 

wi/wj(i, j=1, ...,n)로 추정할 수 있다. 즉, aij와 wi사이에는 

식 (2)이 성립된다.

aij = wi/wj(i, j=1, ...,n)                          (2)

여기서 행렬의 모든 요소를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wj․1/wi = n(i, j=1, ...,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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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음 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식(4)은 선형

수론의 고유치 문제와 같게 된다.






․wj = n․wi(i, j=1, ...,n)                   (4)

[단계 4] 평가 상이 되는 여러 안들에 한 종합 

순 를 얻기 하여 의사 결정 요소들의 상 인 가

치를 종합화 한다. 최상  계층에 하여 k번째 하  계

층에 있는 안들의 종합 요도는 식 (5)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5)

여기서 C[i,k]는 첫 번째 계층에 한 k번째 계층 요소

의 종합 가 치이며, Bi는 추정된 w벡터를 구성하는 행

을 포함하는 ni-1․ni행렬이다.  ni는 i번째 계층의 요소

수이다.

비교행렬을 이용하여 일 성비율(Consistency 

Ratio:CR)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이 0.1 이하이면 합리

인 일 성을 갖는 것으로 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AHP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앱 개발에서 시큐어 코딩의 우선순 를 결정하고 이 순

를 기반으로 요도 분석을 하 다.

3. 시큐어 코딩 항목의 중요도 분석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한 시큐어 코딩 

평가 항목을 안 행정부 Android-JAVA 시큐어 코딩 가

이드에서 제시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에 해서 요도

를 분석하 다.

3-1 설문 문항 작성

본 논문에서는 시큐어 코딩에 한 요도 분석을 

해 설문 문항을 만들고, 재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 40명을 상으로 설문하고 그 결

과를 수집하 다. 설문자들에게는 설문지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 스마트폰 애 리 이션 개발을 한 시큐어 

코딩 계층구조, 주요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에 한 

개요, 설문 시를 설문지와 함께 달하 다. 

설문방법은 각 행별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행에서 양

쪽 2개의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각 평가항목에서 좀 더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평가항목의 방향에 

◯표를 하는 방식이다. 만일 두 평가항목의 요도가 동

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1에 ◯표를 하도록 하 다.  

3-2 시큐어 코딩 항목의 가중치 분석 결과

본 논문의 목 은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한 시큐어 코

딩 항목 간 가 치를 결정하고 그 가 치를 통해 우선순

를 도출하는 것으로 표 인 의사결정기법인 Thomas 

L. Satty에 의해 제안된 계층 분석  의사결정 방법을 이

용하 다.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한 시큐어 코딩에 한 요도

를 분석하기 하여 주요 평가항목에 한 비교를 

실시하여 가 치를 계산한 결과 에러 처리(가 치:0.225)

의 항목이 가장 요하 으며, 보안특성(0.193), 입력 데

이터 검증  표 (0.176), API 악용(0.139), 시간  상태

(0.112), 코드오류(0.082), 캡슐화(0.073) 순으로 나타났다.  

7가지 분류에 한 비교 결과는 [Fig. 1]처럼 나왔다.

 

[Fig. 1] pairwise comparison of main items

 

따라서 비교를 통한  7가지 분류에 한 가 치 

에 한 우선순  결과도 [Fig. 2]처럼 나왔다.

[Fig. 2] 7 item’s pairwise comparison used by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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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이용하여 7개 주요 항목에 한 가 치를 조

사한 결과 <Table 1>처럼 스마트폰 앱 개발자들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에러 처리’로 선정하 다.

 

classify weight ranking

express and verify input data 0.176 3

abuse API 0.139 4

security 0.193 2

state and timing 0.112 5

exception handling 0.225 1

 code error 0.082 6

encapsulation 0.073 7

<Table 1> weight about main items

3-2-1 ‘에러 처리’ 대한 중요도 분석

본 논문에서는 7개 모든 항목에 해 AHP를 이용하

여 비교를 통한 가 치 분석을 하 으나, 분석 결과 

스마트폰 앱 개발자들은 가장 요한 항목으로 ‘에러 처

리’항목을 선정하 기에 ‘에러 처리’에 한 2개의 세부 

항목을 가지고 비교를 한 가 치와 우선순 결과만

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에러 처리의 세부 평가항목 오류 

메시지 통한 정보노출, 오류 상황에 한 처리부재에 

한 요도를 분석하기 하여 [Fig. 3]처럼 비교를 

실시하여 가 치를 계산한 결과 제 로 [Fig. 4]처럼 세

부 항목  ‘오류 메시지 통한 정보 노출(0.35565)’, ‘오류 

상황에 한 처리 부재(0.64435)’ 순으로 나타났다.

[Fig. 3] pairwise comparison of ‘error handling’ item

[Fig. 4] The result of the weight of ‘error handling’

4. 중요도 분석 결과 및 활용

evaluation 

items

detailed evaluation items

(detailed weight, final weight, ranking)

express and 

verify input 

data(0.176)

manipulate path of relative 

directory(0.519, 0.091, 3) 

manipulate path of absolute 

directory(0.481, 0.085, 4)

abuse API 

0.139

do not test NULL parameter 

(0.683, 0.095, 2)

define only equals() and  hashcode(), 

(0.317, 0.044, 9)

security

0.193

send the text of secret information

(0.221, 0.043, 10)

use vulnerable cryptological 

algorithm(0.112, 0.022, 15) 

use random value correctly

(0.073, 0.014, 18)  

globally accessible file

(0.133, 0.026, 14) 

accessible and revitalize component  from 

the outside(0.216, 0.042, 11)

not control to access  by public ID(0.246, 

0.047,8)

state and 

timing 0.112

competition condition: test time and using 

time(0.379, 0.042, 11) 

return to not control correctly(0.621,0.069, 7) 

exception 

handling

0.225

information exposure caused by the error 

message(0.356,0.080, 6) 

not process error(0.644, 0.145, 1) 

code error 0.082
dereference to NULL point

(1.000, 0.082, 5)

encapsulation

0.073

private array type returned from the 

public method(0.254, 0.019, 16) 

allocate to the public data in the private 

array type field

(0.238, 0.017, 17)

exposure to information of the system 

data(0.508, 0.037, 13) 

<Table 2> The result of the weight about items 

<Table 2>는 스마트폰 앱 개발을 한 시큐어 코딩에 

한 요도를 주요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부분까

지 정리한 것으로 가 치를 분석한 결과 주요 평가항목 

에서 에러 처리(0.225)의 가 치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

고, 보안특성(0.193), 입력데이터 검증  표 (0.176)으로 

7개의 요인들  약 60%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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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을 모두 분석한 최종 

가 치 분석에서는 에러 처리의 오류 상황에 한 처리

부재(0.145), API 악용의 NULL 매개변수 미 검사(0.095), 

입력 데이터 검증  표 의 상  디 터리 경로조작

(0.091)으로 18개의 요인  약 33%에 해당되어 스마트

폰 애 리 이션 개발 시 필수 으로 시큐어 코딩을 

용해야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 치가 가장 높게 나온 ‘에러 처리’항목인 세부 

항목 에서는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0.080)의 

항목보다도 ‘오류 상황에 한 처리 부재’(0.145)가 더 높

게 나왔다.

4-1 에러 처리 

에러는 사 에 정의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정의되

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개발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에러에 한 처리할 수 있는 루틴

을 미리 정의하고 구 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에러 처리 

과정 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을 사 에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에러 처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는 에러 메

시지에 무 많은 정보를 포함시킨다면 이를 공격자가 

악용할 수 있을 때 보안 취약 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2개의 ‘에러 처리’ 세부 항목  가장 높게 나온 

‘오류 상황에 한 처리 부재’항목은 오류를 찾아냈으나 

그 오류에 해 아무런 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

태에서 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고 결국 개발자가 의도하

지 않은 결과를 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 하게 코딩

을 하려면 존재하는 오류를 발견하고 발견 된 오류에 

해서 각각의 외 사항에 해  한 처리를 해야 한다.

둘째,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항목은 소 트웨

어 오류 메시지를 통해 환경, 사용자, 련 데이터 등 

로그램 내부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한 코딩을 해서는 외 발생 시 외 이름, 내부 

구조와 같은 공격자에 활용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들은 

오류 메시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를 들어 외 이

름이나 스택 트 이스를 출력하면 로그램 내부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외 이름이나 스택 트 이스를 출력

하지 않는다[12].

4-2 분석 결과의 활용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용 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 18개의 세부항목에 하여 AHP기법

을 이용해 우선순 를 찾고 요도 분석을 하 다. 

이 결과는  소 트웨어 개발 감리를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 소 트웨어 개발 감리 항목

을 보면 시큐어 코딩 부분은 없으며 시큐어 코딩을 체크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해 검사를 하고 있

다. 다른 감리 항목들에 해서는 개발 과정에 함께 사용

하여 사 에 조율을 함으로써 결과만을 감리하는 것보다 

제품의 완성도를 매우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 트웨어 보안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재 개발  

감리에서는 시큐어 코딩에 해 감리 항목에 없으며 개

발이 완료된 후 완성된 로그램에 해 시큐어 코딩 툴

을 사용한 사후 감리 형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보안의 

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족한 형태의 감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사용

하여 감리 시 사 에 시큐어 코딩을 가이드 할 때 요도 

분석 결과에 따른 가이드가 필요하며 특히 개발 시 요

도 분석에서 우선순 가 높게 나온 ‘에러 처리’와 ‘보안 

특성’을 강조하여 가이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도구를 사

용하여 검할 때도 ‘에러 처리’와 ‘보안 특성’항목에 

한 집  감리를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지 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화 기능과 문자만 주고

받는 수 을 넘어 로그램화된 애 리 이션의 도구로

써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애 리

이션을 개발할 때에 보안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로

그램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악의 인 사용자에 의해 해킹

이나 피싱의 공격은 물론이고 개발자들이 코딩을 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코딩의 습 이 악성코드를 쉽게 퍼

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 트웨

어의 코딩 단계에서 보안취약 을 배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고 안 한 책이 될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소

트웨어 개발 시의 보안의 요성을 고려하여 보안취약

을 배제할 수 있도록 안 행정부 Android-JAVA 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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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코딩 가이드에서 제시한 항목으로 요도 분석을 하

다.

이에 스마트폰 애 리 이션 시큐어 코딩에 한 

요도 분석의 연구 결과 18개의 세부평가항목 에서 가

장 요하다고 단한 3개 평가항목인 오류 상황에 한 

처리 부재, NULL 매개변수 미 검사, 상  디 터리 경로 

조작이 요도 분석에서 약 33%에 해당되어 스마트폰 

애 리 이션 개발 시 필수 으로 시큐어 코딩을 용해

야할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분석 결과를 소 트

웨어 감리에 사용하여 재 감리 항목[13]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 우선순 에서 가 치가 높게 나온 

3개의 항목에 해서는 감리 시 집 인 가이드와 함께 

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본 논문의 요도 분석 결과를 감리에 사용하

고  스마트폰 애 리 이션 개발자들이 시큐어 코딩을 

용하여 애 리 이션을 개발한다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 한다.

앞으로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개발자가 구 한 소

스코드에 보안취약 이 내포 돼 있는지 시큐어 코딩에 

한 검사가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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