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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 코딩 소개 

• 시큐어 코딩 

• 보안취약점 침해 사례 

• 보안약점, 보안취약점 



• 보안취약점 없는 강건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 

• 개발과정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성(security)을 향상할 목적

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코딩 가이드라인 [CERT 

Secure Coding Standards] 

• 악의적인 사람 혹은 프로그램으로부터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 코딩 기술 [Introduction to Secure Coding 

Guide, Apple] 

시큐어 코딩(Secure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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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침해의 75% 이상이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 (Gartner, 05) 

• 보안 침해 사고 중 소프트웨어 보안 결함으로 연간 1800억달러 손실

(Geekonomics: The Real Cost of Insecure Software, Davis Rice, 2007) 

• 운영단계의 취약점 제거 비용은 개발단계에서보다 60~80배의 비용 소요 (IBM) 

• MS 에서는 SDL (Secure Development Lifecycle)을 SQL Server 2005에 적용한 

결과 SQL Server 2000 대비 3년간 발견된 취약성이 91% 감소 

 
... One of the key things that developers can do to help secure their systems 
is to write code that can withstand attack and use security features 
properly ... [http://msdn.microsoft.com/en-us/security/aa570401.aspx] 

 
...Easily avoided software defects are a primary cause of commonly exploited 
software vulnerabilities. ... 
[http://www.cert.org/secure-coding/] 

시큐어 코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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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취약점으로 인한 침해 사례  

Morris Worm  
(1988) 

Therac 25 (1985~1987) 

StuxNet  
(2010) 

웹 취약점   
(1990년대 후반) 



보안취약점 (Vulnerability) 보안약점 (Weakness) 

정의 공격자가 이용하였을 경우에 시
스템의 보안정책을 침해하게 되
는 시스템의 허점 

보안취약점의 될 수 있는 소프트
웨어의 결함, 실수, 버그 등 

특성 개별적 / 상황 의존적 일반적 형태 / 근원적 

목록 DB CVE (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NVD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  
OSVDB (Open Source Vulne-
rability DB) 

CWE (Common Weakness 
Enumeration) 
 
CWE/SANS Top 25 
OWASP Top 10 
행정자치부 보안약점기준 

중요도 평가 
방법론 

CVSS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C WSS (Common Weakness 
Scoring System) 

보안약점, 보안취약점 

보안약점 + 공격자의 접근 + 정보의 수정 및 획득  보안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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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코딩을 위한 보안약점/취약점 지원 

보안취약점 목록: CVE, NVD, OSVDB 
      신규보안취약점포상제, CVSS 

보안약점 목록/정보: CWE, CWE/SANS Top 25 
OWASP Top 10, 행정자치부 보안약점기준, CWSS 

Secure Coding: CERT, MISRA 8 



보안약점 지원체계 

• 보안약점 목록 

• 주요 보안약점 목록 

• 보안약점 중요도 평가  



• 보안약점 목록 

– CWE 

• 주요 보안약점 목록 

– CWE/SANS Top 25 

– OWASP Top 10 

• 보안약점 중요도  

– CW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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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약점 지원체계 



• 미국 DHS의 지원하에 MITRE에서 관리 

• 보안약점에 대한 표준화된 명칭 및 정보를 제공하는 목록 

• 항목 구성 (약 940항목) 

 

 

 

 

• 계층적 구조 제공 
– acyclic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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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약점 목록: CWE 

항목 종류 개수 
  Views 31 

  Categories 187 

  Weaknesses : Class, Base, Variant 714 

  Compound Elements : Composite, Chain 8 



• 주요 내용 
– ID/이름 

– 설명 

– 관련 언어 

– 침해 결과 

– 침해 가능성 

– 관련 취약점(CVE) 

– 대책 

– 관련 약점(CWE) 

– 공격방법(CAPEC)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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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약점 목록: CWE 



• OWASP Top 10 
– 웹과 관련한 중요 보안약점 목록  
– 2004년부터 3년마다 발표 
– 약점 항목 

• A1 Injection 
• A2 Broken Authentication and Session Management 
• A3 Cross-Site Scripting (XSS) 
• A4 Insecure Direct Object References 
• A5 Security Misconfiguration 
• A6 Sensitive Data Exposure 
• A7 Missing Function Level Access Control 
• A8 Cross-Site Request Forgery (CSRF) 
• A9 Using Components with Known Vulnerabilities 
• A10 Unvalidated Redirects and Fo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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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중요 보안약점 목록 



• CWE&SANS Top 25 
–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중요 보안 약점 목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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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중요 보안약점 목록 

Rank Score ID Name 

[1] 93.8 CWE-89 Improper Neutralization of Special Elements used in an SQL Command ('SQL Injection') 
[2] 83.3 CWE-78 Improper Neutralization of Special Elements used in an OS Command ('OS Command Injection') 
[3] 79.0 CWE-120 Buffer Copy without Checking Size of Input ('Classic Buffer Overflow') 
[4] 77.7 CWE-79 Improper Neutralization of Input During Web Page Generation ('Cross-site Scripting') 
[5] 76.9 CWE-306 Missing Authentication for Critical Function 

[6] 76.8 CWE-862 Missing Authorization 

[7] 75.0 CWE-798 Use of Hard-coded Credentials 
[8] 75.0 CWE-311 Missing Encryption of Sensitive Data 

[9] 74.0 CWE-434 Unrestricted Upload of File with Dangerous Type 

[10] 73.8 CWE-807 Reliance on Untrusted Inputs in a Security Decision 

[11] 73.1 CWE-250 Execution with Unnecessary Privileges 
[12] 70.1 CWE-352 Cross-Site Request Forgery (CSRF) 
[13] 69.3 CWE-22 Improper Limitation of a Pathname to a Restricted Directory ('Path Traversal') 
[14] 68.5 CWE-494 Download of Code Without Integrity Check 

[15] 67.8 CWE-863 Incorrect Authorization 

[16] 66.0 CWE-829 Inclusion of Functionality from Untrusted Control Sphere 

[17] 65.5 CWE-732 Incorrect Permission Assignment for Critical Resource 

[18] 64.6 CWE-676 Use of Potentially Dangerous Function 

[19] 64.1 CWE-327 Use of a Broken or Risky Cryptographic Algorithm 

[20] 62.4 CWE-131 Incorrect Calculation of Buffer Size 

[21] 61.5 CWE-307 Improper Restriction of Excessive Authentication Attempts 
[22] 61.1 CWE-601 URL Redirection to Untrusted Site ('Open Redirect') 
[23] 61.0 CWE-134 Uncontrolled Format String 

[24] 60.3 CWE-190 Integer Overflow or Wraparound 

[25] 59.9 CWE-759 Use of a One-Way Hash without a Salt 

https://cwe.mitre.org/top25/#CWE-89
https://cwe.mitre.org/top25/#CWE-89
https://cwe.mitre.org/top25/#CWE-89
https://cwe.mitre.org/top25/#CWE-78
https://cwe.mitre.org/top25/#CWE-78
https://cwe.mitre.org/top25/#CWE-78
https://cwe.mitre.org/top25/#CWE-120
https://cwe.mitre.org/top25/#CWE-120
https://cwe.mitre.org/top25/#CWE-120
https://cwe.mitre.org/top25/#CWE-79
https://cwe.mitre.org/top25/#CWE-79
https://cwe.mitre.org/top25/#CWE-79
https://cwe.mitre.org/top25/#CWE-306
https://cwe.mitre.org/top25/#CWE-306
https://cwe.mitre.org/top25/#CWE-306
https://cwe.mitre.org/top25/#CWE-862
https://cwe.mitre.org/top25/#CWE-862
https://cwe.mitre.org/top25/#CWE-862
https://cwe.mitre.org/top25/#CWE-798
https://cwe.mitre.org/top25/#CWE-798
https://cwe.mitre.org/top25/#CWE-798
https://cwe.mitre.org/top25/#CWE-311
https://cwe.mitre.org/top25/#CWE-311
https://cwe.mitre.org/top25/#CWE-311
https://cwe.mitre.org/top25/#CWE-434
https://cwe.mitre.org/top25/#CWE-434
https://cwe.mitre.org/top25/#CWE-434
https://cwe.mitre.org/top25/#CWE-807
https://cwe.mitre.org/top25/#CWE-807
https://cwe.mitre.org/top25/#CWE-807
https://cwe.mitre.org/top25/#CWE-250
https://cwe.mitre.org/top25/#CWE-250
https://cwe.mitre.org/top25/#CWE-250
https://cwe.mitre.org/top25/#CWE-352
https://cwe.mitre.org/top25/#CWE-352
https://cwe.mitre.org/top25/#CWE-352
https://cwe.mitre.org/top25/#CWE-22
https://cwe.mitre.org/top25/#CWE-22
https://cwe.mitre.org/top25/#CWE-22
https://cwe.mitre.org/top25/#CWE-494
https://cwe.mitre.org/top25/#CWE-494
https://cwe.mitre.org/top25/#CWE-494
https://cwe.mitre.org/top25/#CWE-863
https://cwe.mitre.org/top25/#CWE-863
https://cwe.mitre.org/top25/#CWE-863
https://cwe.mitre.org/top25/#CWE-829
https://cwe.mitre.org/top25/#CWE-829
https://cwe.mitre.org/top25/#CWE-829
https://cwe.mitre.org/top25/#CWE-732
https://cwe.mitre.org/top25/#CWE-732
https://cwe.mitre.org/top25/#CWE-732
https://cwe.mitre.org/top25/#CWE-676
https://cwe.mitre.org/top25/#CWE-676
https://cwe.mitre.org/top25/#CWE-676
https://cwe.mitre.org/top25/#CWE-327
https://cwe.mitre.org/top25/#CWE-327
https://cwe.mitre.org/top25/#CWE-327
https://cwe.mitre.org/top25/#CWE-131
https://cwe.mitre.org/top25/#CWE-131
https://cwe.mitre.org/top25/#CWE-131
https://cwe.mitre.org/top25/#CWE-307
https://cwe.mitre.org/top25/#CWE-307
https://cwe.mitre.org/top25/#CWE-307
https://cwe.mitre.org/top25/#CWE-601
https://cwe.mitre.org/top25/#CWE-601
https://cwe.mitre.org/top25/#CWE-601
https://cwe.mitre.org/top25/#CWE-134
https://cwe.mitre.org/top25/#CWE-134
https://cwe.mitre.org/top25/#CWE-134
https://cwe.mitre.org/top25/#CWE-190
https://cwe.mitre.org/top25/#CWE-190
https://cwe.mitre.org/top25/#CWE-190
https://cwe.mitre.org/top25/#CWE-759
https://cwe.mitre.org/top25/#CWE-759
https://cwe.mitre.org/top25/#CWE-759


• Common Weakness Scoring System 

– 보안약점의 심각성 정량 척도 

– 미국 CWE 

– 3그룹, 18개의 메트릭을 사용하여 계산 

– 현재 version 1.0.1 

– CWE/SANS Top 25 – 2011 선정 시 사용됨 

보안약점 중요도 정량평가: CWSS 

• Base Finding Group 

– 보안 약점의 고유하고 근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평가지표 

• Attack Surface Group 

– 보안 약점 공격 시 필요한 인증 및 권한의 정도 등 공격 난이도를 나타내는 평가지표 

• Environmental Group 

– 공격의 빈도, 침해의 가능성 등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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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취약점 지원체계 

• 보안취약점 목록 

• 보안취약점 중요도 평가 



• 관련 사례: CVE, NVD, OSVDB, CNVD 

• NVD (National Vulnerability Database) 

– 표준화된 형식(SCAP)에 기반한 보안취약점 정보 저장소 

– 미국 NIST 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 Computer Security Division에서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지원 하에 운영 (2005~) 

– 68569개의 취약점, 24.47/days (‘15.2.5) 

– 주요 내용 

• CVE ID 

• 취약점 개요 

• 영향도 점수 (CVSS) 

• 관련 정보 링크: CWE, US-CERT Vulnerability Not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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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취약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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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D (nvd.nist.gov) 



33 

93 

94 

102 

130 

239 

353 

386 

423 

439 

445 

479 

625 

881 

1044 

1563 

1860 

2286 

2519 

7.28 

8.67 

5.59 

4.09 

5.56 

5.63 

6.44 

5.04 

5.9 

7.96 

6.67 

6.81 

7.24 

4.48 

6.84 

6.12 
5.62 

4.09 

7.91 

CWE-78:OS Command Injections

CWE-89:SQL Injection

CWE-20:Input Validation

CWE-134:Format String Vulnerability

CWE-200:Information Leak / Disclosure

CWE-94:Code Injection

CWE-399:Resource Management Errors

CWE-362:Race Conditions

CWE-189:Numeric Errors

CWE-79:Cross-Site Scripting (XSS)

CWE-310:Cryptographic Issues

CWE-287:Authentication Issues

CWE-59:Link Following

CWE-264:Permissions, Privileges, and…

CWE-16:Configuration

CWE-255:Credentials Management

CWE-22:Path Traversal

CWE-352:Cross-Site Request Forgery (CSRF)

CWE-119:Buffer Errors

NVD 보안취약점 분석 (2011년 이후 13,394항목) 



보안취약점 중요도 정량평가: CVSS 

• CVSS(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 보안 취약점의 중요도에 대한 정량 평가 시스템 (현재 V. 2.0) 

– 10점 만점의 취약성 평가 척도 사용 

 

• 평가척도 

 

 

 

   (기본 척도) 

– 접근 벡터(Access Vector) 

– 접근 복잡도(Access Complexity) 

– 인증(Authentication)  

– 기밀성 영향(Confidentiality Impact) 

– 무결성 영향(Integrity Impact) 

– 가용성 영향(Availability Impact) 

    (시간적 척도) 

– 침해 가능성(Exploitability) 

– 치료 수준(Remediation Level) 

– 보고의 신뢰성(Report Confidence) 

 

    (환경적 척도) 

– 부수적 피해 잠재성(Collateral 
Damage Potential) 

– 대상 분포 (Target Distribution) 

– 보안 요구 (Security Requirements:  

               CR, IR,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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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SS@NVD 



시큐어코딩 표준 

• CERT 시큐어코딩 표준  

• MISRA-C 



• 시큐어 코딩 표준 

–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래밍 방법론 

 

• 시큐어 코딩 표준/가이드 

– CERT Secure Coding Standard/Guide 

• Java, C, C++, Perl 

– MISRA C, C++ 

 

• 시큐어 코딩의 활용 

– 개발자  

– 정적/동적 분석도구 

– 코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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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 코딩 표준 



• 구성 
– 프로그램 구성 요소 별로 구성 

• Preprocessor, Declarations and Initialization, Expressions, Integers, Floating 
Point, Arrays, Characters and Strings, Memory Management, Input Output, 
Environment, Signals, Error Handling,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Concurrency, Miscellaneous 

– 규칙(rule)과 권고(recommendation)로 구분 
• 규칙 

– 보안 취약점으로 연계 가능성이 높음 
– 위반 판정이 정확히 명시되고,  
– 도구나 수동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검사가 가능 

• 권고:  
– 준수 시 보안성이 향상되나, 규칙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주요 내용 
• 항목 내용: 식별자, 부적절한 코드 예 및 해결 방법 
• 위험 평가: 심각도, 발생가능성, 개선비용을 기준으로 P1~P27의 정량 평가를 부

여하며, 3개 레벨로 구분함 
• 정적 분석 관련 내용: 사용 가능 도구, 정확도 등  
• 관련 취약점/약점 항목: CERT/CC Vulnrability Notes Database, NVD, C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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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C 코딩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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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C 코딩 규칙 예시 

MEM01-C. Store a new value in pointers immediately after free() - Secure Coding - CERT Secure Coding Standards.htm


• MEM01-C : free 후 즉시 포인터에 새로운 값을 저장하라 

 

 

 

 

 

 

 
 

 

• 심각도 High/발생가능성 Unlikely/비용 Low : P9, L2 

• 관련 항목  
– CWE-416, Use after free 

– CWE-415, Doubl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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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 C 코딩 규칙 예 

if (message_type == value_1) { 

  /* Process message type 1 */ 

  free(message); 

} 

/* ...*/ 

if (message_type == value_2) { 

 /* Process message type 2 */ 

  free(message); 

} 

if (message_type == value_1) { 

  /* Process message type 1 */ 

  free(message); 

  message = NULL; 

} 

/* ... */ 

if (message_type == value_2) { 

  /* Process message type 2 */ 

  free(message); 

  message = NULL; 

} 



• MISRA: The Motor Industry Software Reliability 

Association 

• 안전성이 중요한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시큐어 코딩 표준(항공, 자동차, 철도, 통신, 의료 등) 

• 연혁 

– MISRA-C:1998 : 127 rules 

– MISRA-C:2004 : 규칙 개정(142 rules), 예제 보강 

– MISRA-C:2012 : 143 rules(정적분석 가능), 16 directives, C99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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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C 



• MISRA-C 규칙 구성 

– 구분 

• Directive: 규칙 준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어려움 

Ex) Dir 1.1 : Any Implementation-defined behaviour on which the output 

of the program depends shall be documented and understood 

• Rule: 규칙 준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제시됨 

– 준수 요구 정도 

• Mandatory/Required/Advisory 

– 정적 분석 권장 

• 모든 rule에 대하여 해당 규칙의 정적 검사의 decidability가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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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RA-C 



29 

MISRA-C 가이드라인 예 

• 규칙 21.3:  동적 메모리 할당 사용 금지 



보안약점/보안취약점 국내사례 

• 행정자치부 SW개발보안  

• 신규보안취약점 포상제 



• SW 개발보안 (행정자치부/인터넷진흥원) 

– 보안약점을 SW 개발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하고 SW 개발생명주
기의 각 단계별로 수행하는 일련의 보안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SW를 개발, 운영하기 위한 체계 

–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
정부고시 제2013-36호) 

– 40억 이상(‘12.12)  20억 이상(‘14.1)  감리대상 전체(’15 예
정)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기준 제시 (47개 항목) 

• 관련 연구 

– 보안약점기준 

– 소프트웨어 중요도 정량평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표준목록 31 

보안약점 관련 국내사례 - SW 개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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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보안: 보안약점 기준 

유형 주요내용 개수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SQL 삽입, 버퍼넘침, 자원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등 

15 

보안기능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부적절한 인가 허용,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16 

시간 및 상태 
멀티프로세스 동작환경에서 부적절한 시간 및 상태 관리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경쟁조건(TOCTOU),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는 재귀함수 등 

2 

에러처리 
불충분한 에러 처리로 중요정보가 에러정보에 포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오류상황 대응 부재, 오류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3 

코드오류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예) 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4 

캡슐화 
불충분한 캡슐화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5 

API 오용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등 

2 

• 정보 공공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 보안약점 47개 항목
을 도출 

• 7개 유형 47개 항목으로 구성 



SW 개발보안: 보안약점 중요도 정량평가 

• 보안약점기준 도출을 위한 정량
평가 방법 개발 

 

• 약점의 일반적 중요성 평가에 
적합한 6개 척도를 선택하고 객
관적 기준 설정 
– 기술적 영향, 권한 요구도, 상호작용 

정도, 발견 가능성, 침해 가능성, 출
현도 

– 침해 상황 분석에 기반한 기술적 영
향 평가 

 

 

• 정량평가 예시: CWE-259: 하드
코드 된 패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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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 근거 

기술적 영향 
(TI) 

H 0.9 

TI 항목 점수 

Modify data (2/1/0) 0 

Read data (2/1/0) 0 

DoS: unreliable execution (2/1/0) 0 

DoS: resource consumption (2/1/0) 0 

Execute unauthorized code or commands (4/2/0) 0 

Gain privileges / assume identity (2/1/0) 2 

Bypass protection mechanism (2/1/0) 2 

Hide activities (2/1/0) 0 

합계 (6~:C, 4~5:H, 3:M, 2:ML 1:L, 0:N 4 

권한 요구도 
(RP) 

D 0.8 
프로그램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Default로 판정한다. 

상호작용 
정도 (IN) 

Aut 1.0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의 특정 동작을 요구하지 않으
므로 Automated로 평가한다. 

발견 가능성 
(DI) 

M 0.6 
해당 약점의 존재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패스워
드 관련 소스코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Medium으로 평가한다. 

침해 가능성 
(EX) 

H 1.0 

공격자가 해당 약점을 발견하여 공격함으로써 침해
를 성공할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공격방법을 쉽게 개
발할 수 있는 경우이다. CWE 평가도 Very High인 경
우이므로 종합적으로 High로 평가한다. 

출현정도 (P) C 0.8 
최근 3년간 NVD에서 관련 취약점이 약 15건 발견되
었고, 전년도 SW 보안약점 진단통계에서 발견 비율
이 0.1% 이상(0.25%)이므로 Common로 판정한다. 

중요도 전체 
점수 

83.9 



SW 개발보안: 보안약점 표준목록 

• 보안취약점 분석 및 보안약점기준 도출

을 위한 기반목록 도출 

• 166개 보안약점 항목으로 구성 

– CWE의 Weakness 723개 항목을 포괄 

– 미포함된 보안약점을 상위 또는 하위로 분류

하고, 표준 약점과의 연관성 명시 

• 주요 고려사항 

– 항목 간 중복성 제거 

– 적당한 수의 항목수 유지 

분류 표준항목  보안약점기준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40 15 

보안 기능 67 16 

시간 및 상태 6 2 

오류 처리 6 3 

코드 오류 31 4 

캡슐화 6 5 

API 오용 6 2 

기타 분류 4 

합계 166 47 



•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취약점으로 최신버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에 대한 포상제 실시 (인터넷진

흥원, 2012. 10) 

• 포상제를 운영을 위하여 중요도 정량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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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취약점 관련 국내사례: 신규 보안취약점 포상제 

평가 요소 관련 설정 척도 

출현도  파급 범위, 대상 분포 

시스템 중요도 피해의 심각성 

기술적 영향 침해 형태 

공격 난이도 
접근 벡터, 권한 요구도, 상호작용 정도,  

침해 가능성 

대응 난이도 교정 난이도, 외부 제어의 효과 

발굴 수준 
발굴 난이도 

문서 완성도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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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코딩을 위한 보안약점/취약점 관리 



시큐어코딩을 위한 보안약점/취약점 지원 

보안취약점 목록 보안약점 체계 시큐어코딩 표준 



감사합니다 



시큐어코딩과 무기체계 SW의 보증 
 

2015. 2. 13 

 

성신여자대학교 

서동수 

2015 국방SW 동계워크샵 



무기체계 SW의 범주와 특성 

• 내장형 SW: 지휘통제 무기체계·통신 SW, 감시·정찰, 기동, 함정, 항공, 
화력, 방호 무기체계 SW 등을 포함 

• 전장관리정보체계 SW: 지휘통제 무기체계 SW, 군사정보지원체계 
SW 등 

• 내장형 무기체계 SW는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대부분 임무중요(mission-critical)시스템, 고신뢰 시스템으로 분류됨 

• 대규모, 복잡성으로 인해 높은 개발비용이 들며, 하드웨어와 함께 통
합 획득됨 

2 



고신뢰 시스템의 품질이슈 

• 임무중요시스템, 안전중요시스템 대상 

• 정확성(correctness), 신뢰성(trustworthiness), 보안성(security), 안전성

(safety), 생존가능성(survivability) 등에 관한 고등급 보증방안 연구  

SCADA 시스템 의료 및 자동차 장치 항공 함정 군사장비 

3 



소프트웨어 보증(Software Assurance, SwA) 개념 

• 의도적으로 생성되거나, 혹은 개발과정에서 우연히 유입된 취약성에 
대해 문제 없음을 보여주는 확신 수준 (미국 DoD) 

• 신뢰성(trustworthiness), 예측가능한 실행(predictable execution), 
적합성(conformance) 요소를 강조함  (미국 DHS) 

• 제품(product)뿐 아니라 개발과정(process)의 무결성에 대해 접근해
야 함 

• 확인(Validation) 수준 

– 정확성 확인: 시스템의 기능은 명세를 만족하는가? 

– 안전성 확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 가능한가? 

– 보안성 확인: 외부 공격에 대해 안전한가? 

– 모든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테스팅은 불가능함 

• 확인 방법 

– 정적 기법; 알고리즘과 데이터 설계 리뷰, 코드 인스팩션, 수학적 증명 

– 동적 기법: 시나리오기반 테스팅, 런타임 체킹 

– 프로세스 확인 

 4 



ISO/IEC 15288, 12207의 SW보증 개념 

5 출처: https://buildsecurityin.us-cert.gov/swa/process-view/overview 



SLDC에서의 보안품질과 Touchpoint 

원칙 
(principle) 

가이드 
라인 

규칙 취약성 

공격 
(exploit) 

6 

코딩가이드와  
시큐어코딩의 시작점 

기술의  
확산방향 



코딩단계-코딩가이드의 종류 

• 코드품질 제어를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코딩방법,  도구 등에 대한 제

약을 담음 

• 전사적, 범 정부적 차원에서 수립, 관리되고 있음 

• 자동차 관련 코딩표준:  MISRA (Motor Industries Software Research 

Association, UK)는 1998년 자동차 안정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만들어진 C 언어 코딩 가이드라인이 있음 

• 보안관련 코딩표준: CERT C, CERT Java, Java Secure Coding Standard 

• 국내 공공기관의 코딩표준: 행자부 SW개발보안 가이드 (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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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단계-코딩표준의 목적 

• 코딩 오류 유입을 최소화함  

– 방어적 프로그래밍 (defensive programming)을 장려함 

– 논리성을 강화함:  (예)“Switch statement shall be a well-formed 
switch statement” (Misra C++ 6-4-3) 

• 표준을 수용함  

– 코딩 표준의 준수를 통한 국제 표준 만족: ISO 26262, IEC 6`1508 

– 이식성과 관련이 깊음: (예)“Use IEEE floating point formats” (MISRA 
C++ 0-4-3) 

• SW 개발 절차를 반영하는 가이드를 마련함  

– 코드 개발 과정을 강조함 

    (예)““Compile with all warnings enabled, and use source code 
analyzers” (JPL 10) 

• 성능 및 호환성 향상을 목표로 함 

– 성능과 관련된 스타일을 권장함: (예)“Trivial forwarding functions 
should be inlined” (JSF 124)  

– Undefined Behavior(정의되지 않은 코딩 동작)는 제거되어야 함 

8 



코딩단계- 확인대상 설정 

• Crash원인 탐지 

– Null pointer dereference 

– Use after free 

– Double free 

– Array indexing error 

– Improper memory allocation 

– Incorrect stack use 

• 프로그램 오동작에 대한 방어 

– Return pointer to local variables 

– Dead cause caused by logical 
errors 

– Uninitialized variables 

– Invalid use of negative values 

• 성능하락요인의 탐지 

– Memory leak 

– Network resource leak 

– Database connection leak 

– Passing copies of large objects 

– Unused values 

• 보안오류에 대한 대비 

– Injection flaws, such as SQL, 
OS, and LDAP injection  

– Broken Authentication 

– Cross-Site Scripting 

– Security Misconfiguration 

– Sensitive Data Exposure 

– Cross-site Request Forgery 

 

9 



시큐어코딩의 적용 (1/3) 

• 개발과정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성(security)을 향상할 목적으로 적용되

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코딩가이드를 말함 (CERT Secure Coding 

Standards) 

• 취약점(vulnerability)보다는 보안약점(weakness)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음 

• SW 취약점은 침투테스트, Fuzzing 등 동적 테스팅을 통해 확인함 

정적테스팅 10 



시큐어코딩의 적용(2/3) 

• BSIMM(Building Security In 
Maturity Model)  

– 미 국토안보부의 지원 

– 12개의 보안 강화 활동을 통
해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점
진적으로 향상할 목적 

– 표준과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
를 통한 비용절감 

– 시큐어코딩이 핵심인 터치포
인트 개념을 적용함 

– 현재 BSIMM4가 발표됨 

  

 거버넌스 인텔리젼스 SSDL 터치포인트 배치 

전략과 메트릭 공격 모델 아키텍쳐 분석 침투 테스팅 

정책과 순응성 보안 속성과 설계 코드 리뷰 SW 환경 

트레이닝 표준과 요구사항 보안 테스팅 형상관리와 취약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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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사 SDL 
– Pre-SDL : SW 개발팀 모두가 최신 트랜드와 보안 개념을 학습하는 단계 

– 1단계(Requirements) : 버그분류, 프로세스 재정의, 보안 요구사항 수립 

– 2단계(Design) : 보안설계검토, 위협모델링, 위협모델 품질보증, 보안설계서 
검토 및 승인 

– 3단계(Implementation) : 정적분석을 통해 시큐어코딩이 준수되도록 함 

– 4단계(Verification) : Fuzzing 테스트 실행 및 SW 동적 테스트 

– 5단계(Release) : FSR(Final Security Review)를 받는 단계 

– Post-SDL : 보안 패치 등을 통해 발견된 오류 수정 및 보안 업그레이드 실행  

 

 

시큐어코딩의 적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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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준 보증관련 프로그램 

• High Assurance Cyber Military Systems 개발 프로그램은 산업체, 
DoD 담당부서, 대학, 국외 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됨 

출처: High Assurance Cyber Military Systems(HACMS), DARPA, 2012 
13 



HACMS의 특징 

• 대화형 정리증명기  
(Interactive Theorem Prover) 
  - seL4 마이크로 커널 (9000 LOC: C) 
  - compCert 컴파일러 (6K LOC:ML) 
• 자동 정리증명기 
  - Verve OS Nucleus (1.5K LOC:x86) 
• 모델 체커 
  - Microdoft 장치드라이버 (30k LOC:C) 

14 



HACMS 적용분야 

출처: High Assurance Cyber Military Systems(HACMS), DARPA, 2012 
15 

• 군사용 road vehicle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 

• HW, OS 커널, 통신계통, 응용계층을 구분하여 통합과 획득 V&V를 강조함 



정 리 

• DoD High Assurance Cyber Military Systems , DHS BSIMM, MS 
SDL의 예를 통해 무기체계 SW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방법을 관
찰할 필요가 있음  

• 시큐어 코딩은 SDLC시각에서 접근하며, 적절한 수준의 코딩 가이드 
정립, 지동화된 도구, 교육을 통해 가능함 

• 모델 체킹과 정리증명 등의 정형기법에 기반한 기법은 테스팅을 보
강할 수 있는 보완기술임 

• 제 3자 컴포넌트의 획득, 하드웨어가 결합된 컴포넌트의 보증은 개
별 기술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  

• 국방 분야의 고급 품질보증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의 투자와 연
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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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경숙 
(khan@kpu.ac.kr) 



 배경 

 보안약점과 취약점 

 안전한 코딩(Secure Coding) 

 국방 SW의 개발보안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보안대책 

2015-02-13 2 



 소프트웨어의 위험성 

◦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검증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의 

어려움(1968, Friedrich L. Bauer) 

◦ 개발 시간, 효율성, 품질, 성능, 유지 보수 등의 문제 

 소프트웨어 신뢰성 

◦ 일정 시간 동안 정해진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고장 없이 수

행할 확률 

◦ 제품의 소모와 관계가 없으며 사전 증상 없이 갑자기 고장 발생 

◦ 시간에 의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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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약점(Weakness) 

◦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오류, 결함, 허점 

 취약점 (Vulnerability) 

2015-02-13 4 

보안약점 

공격가능

요소/정보 

수정, 획득 

취약점 



 CVE  

◦ 취약점 발생/주요 취약점 추가 

◦ CVSS를 활용한 중요도 판단 등 

◦ 취약성 기본 특성, 시간에 따른 변화, 사용

환경 관련 특성 

 CWE 

◦ 보안약점 중요도, 신규 약점 등 

◦ CWSS, SANS/CWE Top25 등 

◦ 전문가 그룹 참여 

◦ 후보군 선정 후 CWSS 적용하여 25개 선택 

◦ 약점 자체의 심각성, 공격의 용이성, 환경 

요인에 따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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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3.8 CWE-89 Improper Neutralization of Special Elements used in an SQL 

Command ('SQL Injection')  

[2] 83.3 CWE-78 Improper Neutralization of Special Elements used in an OS 

Command ('OS Command Injection')  

[3] 79.0 CWE-120 Buffer Copy without Checking Size of Input ('Classic 

Buffer Overflow')  

[4] 77.7 CWE-79 Improper Neutralization of Input During Web Page 

Generation ('Cross-site Scripting')  

[5] 76.9 CWE-306 Missing Authentication for Critical Function  

[6] 76.8 CWE-862 Missing Authorization  

[7] 75.0 CWE-798 Use of Hard-coded Credent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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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약점 분석/제거 

•설계, 감수, 보안전문가 

•오탐, 보안에 대한 지식 

보안약점 억제 

•프로그래머 

•코딩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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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SW 취약성을 피하는 코딩 방법 

◦ SW 결함, 버그, 허점 등이 주요 요인이 됨 

◦ 프로그램의 오류에서 SW 취약성이 유발됨을 밝힘 

 개발 단계에서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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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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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약점과 코딩 규칙 매핑 

◦ CWE, CERT 사이트 자료 참조 

◦ 보안약점 설명과 코딩 규칙과의 연관관계 기반 설정  

ex) 버퍼 오버플로우 

 문자열 저장 시 버퍼 내에서 널 문자로 종료되도록 한다 

 입력에 사용되는 버퍼 인덱스 변수는 최소값 이상 최대값 미

만의 범위를 가지는지 확인한다  

 충분한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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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injection 
Arc injection 

arg’s 

ret addr 

caller %ebp 

buffer 

other locals attack code 

attack code 

attack code 

addr of ac 

addr of ac ret from func f 

Program 

Counter 

addr of attack code 

fu
n

c
 f’s

 fra
m

e
 

high address 

low address 

%esp 

%ebp 



 개발자에게 안전한 코딩 방식을 교육시킴으로써 SW 

배포 이전에 취약성을 제거하거나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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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요내용 개수(47)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
안약점 
 

(예) SQL 삽입, 경로조작 및 자원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등 

15 

보안기능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보
안약점 
 

(예) 부적절한 인가 허용,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16 

시간 및 상태 

멀티프로세스 동작환경에서 부적절한 시간 및 상태 관리로 발생할 수 있
는 보안약점 
 

(예) 경쟁조건(TOCTOU),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 

2 

에러처리 

불충분한 에러 처리로 중요정보가 에러정보에 포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오류상황 대응 부재, 오류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3 

코드오류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예) 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4 

캡슐화 

불충분한 캡슐화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5 

API 오용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예)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취약한 API 사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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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SW 보안 교육 

요구 분석 

•보안 요구사항 

도출 

•보안 위험성 

추정 

설계 

•보안구조 설계 

•공격대상 영역 

축소 

•보안 위협 모

델링 

구현 

•안전한 코딩 

규약 준수 

•보안 개발도구 

사용 

•취약점 사전 

제거 

검증 

•코드 보안성 

검토 

•정적 코드분석 

•침투시험 수행 

배포 

•최종 보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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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개발 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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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 

Rules Tools 

CVE 
사건 발생 유형분류, 대책 

분석 도구 개발보안 가이드 

Secu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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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e Coding 규칙 

◦ CVE, CWE, OWASP, 다른 코딩 규칙 등과 연관 관계  

◦ 빈도, 위험성, 비용을 고려한 평가 

◦ 규칙(Rules)  

 지키지 않을 경우 취약성 유발 

 자동 분석 도구, 정형 메소드, 탐지 기술로 분석 가능 

◦ 권고(Recommendation) 

 시스템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코딩 방법 

 Tools – 도구에서의 지원 문제 

◦ 코딩 규칙 준수 여부 검토  

◦ 보안 약점 제거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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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제어 데이터에 대한 보안활동 

◦ 반환 주소에 대한 보호 방법  

 Canary, 반환주소 인코딩 등 

◦ 함수 포인터 보호 

◦ 공유 자료에 대한 포인터 정보 보호(GOT/PLT) 

 침투 테스트 

◦ 소프트웨어 및 환경에서 변동 가능한 상황에 대한 반응 테스트 

 Fuzzing 

◦ 비정상적인 데이터 입력을 통한 오류 유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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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ness Testing 
Run-time 
protection 

Coding Rules 

Static Analysis 

Co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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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안전 = 신뢰성 + 안전성 
(SW결함예방 위해 인명 안전 요구) 

무기체계 SW비중 및 중요성 증대 기능∙안전 규격의 국제화 확산 

IEC 61800 
전자기기 

IEC 61513 
원자력 

EN 59128 
철도 

애플리케
이션 

IEC 60601 
의료기기 

IEC 61511 
공정산업 

IEC 50156 
용광로 

IEC 62061 
기계 

IEC 26262 
자동차 IEC 61508 

안전표준 

기능 증가 = 소스코드 증가 
(SW결함 증가 → 인명∙안전 위험 노출) 

SW 비중 
확대 

수백~수천만 소스코드 라인 

DO-178B 
항공 

무기체계 SW 비중, 중요성 및 기능안전규격의 국제화 등 
SW 품질보증 역할 증대 

4 



2013.12.19 

2013.10.13 

자동차 업계 : SW품질보증을 위해 국제규격 프로세스 
        (CMMI, ISO 26262) 도입 확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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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오류 미발견시, 전쟁에서 치명적 결과 초래 

개발단계에서의 SW오류 양산제작 단계에서의 SW오류 

잔존오류 미발견 가능 

  Malfunction SW error,bug 

어뢰 자세제어 불능 주행불량 

비행자세 계산오류 아군타격 

SW의 사소한 결함은 전력화 시 치명적 결과 초래 

6 

http://communities.ptc.com/thread/3291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6hAveJr3xGCa_M&tbnid=x31V8ezVRWU6PM:&ved=0CAUQjRw&url=http://mangastorytelling.tistory.com/528&ei=4-LbUpXTCOyfiAfh6IDwCQ&bvm=bv.59568121,d.aGc&psig=AFQjCNHgxhvFPKbVu36ngCbvb17JQ2xipQ&ust=1390228419721156
http://www.gearstream.com/blog/category/10/59/Agile-From-the-Top-Down.html
http://blog.daum.net/_blog/hdn/ArticleContentsView.do?blogid=0KBfW&articleno=8920024&looping=0&longOpen=
http://www.dailytech.com/Lockheed+F35+Program+Costs+Plummeted+45+Billion+in+2012/article31626.htm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SjhznVAR2ouyPM&tbnid=VOZxc9FhK_zeCM:&ved=0CAUQjRw&url=http://www.tinmoi.vn/he-thong-phong-thu-ten-lua-my-khien-tq-mat-kha-nang-ran-de-quan-su-011271408.html&ei=fiDbUoa3OcnyiAe19oFY&bvm=bv.59568121,d.aGc&psig=AFQjCNHZC-iKJ9z8Pgfro31BHQsS7LWAOg&ust=1390178550477556


7 

품질  

특성 

부품질 

특성 
품질속성 

신뢰성 

성숙성 
완전성, 추적성, 일관성, 모듈성, 단순성 

고장  

허용성 

완전성, 추적성, 일관성, 확고성, 무결성 

회복성 

완전성, 추적성. 일관성, 자기 기술성, 참

조에 관한 감사, 확고성, 무결성, 모듈성, 

단순성, 도구성, 자기 포함성 

품질 

특성 
부품질특성 

보안성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책임성 

인증성 



품질 특성 부품질특성 개념 

기능성 

적합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의 정도 

정확성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결과가 출력되었는지의 정도 

상호 운영성 규격화된 다른 체계와의 상호 운용능력을 나타내는 정도 

유연성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쉽게 수정될 수 있는 정도 

보안성 시스템이나 데이터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방지하는 정도 

신뢰성 

성숙성 소프트웨어 장애에 의한 고장빈도를 나타내는 정도 

고장 허용성 장애에 의한 실행수준을 유지하는 정도 

회복성 고장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이터를 회복하기 위한 능력과 시간의 정도 

사용성 

이해성 논리적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을 나타내는 정도 

습득성 시스템의 운용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의 정도 

운용성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을 나타내는 정도 

효율성 
실행 효율성 기능 실행 시 응답시간과 처리시간의 최소화 정도 

자원 효율성 기능 실행 시 사용되는 자원의 양과 사용시간을 나타내는 정도 

유지 

보수성 

해석성 고장의 원인이나 결함분석 또는 개선 가능부분의 정도 

변경성 개선을 위한 장해제거 또는 환경변경에 필요한 노력정도 

안정성 개선에 의해 예측되는 효과의 정도 

시험성 쉽고 철저하게 시험될 수 있는 정도 

이식성 

환경 적응성 규격화된 다른 환경으로의 소프트웨어 이식가능의 정도 

이식 작업성 소프트웨어를 규격화된 다른 환경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정도 

일치성 이식성에 관계 있는 규격이나 규정에 부합되는 정도 

치환성 규격화된 다른 소프트웨어와 치환되어 사용될 수 있는 정도 

요구사항 단계부터 SW품질 주특성과 부특성에 대한 가중치와 
목표 품질수준을 정의하여 관리 

ISO 9126 품질 특성  

ISO/IEC 
9126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 

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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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적합성 
정확성 

상호 운영성 
유연성 
보안성 

성숙성 
고장 허용성 
회복성 

이해성 
습득성 
운용성 

효율성 

실행 효율성 
자원 효율성 
시간 반응성 

해석성 
변경성 
안정성 
시험성 

환경 적응성 
이식 작업성 
공존성 
치환성 

기능 
적합성 

적합성 
정확성 
유연성 

성숙성 
고장 허용성 
회복성 

이해성 
습득성 
운용성 

실행 
효율성 

자원 효율성 
시간 반응성 
기억용량 

해석성 
변경성 
안정성 
시험성 
모듈성 
재사용성 

환경 적응성 
이식 작업성 
치환성 

보안성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 
책임성 
인증성 

호환성 

상호운영성 
공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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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고 

정적시험 
(Static) 

•SW의 소스코드 결함을 검출하는 코딩규칙 검증, 
실행시간 오류(Runtime Error) 검출시험 등 

’14년 수행결과 
(15종 2782건 결함 검출) 

동적시험
(Dynamic) 

•SW의 구조를 기반으로 SW를 실행하면서 기능의 
정상 동작여부 확인 

  - 문장, 분기, 변경조건/결정 커버리지 

’14년 1종 수행(시범적용) 
(문장실행률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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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품질 확보를 위해  
SW 개발관리 / SW Testing /군수품 SW 품질보증 의 3대 관점 검토 

12 

SW 개발관리 SW Testing 
군수품 SW  

품질보증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SW 개발 및 관리절차 
준수 

•동적분석 평가항목 
확대 

•코드실행률 목표값 
기준 확립 

•테스트케이스 관리 

• 개발단계별 품질확인 
• 품보원 SW교육 기회 
확대 

• 양산 품보활동 강화 

소스코드 품질 확보방안 제시 



 ChapterⅡ 

1 

2 

3 



무기체계 : 개발 단계(시험)에서 SW결함으로 비용증가, 양산 부담 가중 

SW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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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W 개발관리 현 실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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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SW Testing 현실태 (1/2)  

번호 표준 산출물 

1 소프트웨어 개발계획서(SDP) 

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SRS) 

3 소프트웨어 설계기술서(SDD) 

4 인터페이스 설계기술서(IDD) 

5 데이터베이스 설계기술서(DBDD) 

6 소프트웨어 시험계획서(STP) 

7 소프트웨어 시험절차서(STD) 

8 소프트웨어 시험결과 보고서(STR) 

9 펌웨어 설치절차서(FIG) 

10 소프트웨어 버전기술서(SVD) 

11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SPS) 

12 소프트웨어 목록명세서(SCS)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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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SW Testing 현실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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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품목분석 결과 국산화 품목분석 결과 



19 

정적분석 세부 결과 조건식·포인터/배열 규칙 세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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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주 결함도 내 용 개 수 

조건식규칙 경결함 수행되지 않는 소스코드를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1 

스타일규칙 경결함 의미없는 구문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포인터/ 

배열 규칙 
중결함 Null Pointer를 참조하지 않는다. 1 

연산자규칙 중결함 0으로 나눗셈 연산을 하지 않는다. 1 

초기화규칙 중결함 초기화 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 

식별자규칙 중결함 바깥 scope의 식별자를 가리는 정의를 하면 안된다. 1 

합계 총 오류 개수 6 

분석 결과 

코드리뷰(Co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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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수정 상세 내용 

~을 ~으로 

SW 소스코드  
무결성 확보를 위한  
반복적인 코드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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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종합 코드실행률 결과 

○○파일 범 주 결과 내 용 

○○파일 

테스트 케이스 20/20 정상 

문장 실행률 92% 
⦁논리적 코딩 구성 오류 2건 
⦁무한 반복문 및 인터럽트 수
행 구문 포함 

분기 실행률 85% 

MC/DC 실행률 78% 

오류 개수 2 건 

○X파일 

테스트 케이스 10/10 정상 

문장 실행률 100% 
⦁논리적 코딩 구성 오류 0건 
⦁무한 반복문 및 인터럽트 수
행 구문 포함 

분기 실행률 65% 

MC/DC 실행률 21% 

오류 개수 0건 방위사업청 지침서 동적분석 결과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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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SW 개발단계 사전품질확보 미흡으로 
인한 양산단계 문제 증대 



 ChapterⅢ 

1 

2 

3 

4 



체계 특성 및 군 요구조건에 따라 방사청 SW 개발절차 적용 의무화 

무기체계 SW 개발 및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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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 발 단 계 

공정 
체계개발 
계획수립 

체계 
요구분석 

SW  
요 구 
사 항 
분 석 

SW  
구 조 
설 계 

SW  
상 세 
설 계 

SW  
코 딩 

및  단 위 
시 험 

SW  
통 합 

체 계  
통 합 

개 발  
시 험  
평 가 

운용 
시험 
평가 

국방 
규격 
제정 

품
질 
확
인 

검 
토 
회 
의 

체계개발
실행계획

검토 

체계 
요구 
사항 
검토 
회의 

체계
기능
검토
회의 

SW  
요구 
사항 
검토 
회의 

기본 
설계 
검토 
회의 

상세 
설계 
검토 
회의 

시험 
준비 
검토 
회의 

기타 기술검토회 

검 
증 

요구사항 검증 설계검증 코드검증 통합 검증 

문서화 검증 

확 
인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평가 

규격화 

개발단계별 업무 프로세스를 참조하여 추진함을 원칙 

품질확인 목적은 
조기 결함(Defect)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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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표준 
방위사업청  

지침 반영 여부 

성능 시험 IEC 61508 ✕ 

코드실행률 
IEC 62279 

ISO 26262 
○ 

인터페이스 시험 ISO26262 ✕ 

함수실행률 ISO 26262 ✕ 

함수호출 실행률 ISO 26262 ✕ 

M&S 

IEC 61508 

ISO 26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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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산업분야(항공) SW Level 등급에 따른 평가기준 

고장상태 SW Level 

재앙 Level A 

위험/높음 Level B 

보통 Level C 

낮음 Level D 

no effect Level E 

코드실행률 

종류 

Level 

A B C D 

문장 

실행률 
100% 100% 100% ✕ 

분기  

실행률 
100% 100% ✕ ✕ 

MC/DC 

실행률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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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분석 방법 

명세기반 구조기반 

등가분할(Equivalence Partitioning) 
구문 테스팅(Statement Testing) 

경계값 분석(Boundary Value Analysis) 

결정 테스팅(Decision Testing) 
조합 테스트 기법(Combinatorial Test Techniques) 

조건 테스팅(Condition Testing) 
시나리오 테스팅(Scenario Testing) 

오류 추정(Error Guessing) 데이터 흐름 테스팅(Data Flow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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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항 목 
SW Level 등급 

A B C D 

정적시험 

실행시간 오류검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데이터흐름 분석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제어흐름 분석 권장 권장 필수 필수 

코딩규칙검증 - - - - 

동적시험 

코드실행률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인터페이스 시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성능시험 권장 권장 필수 필수 

함수실행률 권장 권장 필수 필수 

함수호출 실행률 권장 권장 필수 필수 

테스트케이스 설계 - - - - 



감사 

확인 

검증 

•요구사항, 계획, 계약 내용의 충족 정도를 
점검 및 평가,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활동 

•명세화된 기준에 따라 제품이 개발되었는지를 
Validation하는 공정 

    - 데모, 시험, 분석, 검사 

•이전 활동에서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현재의 
요구사항이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Verify하는 공정 

검토회의 •개발의 진행 상태, SW제품과 세부 작업의 완료 정도, 
일관성 및 정확성 등을 검토 

[방사청 지침] 검토회의, 검증, 확인, 감사 등을 통해 군수품 SW  
품질보증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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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구현 설계 요구사항 
분석 산출물 

프로세스 

검증 및 확인 

산출물 검증/확인 정적/ 동적분석 확인 프로세스 확인 

검증 및 확인 검증 및 확인 검증 및 확인 

개발단계는『SW 품질확인』, 양산단계는『SW 품질보증』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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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요구사항 

2. 서브시스템 
요구사항 

3. S/W 
요구사항 

4. 단위 
요구사항 

9. 인수 테스트 

8. 시스템 테스트 

7. 통합 테스트 

6. 단위 테스트 

SRR   SDR   SSR        CDR          TRR          FCA    PCA  

SRR - System Requirement Review 
SDR - System Design Review 
SSR - S/W Specification Review 
CDR - Critical Design Review 

TRR - Test Readiness Review 
FCA -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PCA -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5. 코드 

검토회의 

검증 확인 

감리 

• 수시 검토 
• 개발산출물 품질평가(단계말)  
• 합동검토를 통한 공식 검토 

• 데모 : 시나리오 수행으로 요구 만족 여부 확인 
• 시험 : 각종 시험으로 기능/성능 충족성 확인 
• 분석 : 검사 후 획득 자료 분석, 만족성 여부 확인  
• 검사 : 직접 눈으로 요구사항 만족 여부 확인 

양산 품보활동 대비 지속적인 검증 및 확인 활동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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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SW 규격화 기술자료 검토 활동 

35 

「OOO」무기체계 
SW 기술자료 검토 



선정된 장비를 대상으로 소스코드 검증활동 수행 

  • SW통합관리체계(DESIS)내 구축된 전문분석 기능(Tool) 및 국방IT융합센터 Tool활용 

    - Code Sonar, QA C/C++, Vector Cast, LDRA, RESORT, Code Vision  

  • SW 기술자료 인수(소스코드 포함)시 관련부서, 업체의 협조 필요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업체 
 

소스코드 품질 확보방안 

     

CSU1   :   간헐적   장비   오동작 

1. 분석      소프트웨어 

CSCI 

CSC1 

CSC2 

CSC3 

CSC4 

CSU1 

CSU2 

CSU3 

CSU4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define BUFSIZE 100 
int main() 
{ 
char 
cgi_home[BUFSIZE]; 
p = 
getenv("CGI_HOME); 
if(p == NULL) 
{ 
exit(1); 
} 

치명결함
(Critical) 

중결함(Major) 

경결함 
(Minor) 

2.  검출        결함목록 3.  원인분석  임무영향 

CSU1  :  포인터별수 초기화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define BUFSIZE 100 
int main() 
{ 
char *p = NULL; 
char 
cgi_home[BUFSIZE]; 
p = getenv("CGI_HOME); 
if(p == NULL) 
{ 
exit(1); 
} 

4.  수정     심각도 순서 

 
SCAN 

1건 

1건 

0건 

CSU1  :  포인터별수 초기화 
#include <stdio.h> 
#include <stdlib.h> 
#include <string.h> 
#define BUFSIZE 100 
int main() 
{ 
char *p = NULL; 
char 
cgi_home[BUFSIZE]; 
p = getenv("CGI_HOME); 
if(p == NULL) 
{ 
exit(1); 
} 

5.  코드리뷰  육안확인 

타겟 설치 

확인 

6.  코드 주입    

문장 실행률 

분기 실행률 

MC/DC실행률 

85% 

9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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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 

시험환경 

결함보고서 
(코딩룰결함) 정적 

분석 

소스 
개선 

소스 
코드 

시험환경 결함보고서 
(코딩룰결함)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소스 
개선 

산출물 

소스 
파일 

코딩 오류에 해당하는  
기능상 문제점 / 확인 미흡 

개선결과 확인미흡 

코드실행율 분석 소스 
개선 

운용시험 
(필요시) 

1
단
계 

2 
단
계 

정적분석 결과 보고서 

중결함( M ) 

경결함( N ) 

00건 

00건 

동적분석 결과 보고서 

문장(Statement) 실행률 

분기(Branch) 실행률 

85% 

98% 

MC/DC 실행률 78% 

개선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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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품질확보 
강화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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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규칙 
오류 다발 

방사청 지침(코딩룰) 전파 및 
교육 강화 

메모리 누수  
다수 검출 

개발요원의 SW Test   
고급과정 이수 권고 

업체 SW개발능력 향상 유도 



 ChapterⅣ 



철저한 SW 개발관리 
개발단계의 SW 점검  

결과에 대한 검증 활동 및  
후속조치 미흡 

SW 소스코드 리뷰 활동 도입 /  
무기체계 SW 개발 • 관리절차  
준수 및 개발단계 산출물 검토 

체계적인 SW Testing 
SW 소스코드 검증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및  
SW 동적시험 평가기준 모호 

SW 정밀 분석의 중요성 강조  
및 소스코드 검증체계 확립/ 
동적분석 평가항목 확대 및  

테스트케이스 관리체계 적립 

예방적 군수품  
SW 품질보증 

군수품 SW 관리체계 미흡 
업체주관 SW 품질 관리능력 

부족 

방사청 지침에 따른 예방적 활동/ 
업체 SW 독자 개발능력 강화 및 

 기품원 수시 점검/지원 필요 

무기체계 SW 품질관리 SW 품질향상을 위한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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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품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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