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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가이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모바일 대민서비스 업무 담당자에게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여 안전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지원 체계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체계 및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1-2-1>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 주요내용

정책기관 행정자치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운영 관련 제도 마련 및 정책 수립
·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리 지침 고시 및 관련 가이드 배포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운영

 제1장  개요

<그림 1-2-1>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지원 체계

구분 정책기관 전문기관 사업기관 개발기관 배포기관

기관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기관등 사업자 민간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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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운영
·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서버에 대한 보안약점 검증
· 모바일 대민서비스로 등록된 앱에 대한 주기적 취약점 점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보안 적용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기관 행정기관등

· 보안을 고려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계획 수립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성 검토 신청
·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여부 점검
·  감리사업인 경우 감리법인을 통해 보안약점 제거 여부 등 확인하고, 

비 감리사업인 경우 자체적으로 확인

개발기관 사업자
·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여 서비스 개발
· 자체 보안약점(및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배포기관 민간 앱스토어 ·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배포 채널 제공

3. 모바일 대민서비스 SW 개발생명주기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을 위한 SW 개발생명주기별 활동의 예시로 실제 사업 추진은 각 기관의 

사업관리 절차를 준용하고, SW 개발생명주기별 활동사항을 참조하여 추진한다.

<표 1-3-1> SW 개발생명주기 단계별 주요 활동

단계 개발생명주기 주요	수행활동 비고

기획 사업 기획 · 서비스 수요 및 유형, 보안대책 등 사업계획 수립 등 제2장

준비 교육
·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 담당공무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SW 

개발보안 교육 실시
제5장

개발

요구사항

· 개발 언어, 개발 도구 및 지원도구 등 개발방법 선택
· 모바일 대민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분석
· 중요 정보에 대한 생명주기 분석
· 프라이버시 등 보안위협 분석

제3장 2

설계
· 외부 인터페이스 관점 외부 공격 접점 분석
· 보안위협 기반 보안 요구사항 도출 및 설계 반영
· 보안공통기반 활용시, 서비스 설계에 보안공통기반 기능을 반영

제3장 3

구현

· 기능·설계 보안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구현
·  서비스 구현시, SW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보안약점이 

배제되도록 구현
·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 분석(정적분석) 및 보완

제3장 4
·

제5장

시험
· 단위모듈 및 서비스 통합 시험
· 기능·서비스 취약점 점검(동적시험) 및 보완
· 보안공통기반 활용시, 보안공통기반 연계 기능 확인

검증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완성도와 보안조치 결과를 검토
·  감리대상인 경우 감리결과를 기반으로 구축 완성도와 보안조치 

결과 검토를 수행하고, 비감리대상인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
·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 보안조치 결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바일 앱 검증 결과를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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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등록 및 배포
· 행정자치부에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정보 통보
·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의 경우, 기능 검증을 수행하는 민간 

앱스토어 1곳을 포함하여 등록·배포
제3장 5

운영 운영 및 폐기
· 주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등
·  보완이 취약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폐기대상 선정 및 실행
제4장

4. 문서구성

본 가이드는 다음의 5개장으로 구성된다.

- 1장 : 가이드 목적 및 적용범위, 지원체계, 용어정의 설명

- 2장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한 내용 설명

- 3장 :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방식(웹·앱)에 따른 서비스 구축단계별 내용 설명

- 4장 : 모바일 대민서비스 운영 및 폐기 단계별 내용 설명

- 5장 :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보안 지원 내용 설명

5. 용어정의

본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1> 모바일 대민서비스 SW 개발생명 단계별 주요 수행활동

개발기획

서비스 도출

구현방식 선정

보안대책 검토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요구사항

설계

구현

시험

검증

배포준비

SW 개발보안 교육

과정 대상

일반
(1일)

공무원
사업PM

심화
(2일)

개발자

진단원
(5일)

개발자
감리원
공무원

등록 및 배포

난독화 적용
패키징

민간 앱스토어
등록

민간 앱스토어
요구사항 반영

서비스 등록 및
제공

운영

운영

운영계획 수립

운영관리 활동

서비스 분석 및
취약점 점검

개선활동

폐기

폐기대상 선정

폐기 실행

이용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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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대민서비스”란 「전자정부법」제2조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행정기관등”

이라 한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국민, 기업에게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한다.

2.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시스템”(이하 “보안공통기반”이라 한다)이란 행정기관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모바일 웹(Web)”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말한다. 

4.  “모바일 앱(App)"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맞게 설치한 후 단독으로 실행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을 말한다.

5.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이란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 형태는 모바일 앱이지만 

실제 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앱의 형태를 말한다.

6.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이하“앱스토어(App Store)”이라 한다)란 개발된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을 모아두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장터(Marketplace)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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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의 모바일 대민서비스 업무 담당자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기획할 때, 모바일 대민서비스 

제공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모바일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고려 사항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단계별 주요 활동

다음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절차에 대한 예시이다. 

실제 상세 추진 절차는 각 기관의 사업 관리 절차 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추진한다.

<표 2-1-1> 단계별 주요 활동(요약)

단계 수행활동 주요내용

계획
수립

사업 기획 서비스 도출, 구축 범위 및 기능, 구현 방식 등 세부 계획 수립

보안공통기반 사용 가능성 검토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 개발시, 보안공통기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

보안성 검토 신청
국가정보원에 구축 대상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검토 신청 및 
검토결과 반영

선정 사업발주 및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을 충분히 수용한 적절한 사업자 선정

 제2장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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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축 계획 수립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 도출

기존 웹 기반 대민서비스의 모바일 전환 또는 신규 모바일 대민서비스 도출 등 모바일 대민서비스 

유형 및 기능을 구체화한다.

나. 구현방식 선정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서비스 확장성, 유지보수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모바일 앱이나 하이브리드 

앱 보다는 모바일 웹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모바일 앱의 경우는 단말기 OS 버전 등에 따라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앱 스토어를 통해 배포·설치·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바일 

웹에 비해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모바일 웹을 기본으로 

하고 스마트폰 등 단말 고유 기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전화 통화와 연결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련 기능을 하이브리드 앱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특성 및 데이터 관리 기능 등이 필요한 경우는 모바일 앱으로 개발해야 하지만 웹 GUI 

및 컨텐츠에 대한 포팅 수준의 하이브리드 앱 개발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리 원칙에 따라 모바일 웹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 2-2-1>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리 원칙

•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웹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앱은 필요시에만 운영

• SW개발보안 적용, 보안취약점 점검 기준 등 보안요구사항 준수 의무화

• 웹 브라우저, 단말 등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성 확보

다음의 모바일 앱(또는 하이브리드 앱) 구축 점검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바일 

앱(또는 하이브리드 앱) 방식으로 개발은 지양한다. 다만, 점검항목은 2011년 8월의 기술현황을 

고려한 기준으로 기술발전 등을 통해 모바일 웹으로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이 구현 가능해진 경우 

모바일 웹 개발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림 2-2-1>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계획 단계

서비스
도출

구현방식
선정

보안대책
검토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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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모바일 앱(또는 하이브리드 앱) 구축 점검항목

검토사항 모바일	서비스	설명 선택

보안서비스 
적용

모바일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서 모바일 단말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보안암호 모듈(예: 
인증서, MDM, VPN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편의 
제공

화면 및 조작 방식이 복잡하여 웹으로 구현이 어려운 서비스

알림 서비스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인지(Notification)와 관련된 서비스로 웹과의 연동 
없이 능동적인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

모바일 단말의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

단말시스템 정보
전원, CPU, 디스플레이, 네트웍 연결, 온도, 오디오, 카메라, 센서
(가속, 방향), 압력기기 등

단말파일 시스템 파일리스트, 생성, 삭제, 파일쓰기, 추가, 마운트, 언마운트 등

커뮤니케이션 SMS, MMS, 음성통화, 영상통화, 연락처 정보 등

카메라
이미지 및 비디오 캡쳐, 카메라 관련 정보(포맷, 코덱 등), 촬영된 
콘텐츠 검색 및 메타 데이터 활용, 카메라 기능 제어

센서 GPS를 제외한 가속센서, 방향센서 등

기타
기타의 사유로 모바일 웹 방식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사유 : 

위치기반(GPS) 기술 등 <표 2-2-3>과 같이 모바일 웹 방식으로 구현이 어려운 기능은 아래의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다.

<표 2-2-3> 모바일 앱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기술 종류

기술 모바일	기술	설명 활용	영역

위치기반
기지국이나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기술로 이용자 위치를 바탕으로 부가적 서비스 개발 용이

교통정보, 길찾기, 날씨정보, 
사람찾기, 쇼핑정보, 의료정보, 
택배추적 등

상황인식
통신 및 컴퓨팅 능력을 기반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교육정보, 교통정보, 구호정보, 
날씨정보, 쇼핑정보, 의료정보, 
재난정보 등

증강현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사람이나 건물, 그림 등을 비추면 이와 관련된 이미지나 정보를 3D 
가상현실의 형식으로 겹쳐 보여 주는 기술

길찾기, 날씨정보, 방송/광고/
교육, 사람찾기, 상품검색/쇼핑, 
지역/여행지소개, 지역정보(
부동산 등), QR코드 등

카메라
(사물인식)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 기능과 연동되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영상을 통한 서비스(예, 증강현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카메라로 영상 촬영 후 사물 인지가 가능한 기술

교통정보, 안전관리(예, 보수지역을 
사진촬영 후 신고), 영상통화, 
증강현실 접목(상품구매, 친구찾기 
등), UpStreaming 서비스(인터넷 
생방송) 등

푸쉬
(Push)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정보나 새소식을 이용자 설정에 의해 
알람의 형태로 정보가 수신되었음을 인지(Notification) 
시켜주는 기능

게임, 공공정보, 뉴스, 메신저, 
쇼핑정보, 포털 Email 서비스, 
택배, S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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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연계

제공 서비스에 SNS(FaceBook, Twitter 등)를 연계하여 이용자의 
관심 정보를 타 이용자들과 공유

관광정보, 공공정보, 교통정보, 
날씨정보, 뉴스정보, 쇼핑정보, 
지역정보 등

NFC**
비접촉식 근거리무선통신 방식으로 13.56M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10cm 정도의 거리에서 낮은 전력으로 단말기 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

신분증, 전자지갑, 전자티켓 등

**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 관심사, 활동, 배경 또는 실생활 인척을 공유하기 위한 이용자 간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적 관계를 생성시켜주는 플랫폼

**  NFC(근거리무선통신, Near Field Communication) :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여 태그 역할 뿐만 아니라 태그의 정보를 

읽거나 쓰는 리더기/라이터기 역할 및 단말기 간의 P2P 정보 교환에 적용 가능

다. 보안대책 검토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운영 대상 대민서비스 유형별로 제공하는 주요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위협을 고려하여 해당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2-4>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련 주요 중요정보별 보안위협

주요	중요정보 보안위협 주요	보안	고려사항

인증정보
사용자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가 입력 및 전송단계 등에서 
유출되거나 약한 수준의 비밀번호 길이·조합규칙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어 인증정보가 도용·악용될 수 있는 보안위협

·저장·전송데이터 유출
·입력정보 유출 방지
·비밀번호 조합규칙

고유식별정보
대민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가 임의 생성·수집되고 부적절하게 관리되어 도용 
및 악용될 수 있는 보안위협

·저장·전송데이터 유출

개인위치정보
사용자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 위치가 임의 
생성·수집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되어 불법적으로 개인위치가 
식별 및 추적될 수 있는 보안위협

·저장·전송데이터 유출

금융정보
세금(생활요금, 지방세 등) 등 납부를 위해 입력되는 각종 
금융정보(카드정보, 계좌정보 등)가 평문으로 저장·전송되어 
유출·도용될 수 있는 보안위협

·저장·전송데이터 유출
·입력정보 유출 방지

기타 중요정보
제·증명 정보 등 기타 중요정보가 유출 및 도용될 수 있는 
보안위협

·저장·전송데이터 유출
·화면 캡쳐 방지
·자료 유출 방지

<그림 2-2-1> 모바일 앱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기술

위치기반 SNS 연계 증강현실 카메라 NFC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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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의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및 검증 등의 지원을 위해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행정기관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현할 경우,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시스템’

을 활용하여 보안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연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보안기능을 구현할 수 있거나 보안공통기반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보안공통기반과 동등한 

수준이상의 보안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인증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위치정보 금융정보 기타 중요정보

<그림 2-2-2>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련 주요 중요정보

기능 및 플랫폼
취약점 시험

Packet
Sniffing

소스코드 취약점
시험

스위치

전자정부 SW.IOT 보안센터

방화벽 인터넷 망

기지국
(3G/4G)

웹 서버
(기관별)

웹 서버
(기관별)

DB 서버
(기관별)

<그림 2-2-3>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운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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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계획 수립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모바일 대민서비스 기능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구축기간 및 

소요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비스가 다루는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적절한 보안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보안기능 요구사항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보완한다.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사업계획 수립 후,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구축·운영 대상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매뉴얼’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3. 사업자 선정

안전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을 위해 제안요청서에 서비스 보안성 제고를 위한 보안요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보안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제안요청서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해 제안요청서 작성시(표2-6)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서
비
스 

접
속 

연
계 

서
비
스

암
호
화 

서
비
스

문
서
변
환 

서
비
스

푸
시 

서
비
스

앱 

위
변
조 

방
지 

서
비
스

화
면 

캡
쳐 

방
지 
서
비
스

가
상
키
패
드

E
2
E

중앙행정기관
대민 모바일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대민 모바일 서비스

<그림 2-2-2>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련 주요 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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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4. 제안요청내용

마. 통합/연계 범위(모바일 앱 개발시 보안공통기반 사용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한 경우 적용)

통합/연계 대상

통합/연계 방법 통합/연계 내역
시스템

기관명

(기관수)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시스템
행정자치부

보안공통기반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모바일 앱 개발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된 보안
공통기반 사용 보안기능 명시

자. 보안 요건

-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구축시, 다음과 같은 보안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4조(개발보안) 제4항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성 제고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4조(개발보안) 제1항~제3항, 별표3

• 보안취약점 자체 점검 및 조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5조(취약점 점검) 별표 1 및 별표 2

• 그 밖에 추가적인 보안요건 명시

나. 제안서 평가 등 사업자 선정

각 기관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제안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토록 하여 개발보안 역량을 갖춘 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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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주요 활동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을 위한 SW 개발생명주기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3-1-1> SW 개발생명주기 단계별 주요 활동

단계 개발생명주기 주요	수행활동

개발

요구사항

· 개발 언어, 개발 도구 및 지원도구 등 개발방법론 선택
· 모바일 대민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분석
· 중요 정보에 대한 생명주기 분석
· 프라이버시 등 보안위협 분석

설계
· 외부 인터페이스 관점 외부 공격 접점 분석
· 보안위협 기반 보안 요구사항 도출 및 설계 반영
· 보안공통기반 활용시, 서비스 설계에 보안공통기반 기능 반영

구현
· 기능·설계 보안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구현
· 서비스 구현시, SW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보안약점이 배제되도록 구현
·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약점 분석(정적분석) 및 보완

시험
· 단위모듈 및 서비스 통합시험
· 기능·서비스 취약점 점검(동적시험) 및 보완
· 보안공통기반 활용시, 보안공통기반 연계 기능 확인

검증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완성도, 보안조치 결과 검토
·  감리대상인 경우 감리결과를 기반으로 구축 완성도 및 보안조치 결과 검토 

수행하고, 비감리대상인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
·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 보안조치 결과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바일 

앱 검증 결과 활용 가능

배포 등록 및 배포
· 행정자치부에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정보 통보
·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의 경우, 기능 검증을 수행하는 민간 앱스토어 1곳을 

포함하여 등록·배포

 제3장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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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정보 생명주기 및 보안위협 분석 

각 기관의 대민서비스 담당자는 모바일 대민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도출한 보안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구현 방안과 주요정보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한다. 

가. 중요정보 생명주기 분석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할 때에는 가장 먼저 서비스 목적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및 데이터)를 식별한다. 식별된 각 정보(및 데이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정보(및 

데이터)에 대한 생명주기(수집방법, 저장방법(암호화 등) 및 위치, 활용 시점 및 방법, 저장 및 폐기 

방법)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 설계 및 구현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 <표 3-2-1>는 정보 생명주기에 

대한 예시이다.

<표 3-2-1> 서비스 관련 중요 정보 생명주기(예시)

중요	
정보

수집 저장

활용

폐기

고지
·
동의

시기 내용 위치 방법 시기 방법

인증
정보

N/A
사용자

등록·변경
아이디,
비밀번호

서버 SHA256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인증정보 비교
서비스탈퇴시

영구
삭제

고유
식별
정보*

앱설치, 
수집시

사용자 
등록·변경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버 AES256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 확인

서비스탈퇴 또는
보유기간(법령 등)

 경과시

영구
삭제

위치
정보

앱설치, 
수집시

서비스 
제공

개인위치정보 - 저장안함
개인위치정보 기반 

여행정보 제공
활용후

저장
안함

금융
정보

앱설치
서비스 
제공

신용카드정보 - 저장안함
세금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정보 확인

활용후
저장
안함

*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나. 보안위협 분석

모바일 대민서비스가 제공하는 중요 정보(및 데이터)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보안위협을 도출하고 

모바일 대민서비스 설계 및 구현시 해당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다음 <표 3-2-2>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현 대상별로 도출한 보안위협 및 보안요구사항 목록이다. 

보안위협별 대응되는 주요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3장 3절 내용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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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현 대상별 보안위협 및 보안요구사항

구현	대상 보안위협 주요	보안	요구사항

중요 정보*
(Contents)

•  (C.1)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임의로 수집하여 사용할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됨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  (C.2) 중요 정보를 사용자 단말과 서버간 전송시 적절한 보호(채널 
암호화, 정보 암호화 등) 없이 전송하는 경우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사용자에게 노출·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음

• 전송데이터 보호

•  (C.3) 중요 정보를 사용자 단말 또는 서버, 메모리에 평문으로 저장시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사용자에게 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음

• 저장데이터 보호

•  (C.4) 서비스 개발시 디버깅 등을 위해 임시로 삽입된 시험용 코드를 
삭제하지 않고 배포하는 경우 서버 중요 정보가 유출되어 해킹에 
사용될 수 있음

•  불필요한 코드 
삭제

•  (C.5) 모바일 앱을 통해 중요 문서(자료)를 임의로 다운로드 받거나 
캡쳐하여 저장하는 경우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사용자에게 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음

•  중요 문서(자료) 
보호

사용자 
단말
(앱, 

브라우저)
(Device)

•  (D.1)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서버로 전송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는 경우 SQL 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등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력데이터 검증

•  (D.2) 공과금 납입 등 중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비밀번호 강도가 낮음 등)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음

• 식별 및 인증

•  (D.3) 모바일 단말기 ID처럼 모바일 앱(및 사용자)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어려운 식별자를 사용할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음

• 식별 및 인증

•  (D.4) 모바일 앱이 생성한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다른 앱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있음

• 접근통제

•  (D.5) 파일에 대한 유효성을 적절한 검증 없이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기 
위해 서버로 전송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는 경우 악성행위(
권한상승, 보안메커니즘 우회 등)가 발생할 수 있음

• 파일 업로드

•  (D.6) 안전하지 않은 모바일 플랫폼(예, 루팅·탈옥) 또는 앱(예, 변조)을 
통해 모바일 대민서비스 이용시 모바일 플랫폼 또는 앱의 보안메커니즘을 
우회할 수 있음

•  모바일 플랫폼 
및 앱 자체 검증

•  (D.7) 모바일 앱에서 감사기록을 생성하여 서버로 전송시 감사기록에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부에 노출·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음

• 감사기록

•  (D.8) 모바일 앱 설치후 임의의 서버를 통해 임의 업데이트가 수행되는 경
우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업데이트

서버
(Server)

•  (S.1) 모바일 앱, 브라우저 등을 통해 서버로 전송된 사용자 입력 데이터
를 적절한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경우 SQL 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XSS) 등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음

• 입력데이터 검증

•  (S.2) 사용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DBMS 등 내·외부 
연계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사용자 입력 데이터가 포함된 웹 페이지를 
사용자 단말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경우 SQL 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
(XSS) 등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음

•  출력데이터 
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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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공과금 납입 등 중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비밀번호 강도가 낮음 등)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음

• 식별 및 인증

•  (S.4) 서버 관리 등과 같은 권한 점검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접근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반 사용자가 서버 설정 임의 변경 등 중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접근통제

•  (S.5) 파일에 대한 유효성을 적절한 검증 없이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 악성행위(권한상승, 보안메커니즘 우회 등)가 발생할 수 있음

• 파일 업로드

•  (S.6) 관리자 접근 및 주요 업무처리 내역,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적절한 
감사기록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 서버 해킹 등의 사고를 추적하거나 
예방할 수 없음

• 감사기록

단말 
↔ 

서버
(Network)

•  (N.1) 모바일 웹 또는 앱과 서버간 전송되는 중요 정보를 보호(채널암호화, 
정보 암호화 등)하지 않는 경우 중요 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사용자에게 노출·유출되어 악용될 수 있음

• 전송데이터 보호

•  (N.2) 세션에 대한 적절한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 권한상승(관리자 
세션으로 전환), 세션 가로채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션관리

3rd-Party
(T)

•  (T.1) 암호화 또는 암호채널 생성시 취약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화된 정보가 쉽게 외부로 노출·유출될 수 있음

• 암호화 방식

•  (T.2) 3rd-Party 제품을 적절한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경우 해킹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3rd-Party 
어플리케이션 사용

•  (T.3) 최신 업데이트(보안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3rd-Party 제품 사용시 
중요정보가 유출되거나 임의 사용자에게 관리자 권한이 부여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3rd-Party 
어플리케이션 사용

*  중요 정보 : 인증정보(비밀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위치정보, 금융정보(카드번

호·유효기간·CVS, 계좌번호 등), 암호키 등 유출·변조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

중요정보
(Contents)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 전송데이터 보호

● 저장데이터 보호

● 불필요한 코드 삭제

● 중요 문서(자료) 보호

● 입력데이터 검증

● 식별 및 인증

● 접근 통제

● 파일 업로드

● 모바일 플랫폼 및 앱자체 검증

● 검사기록

● 업데이트

● 출력데이터 인코딩

● 세션관리

● 암호화 방식

● 3rd-Party 어플리케이션 사용

사용자단말
(앱, 브라우저)

서버
(Server)

단말 ↔ 서버
(Network)

3rd-Party
(T)

● 

● 

● 

● 

● 

<그림 3-2-1>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현 대상별 보안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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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위협 기반 보안 요구사항 도출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구현방식에 따라 모바일 웹, 모바일 앱,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현방식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과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에 

특화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공통사항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으로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항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구현 방식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해당 사항 없음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기본사항)   

1.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3.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행정기관등은 ‘저작권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각종 모바일 

서비스에 개시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소유권자의 허가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기본 브라우저 등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특정 이동통신사나 제조회사·솔루션의 모바일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수의 모바일 

단말과 이동통신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및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6.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화면크기 및 OS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모바일 데이터 전송 특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제한(작은 화면, 입력 장치 제한), 모바일 

서비스의 고비용성과 무선 네트워크의 부하 성능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전송 용량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단말의 

시스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8.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동영상 및 사진·그림 이미지의 크기는 모바일 웹 서버에서 모바일 단말의 디스플레이 

사용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크기 및 전송데이터 용량 조정 등의 처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모바일 단말에 전송되도록 

해야 한다.

9.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PC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PC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PC 웹사이트에서도 모바일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앱 권한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자체 검토하여 불필요한 앱 

접근권한이 설정되지 않도록 적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이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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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참고 지침(법령)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지침

저작권법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2) 입력데이터 검증

로그인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게시판 글 쓰기, 정보 조회 등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입력을 받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표 3-3-2>와 같은 입력데이터 유입 유형을 참고하여 입력데이터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표 3-3-2> 입력데이터 유입 유형 (출처: OWASP Secure Coding Practices)

• 폼(Form) 데이터

• URL 매개변수

• 숨김(Hidden) 필드

• 쿠키 데이터

• HTTP 헤더

• HTTP 요청에 포함된 필수 항목들

 관련 보안위협(표3-2-2) : D.1, S.1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입력데이터 검증)

1.  리다이렉트된 데이터를 고려하여 모든 데이터 입력 검증은 사용자 단말에서 수행하는 것과 별도로 서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검증 실패시 입력(및 처리)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입력데이터의 최소 및 최대 허용 길이를 정의하고, 정의된 범위 내의 데이터만 허용해야 한다.

3.  입력데이터에 다음과 같은 특수문자가 사용되는 경우 SQL 삽입,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경로조작 등의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필터링하거나 문자로 인식하도록 인코딩해야 한다.

<표	3-3-2>	점검이	필요한	특수문자	

< > ( ) % & + ‘ “ ＼ ＼‘ ＼“

(출처: OWASP Secure Coding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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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해 UTF-8과 같은 단일 문자 세트(Character set)을 정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5. 입력 데이터를 검증하기 전에 단일 문자 세트(Character set)로 인코딩하여 처리한다.

6. 시스템이 UTF-8 확장 문자 세트를 지원하는 경우, UTF-8로 디코딩 후 검증을 수행한다.

7. 요청과 응답 헤더가 ASCII 문자만 포함하는지 검증한다.

8.  입력데이터 검증 알고리즘이 다음과 같은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을 별도로 점검하여 

필터링하거나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표	3-3-3>	필터링	필요	문자	

널	바이트 개행	문자 상대경로	변경문자

%00 %0d, %0a, ＼r, ＼n

../ 또는 ..＼

※  UTF-8 확장 문자 세트 인코딩이 지원되는 경우, %c0%ae%c0%ae/ 와 같은 

추가적인 변경 가능

(출처: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9.  입력 데이터 검증시 허용된 데이터 여부를 점검하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기반으로 점검해야 하며, 정규식

(Regular Expressions)을 사용할 수 있다.

10.  사용자 입력 데이터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기반의 별도 도구(및 라이브러리, 표3-3-4)

을 사용할 수 있다.

<표	3-3-4>	사용자	입력데이터	점검	도구

• HTML Purifier : https://www.owasp.org/index.php/Category:OWASP_AntiSamy_Project

• AntiSamy : http://htmlpurifier.org/

• bleach : https://github.com/jsocol/bleach

3) 출력데이터 인코딩

모바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외부 연계 시스템(예, 데이터베이스 등) 또는 사용자 단말(

브라우저 등)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또는 해당 데이터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전송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S.2

모바일_구축가이드-내지.indd   28 2015-12-22   16:08:56



  제3장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 29

제3장

모
바
일	

대
민
서
비
스	

구
축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출력데이터 인코딩)

1.  크로스사이트스크립트(XSS) 등 악의적인 데이터의 임의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HTML 페이지(및 XML)로 출력되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는 인코딩(예, <script> ⇒ &lt;scrip&gt;)하여 출력해야 한다.

<표	3-3-5>	인코딩이	필요한	특수문자	

변환대상 변환	값 변환대상 변환	값 변환대상 변환	값

< &lt; ( &#40; “ &quot;

> &gt; ) &#41; ‘ &#x27;

# &#35; & &#38; / &#x2F;

(출처: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2.  SQL 삽입 등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유형의 보안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SQL 구문 등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매개변수화된 질의문을 사용하거나, 사전 정의된(또는 허용된)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

3.  SQL, XPath, XQuery과 관련된 사용자 입력 데이터는 관련된 삽입 공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문자를 

필터링하여 연계 서버(예, DBMS 등)로 전달해야 한다.

<표	3-3-6>	SQL	삽입	대응을	위해	필터링이	필요한	문자	

‘ “ -- # = + %

( ) < > /* */ &&

|| select insert update drop union join

declare if and or from where column_name

syscolumns sysobjects table_name openrowset substr substring xp_

(출처: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표	3-3-7>	XPath	및	XQuery	삽입	대응을	위해	필터링이	필요한	문자	

‘ “ = : *

( ) [ ] /

(출처: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4.  사용자 입력 데이터가 운영체제(OS) 명령어로 전달되어 권한 상승 또는 인가되지 않은 삭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바일 서버에서 사전 검증하여 사용해야 한다.

5.  사용자 단말에 HTML 페이지로 응답하는 경우, 크로스사이트 요청변조(CSRF)를 줄이기 위해 ‘X-Frame-Options’

을 DENY(또는 SAMEORIGIN)로 설정하여 웹 페이지가 프레임 내에 표시되지 않게 해야 한다.

<표	3-3-8>	참고		

•  DENY : 웹 페이지가 프레임 내에 포함된 경우 도메인과 상관없이 사용자 단말(브라우저)에 해당 웹 

페이지를 표시를 하지 않음(X-Frame-Options : DENY)

•  SAMEORIGIN : 웹 페이지가 프레임 내에 포함된 경우 같은 도메인 내에 있는 사이트만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 단말(브라우저)에 해당 웹 페이지를 표시를 하지 않음(X-Frame-Options : SAMEORIGIN)

(출처: OWASP Secure Coding Chea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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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별 및 인증

중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D.2, S.3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식별 및 인증)

1. 모바일 웹 서버 관리자 신원을 검증하기 위해 식별 및 인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선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3. 중요한 서비스 제공 또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사용자를 재인증해야 한다.

4.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및 데이터) 또는 인터페이스에 접근시, 2가지 인증방식을 조합한 이중인증(Two Factor 

authentication) 수단 구현을 권고한다.

<그림 3-3-1> 이중인증(Two Factor authentication) 구현 예시

5. 식별 및 인증을 위해 아이디·비밀번호 기반 보다 표준화된 최신 인증방식 사용(예, OAuth 2.0 등)을 권고한다.

6.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강도의 비밀번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한 비밀번호 

조합규칙(표3-3-9)을 사용해야 한다.

<표	3-3-9>	비밀번호	조합규칙

• 英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의 문자열을 조합하여 최소 9자리 이상

    ※ 아이디는 英대소문자, 숫자 등의 문자열을 조합하여, 최소 6자리 이상

    ※ 초기 임의로 할당된 비밀번호는 사용자 로그인 후,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기관정책, 또는 분기 1회) 변경하여 사용해야 함

• 사전공격(Dictionary Attack)이 가능한 사전식 단어 사용 지양

7.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을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입력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공통기반의 가상키보드 기능을 

사용하거나 동등한 수준(또는 그 이상)의 보안기능을 구현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비밀번호가 마스킹 

(예,‘*’등)되어 보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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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2> 가상키보드 구현 예시 <그림 3-3-3> 비밀번호 마스킹 구현 예시

8.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을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 생성시 비밀번호 강도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과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이 권고된다.

9.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이 존재하도록 관리자 또는 사용자 인증 실패가 설정된 횟수(기관 정책, 또는 5회이상)

에 도달하면, 관리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 식별 및 인증 기능이 비활성화되거나, 추가 인증방법 등의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그림 3-3-4>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구현 예시

10.  사용자 비밀번호(및 암호키)는 모바일 앱 및 서버 바이너리에 하드코딩 되거나 평문(단순 인코딩 포함)으로 

저장되지 않아야 한다.

패스워드
“tiger”
하드코딩

<그림 3-3-5>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예시

11. 사용자 비밀번호(및 암호키)는 쿠키, 캐쉬, 감사기록(Log)에서 식별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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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일한 사용자 ID에 대해 동시 로그인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며, 동시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 쓰기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13.  비밀번호 재발급 등을 위해 이메일 주소에 대한 사용자 소유권을 검증하는 기능이 있다면, 사용자 메일로 이메일 

검증 링크를 보낼 때 사용자에게 인증된 세션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가 한번 사용하거나 8시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메일 검증 링크(또는 코드)의 유효성을 만료시켜야 한다.

14.  비밀번호 저장시 단방향 해시알고리즘 보다 솔트(salt)가 적용된 해시 알고리즘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충분한 보안성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보호용으로 설계된 다음 <표3-3-10>과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비밀번호를 저장할 것을 권고한다.

<표 3-3-10> 비밀번호 보호용으로 설계된 알고리즘

  PBKDF2 (Password-Based Key Derivation Function)RSA 연구실의 PKCS의 일환인 키변환 함수로 HMAC, 

cipher 같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임의 길이의 결과값으로 변환함. 입력값과 Salt를 이용하여 

임의의 횟수만큼 해시함수를 반복수행하여 결과를 출력함

※ 참조 : http://en.wikipedia.org/wiki/PBKDF2

DIGEST = PBKDF2(PRF, Password, Salt, c, DLen)

- PRF : 난수(예: HMAC) 

- Password : 비밀번호

- Salt : 암호화 솔트

- c : 원하는 반복 수 

- DLen : 원하는 다이제스트 길이

  BcryptBlowfish 암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키변환 함수로, 비밀번호와 Salt를 임의의 횟수만큼 반복하여 

Blowfish로 암호화 한 후, 나온 결과를 이용하여 정해진 문장을 다시 암호화 한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 Blowfish 

암호화의 횟수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무작위 공격(brute-force attack) 등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으나 

비밀번호를 72바이트의 문자열로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

※ 참조 : http://en.wikipedia.org/wiki/Bcrypt

DIGEST = BCRYPT(Cost, Salt, Password)

- Cost : 원하는 반복 수(2의 Cost 지수승 만큼 반복)

- Salt : 암호화 솔트

- Password : 비밀번호

  ScryptPBKDF2와 유사한 ‘adaptive key derivation function’으로 다이제스트를 생성할 때 메모리 오버헤드를 

갖도록 설계되어, 무작위 공격(brute-force attack)을 어렵게 함

※ 참조 : http://en.wikipedia.org/wiki/Scrypt

DIGEST = scrypt(Password, Salt, N, r, p, DLen)

- Password : 비밀번호

- Salt : 암호화 솔트

- N : CPU 비용

- r : 메모리 비용

- p : 병렬화

- DLen : 원하는 다이제스트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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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근통제

서버 관리 등 권한 점검이 필요한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S.4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접근통제)

1.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보호된 URL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2.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통제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3.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객체를 직접 참조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4.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특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5.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6.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서비스 관리 정책 설정(보안 설정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7.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링크나 기능을 웹 페이지 등으로 사용자 단말(브라우저)에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6)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모바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C.1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개인정보 수집)

1.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옵트인(Opt-in, 표3-3-11) 방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하며,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전송시 

사용자에게 동의(표3-3-12)를 구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표 3-3-11> 옵트인(Opt-in) vs. 옵트아웃(Opt-out)

 옵트인(Opt-in) : 당사자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허용하기 전까지 당사자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제도

 옵트아웃(Opt-out) : 당사자가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거부할 때 정보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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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 개인정보 사전 동의 절차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함

<	개인정보	사전	동의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스마트폰	접근권한	사전	동의	>

-  사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위치, 카메라 등)이 필요한 경우, 앱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수적인 권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선택적 권한 항목을 구분*하고, 접근권한 별 세부 항목과 이유를 앱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알리고**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	*필수	권한	항목과	선택	권한	항목	구분(예시)	]

필수	권한	항목 선택	권한	항목

앱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한 항목

앱 개발자 또는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수집하는 권한 

항목

[	**접근	권한	별	목적	안내(예시)	]

접근	권한 권한이	필요한	이유(예시)

위치 SNS 위치 공유, 주변 맛집 찾기

카메라 SNS 서비스 사진 업로드, 사진 전송, 사진촬영 즉시 업로드

연락처 SNS 친구추가, 연락처 공유 기능

 동의를 받는 방법

- 모바일 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내용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관리

-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 해당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7) 전송데이터 보호

사용자 단말(브라우저 등)과 모바일 대민서비스 제공 서버간 인증정보(비밀번호 등), 금융정보(

계좌정보, 카드번호 등) 등 중요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C.2,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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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전송데이터 보호)

1. 로그인부터 로그아웃까지 모든 인증된 페이지들은 암호화된 채널(예, HTTPS 등)로 전송되어야 한다.

2.  HTTPS 채널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단말(브라우저)이 HTTPS 채널로의 접속을 강제화하기 위해 서버는 응답 

헤더에 HSTS(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 옵션(Strict-Transport-Security)를 설정해야 한다.

<그림	3-3-5>	HSTS	옵션(Strict-Transport-Security)	설정	예시

8) 저장데이터 보호

중요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C.3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저장데이터 보호)

1.  인증정보,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금융정보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스마트폰 등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사용자 브라우저 종료시 관련 임시파일이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

2.  민감한 정보를 모바일 웹 서버에 저장시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안전한 키 길이 고려)을 기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3.  모바일 단말기 메모리에 민감한 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사용 후 관련 메모리 영역을 알 수 없는 

값으로 초기화 하거나, 민감한 정보가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

9) 파일 업로드

웹 게시판 등에 파일 업로드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D.5, S.5

모바일_구축가이드-내지.indd   35 2015-12-22   16:08:56



36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파일 업로드)

1.  업로드 가능 파일(이미지 포함) 확장자 목록을 기반으로 웹 게시판 등에 업로드 되는 파일이 허용된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림	3-3-6>	확장자	목록	기반으로의	업로드	파일	점검	예시

2.  사용자 입력에 의한 파일 업로드시 디렉토리 경로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문자에 대한 필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표	3-3-13>	필터링이	필요한	문자	

(출처: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 .. / .\ ..\ %

3. 업로드 되는 파일의 크기가 허용된 크기(기관 자체 정의) 범위 이내인지 점검해야 한다.

4.  업로드된 파일을 운영체제 상에 저장시 새로운 파일명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파일명(또는 임시 파일명)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파일은 서비스 제공 도메인과 분리된 도메인에 저장하고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6.  업로드된 파일이 올바른 컨텐츠 타입(예, image/jpeg, application/x-xpinstall 등)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타입 

체크를 해야 한다.

7.  파일 업로드시 화이트리스트(Whitelist) 기반으로 특정 파일 타입 및 확장자만 업로드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파일 타입은 보안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	3-3-14>	업로드시	주의해야	할	파일타입	

파일	타입 설명

corssdomain.xml 또는 

clientaccesspolicy.xml

• 크로스 도메인 접근 가능 여부를 설정하는 파일

•  동일 근원 정책(Same Origin Policy)에 따라 동일서버 이외 도메인으로 접근을 할 수 

없는 샌드박스(SandBox) 정책 우회 가능

.htaccess

• 아파치 웹서버의 디렉토리별 접근수준을 설정하는 기본파일

•  컨텐츠 제공자가 디렉토리별로 서버 설정을 다르게하고 싶지만 서버 시스템에 root 

권한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며, 특정 디렉토리에 위치하여 해당 디렉토리 및 모든 하위 

디렉토리에 영향을 미침

.htpasswd

•  특정 페이지를 제한하고 싶을 때 홈페이지 특정 디렉토리에 비밀번호 장치를 걸어 

두고, 특정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해당 디렉토리 접근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시하여 특정 사용자만 통과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파일

(출처: OWASP Secure Coding Cheat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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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일 업로드 디렉토리의 실행 권한을 비활성화 해야 한다.

<표	3-3-15>	파일	업로드	디렉토리의	실행	권한	비활성화

• IIS 설정

     제어판 ⇒ 관리도구 ⇒ 인터넷 서비스 관리자 선택 ⇒ 해당 업로드 폴더에 오른쪽 클릭 후 등록 정보 

⇒ 디렉토리 ⇒ 실행권한을 “없음”으로 설정

• Apache 설정

     Apache 설정 파일인 httpd.conf의 해당 디렉토리에 대한 문서 타입을 콘트롤하기 위해 Directory 세션의 

AllowOverride 지시자에서 FileInfo 또는 All 추가

<Directory “/usr/local/apache”>

AllowOverride FileInfo(또는 All) ...

...

</Directory>

9. 사용자 단말(브라우저)로 절대 파일 경로를 전송하지 않아야 한다.

10) 세션관리

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을 수반한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단말(브라우저 

등)과 서버가 생성된 세션을 기반으로 인증된 사용자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N.2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세션관리)

1. 세션 토큰 길이는 최소한 128비트(16바이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세션 토큰은 웹서버에 의해 생성되어야 하며, 예측이 어렵도록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난수 생성기로 생성(최소 64

비트 엔트로피 이상) 되어야 한다.

3. 세션 토큰 정보가 시스템로그, 에러 메시지, URL 등을 통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재접속(및 재인증)시 신규 세션 토큰을 생성해야 한다.

5. 쿠키(Cookies)에 ‘secure’ 옵션(안전한 상태일 경우에만 쿠키 값 전송이 가능)을 설정한다.

<표	3-3-16>	쿠키	‘secure’	옵션	

Cookie c = new Cookie(ACCOUNT_ID, filterred_ID);

c.setSecure(true) // 쿠키에 대한 보안 속성 설정

6. 쿠키(Cookies)에 ‘HTTP-Only’ 옵션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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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7>	HTTP-Only	옵션

•  HttpOnly는 모든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기능으로, HttpOnly 쿠키는 HTTP(혹은 HTTPS)요청이 있을 때에만 

전송된다. 자바스크립트 등에서 non-HTTP API로 호출할 경우 쿠키를 사용할 수 없다

7.  쿠키(Cookies) 유효시간을 설정하지 않아야 하며, 설정이 필요한 경우 세션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한다.

<표	3-3-18>	쿠키	유효시간	설정

•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세션쿠키로 간주되어 브라우저 종료시점에 삭제됨

8. 인증된 세션은 사전 정의된 비활성화 시간(10분 이하 권고) 이후에 종료되어야 한다.

9.  인증된 세션 종료(예, 로그아웃 등) 이후, 세션 ID는 서버에서 무효화 되어야 하며, 사용자 단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등을 통해 삭제되어야 한다.

11) 암호화 방식

암호화 또는 암호채널 생성을 위해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T.1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암호화 방식)

1.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 또는 전송시 사용되는 암호알고리즘(암호라이브러리, 암호모듈 등)은 국가정보원의 

암호모듈검증제도에서 검증대상으로 지정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을 권고한다. 또한, 모바일 앱 개발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스마트폰용으로 보급하는 암호라이브러리(블록암호, 해쉬함수, 전자서명 알고리즘)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3-3-7>	국가정보원	암호모듈검증제도의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분류 보호함수	목록

최소 안전성 수준 112비트

블록암호
ARIA(키 길이 : 128/192/256),

SEED(키 길이 : 128)

블록암호
운영모드

기밀성 ECD, CBC, CFB, OFB, CTR

기밀성/인증 CCM, GCM

해쉬함수 SHA-224/256/384/512

메시지
인증코드

해쉬함수기반 HMAC

블록기반 CMAC, GMAC

난수발생기
해쉬함수/HMAC 기반 HASH_DRBG, HMAC_DRBG

블록기반 CTR_DRBG

공개키 암호

RSAES
- (공개키 길이) 2048, 3072
- RSA-OAEP에서 사용되는 해쉬함수 : 
   SHA-224/256

전자서명 RSA-PSS, KCDSA, ECDSA, EC-KCDSA

키 설정 방식 DH, ECDH

보호함수 보호함수	파라미터

시스템 파라미터

RSA-PSS (공개키 길이) 2048, 3072

KCDSA, DH
(공개키 길이, 개인키 길이)
(2048, 224), (2048, 256)

ECDSA, EC-KCDSA, 
ECDH

(FIPS) B-233, B-283
(FIPS) K-233, K-283
(FIPS) P-224,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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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보호함수	목록

최소 안전성 수준 112비트

블록암호
ARIA(키 길이 : 128/192/256),

SEED(키 길이 : 128)

블록암호
운영모드

기밀성 ECD, CBC, CFB, OFB, CTR

기밀성/인증 CCM, GCM

해쉬함수 SHA-224/256/384/512

메시지
인증코드

해쉬함수기반 HMAC

블록기반 CMAC, GMAC

난수발생기
해쉬함수/HMAC 기반 HASH_DRBG, HMAC_DRBG

블록기반 CTR_DRBG

공개키 암호

RSAES
- (공개키 길이) 2048, 3072
- RSA-OAEP에서 사용되는 해쉬함수 : 
   SHA-224/256

전자서명 RSA-PSS, KCDSA, ECDSA, EC-KCDSA

키 설정 방식 DH, ECDH

보호함수 보호함수	파라미터

시스템 파라미터

RSA-PSS (공개키 길이) 2048, 3072

KCDSA, DH
(공개키 길이, 개인키 길이)
(2048, 224), (2048, 256)

ECDSA, EC-KCDSA, 
ECDH

(FIPS) B-233, B-283
(FIPS) K-233, K-283
(FIPS) P-224, P-256

<표	3-3-19>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마트폰용	암호	라이브러리	

• 운영체제 : Android, iOS, Windows Mobile

• 블록암호 알고리즘 : SEED, HIGHT

• 블록암호 알고리즘 운영모드 : CBC (Cipher-block chaining)

• 해쉬함수 알고리즘 : HAS-160

• 전자서명 알고리즘 : KCDSA

※ (URL) http://seed.kisa.or.kr/

2.  중요 정보 전송을 위해 암호통신 채널(예, SSL/TLS 등)이 사용되는 경우, 서버의 암호통신 채널 암호사양(Cipher 

Spec.)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알고리즘(예, RC4·DES·2DES, MD5·SHA1, RSA512·RSA1024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인증서 기반의 암호통신 채널(예, SSL/TLS 등)을 사용하는 경우, 서버(또는 서버와 연동하는 보안서버)는 신뢰된 

인증기관에 의해 서명된 인증서를 탑재하여 암호화 채널을 생성해야 한다.

12) 감사기록(Log)

서버 관리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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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감사기록)

1.  최소한 모바일 웹 서버는 서비스 제공(관리자 행동 포함) 관련한 감사기록을 생성해야 하며, 감사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표3-3-17)를 포함해야 한다.

<표	3-3-20>	감사기록	생성	정보

• 사건 발생 일시, 사건 유형, 사건을 발생시킨 주체의 신원(가능한 경우), 작업 내역 및 결과(성공/실패) 등

2.  인가된 관리자만 감사기록에 접근 가능하도록 모바일 웹 서버에 관련 접근통제 기능을 구현하거나, 해당 운영기관의 

감사기록 운영·관리정책(및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표	3-3-21>	감사기록	관리	정책

• 감사기록 보관 주기

• 감사기록 저장 대상

• 감사기록 위·변조 및 도난, 분실에 대한 안전성 대책

13) 3rd-Party 어플리케이션 사용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현시 공개용 또는 상용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T.2, T.3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3rd-Party 어플리케이션 사용)

1.  서비스 개발시 3rd-party 어플리케이션(또는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API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스코드의 신뢰성, 

유지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자체 검증(예, 정적분석, 동적분석, 최신 취약점 존재 여부 등)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2.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3rd-party 어플리케이션(및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API 등)이 포함되는 경우, 최신 

보안패치가 적용된 3rd-party 어플리케이션(예, DBMS 등)을 사용해야 한다.

14) 불필요한 코드 삭제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현시 시험 목적으로 디버깅 코드를 삽입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3) :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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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공통사항(불필요한 코드 삭제)

1.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기능시험 등을 위해 임시로 삽입된 디버그 코드(및 디버깅 수준의 오류메시지 출력 포함)

는 개발 완료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그림	3-3-8>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예시

디버그 코드는
제거되어야 한다

나) 추가사항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으로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항

모바일 앱으로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본사항이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해당 사항 없음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추가사항(기본사항)

1.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에 따라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시 기술적 제약이 있거나 현저하게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모바일 앱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2) 식별 및 인증

모바일 앱(및 사용자) 식별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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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추가사항(식별 및 인증)

1.  모바일 앱(및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다른 모바일 앱과 공유할 수 없는 비 영구적인 식별자(예, 모바일 단말기 ID 

사용 금지 등)를 사용해야 한다.

3) 접근통제

모바일 앱 설치시 또는 동작간 파일이 생성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D.4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추가사항(접근통제)

1. 모바일 앱은 파일(데이터) 생성시 다른 앱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생성해야 한다.

<표	3-3-22>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파일생성	모드

• MODE_APPEND : 기존 파일 뒤에 데이터 추가 기록하는 모드

• MODE_PRIVATE (기본 모드) : 현재 프로젝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모드로 사용 권고

• MODE_WORLD_READABLE : 다른 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드로 사용 제한 필요

※ 보안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 API 레벨 17부터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됨

• MODE_WORLD_WRITEABLE : 다른 앱들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드로 사용 제한 필요

※ 보안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 API 레벨 17부터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됨

4)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집

모바일 앱이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활용을 위해 수집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C.1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추가사항(개인정보 수집)

1.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옵트인(Opt-in) 방식에 따라 모바일 앱 

설치시(또는 다운로드전 모바일 앱 기능 설명에) 해당 정보 수집 가능성을 사용자에게 공지(또는 설명)하고, 해당 

정보 전송시 사용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5) 중요 문서(자료) 보호

모바일 앱을 통해 첨부 문서 등 서버에 위치하거나 서버에서 서비스하는 중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C.5

모바일_구축가이드-내지.indd   42 2015-12-22   16:08:58



  제3장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 43

제3장

모
바
일	

대
민
서
비
스	

구
축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추가사항(문서(자료) 보호)

1.  모바일 앱을 통해 진위여부가 중요한 증명서 등과 같은 서버에서 전송된 중요 자료를 보는 경우, 보안공통기반의 

화면캡쳐 방지 기능을 이용하거나 동등한(또는 그 이상) 수준의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그림	3-3-9>	보안공통기반의	화면캡쳐	방지	기능

화면을 캡쳐할 수 없습니다. DRM으로 보호된
이미지입니다.

2.  모바일 앱을 통해 서버에서 전송된 중요 문서(첨부 문서 등)를 보는 경우 보안공통기반의 문서변환 기능을 

이용하거나 동등한(또는 그 이상) 수준의 기능을 구현하여 전송하고, 모바일 단말기에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3-3-10>	보안공통기반의	문서변환	기능

PPTX Conversion XLS Conversion PDF Conversion

1

2

3

1 2 3

6) 암호화 방식

모바일 앱에서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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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추가사항(암호화 방식)

1.  인증서 기반의 암호통신 채널(예, SSL/TLS 등)을 사용하는 경우, 모바일 앱에 인증서 유효성 검증 기능 및 인증서의 

유효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권고한다.

2. 모바일 앱 소스코드에 암호키, DBMS 접속 비밀번호 등 암호화 관련 키를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한다.

<표	3-3-23>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에	대한	보안대책

• 암호화 키는 환경설정 파일에 저장하고, 사용시에만 암호화키를 복호화하여 사용

7) 모바일 플랫폼 및 앱 자체 검증

금융거래 등 모바일 플랫폼 및 앱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D.6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추가사항(앱 자체 검증)

1.  금융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경우, 보안공통기반의 모바일 플랫폼 루팅·탈옥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동등한(또는 그 이상) 수준의 기능을 구현하여 안전한 환경에서만 금융거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3-3-11>	루팅·탈옥	여부	검증	구현	예시

2.  금융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경우, 보안공통기반의 모바일 앱의 무결성 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동등한(또는 그 이상) 수준의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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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앱	무결성	변조	검증	구현	예시

앱 위변조 알림

현재 설치된 앱은 임의로 자작하여 재배포한
앱으로 해당 앱을 삭제 후, 공식마켓을 통해
재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감사기록(Log)

모바일 앱이 감사기록을 생성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관련 보안위협(표3-2-2) : D.7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추가사항(감사기록)

1.  모바일 앱이 모바일 앱 동작과 관련된 감사기록을 생성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 감사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거나 최소화(예, 해싱 결과 값 등) 해야 한다.

9) 업데이트

모바일 앱 업데이트 기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관련 보안위협(표3-2-2) : D.8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추가사항(업데이트)

1. 모바일 앱에 대한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모바일 앱은 IP 주소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서버에 접근해야 한다.

2.  모바일 앱에 대한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후 업데이트가 진행되도록 관련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3.  모바일 앱(또는 앱 서버)의 보안 문제(및 기능·서비스 오류)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예, 담당자 

이메일 주소 등)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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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 개발보안 적용

가. 시큐어코딩

각 기관의 대민서비스 담당자는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시,‘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별표3과 동 가이드라인 별표4에서 정의한 ‘모바일 앱 보안약점’을 준용하여 모바일 앱을 구현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웹 개발시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준용하여야 한다. SW 개발단계 중 구현단계 관점의 시큐어코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언어 선정

모바일 대민서비스 SW의 안전한 구현을 위해 국제표준 프로그래밍 언어 등 검증된 개발언어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안약점(및 보안취약점)을 예방할 수 있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한다.

2) 개발도구 선정

모바일 대민서비스 SW의 안전한 구현환경 구축을 위해 개발도구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 

논리적 오류 발생 또는 임의 코드 삽입 가능성 등이 검증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개발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구현

모바일 대민서비스 SW 구현시 개발언어로 선정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SW

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해야 한다.

<표 3-4-1> SW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다운로드: www.moi.go.kr, www.kisa.or.kr)

 SW 개발보안 가이드

※ (URL) www.moi.go.kr, www.kisa.or.kr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C, JAVA, Android JAVA)

※ (URL) www.moi.go.kr, www.kisa.or.kr

※  Objective C는 애플社에서 배포한 시큐어코딩 가이드 참조(URL, https://developer.apple.com/library/ios/documentation/

Security/Conceptual/SecureCodingGuide/Introduction.html)

 국외 참조 자료

• OWASP, OWASP Mobile Security Project (URL, www.owasp.org/index.php/Mobile)

개발언어
선정

개발도구
선정

구현 자제점검
및 보완

<그림 3-4-1> 구현단계 관점의 시큐어코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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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ASP, OWASP Secure Coding Practices - Quick Reference Guide(2010.11월)

 ※ (URL) www.owasp.org/index.php/OWASP_Secure_Coding_Practices_-_Quick_Reference_Guide

• OWASP, Secure Coding Cheat Sheet (URL, www.owasp.org/index.php/Secure_Coding_Cheat_Sheet)

• ENISA, Smartphone Secure Development Guidelines for App Devlopers(2011.11월)

 ※  (URL) www.enisa.europa.eu/activities/Resilience-and-CIIP/critical-applications/smartphone-security-1/smartphone-

secure-development-guidelines

<그림	3-4-2>	SW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국외 참조 가이드

4) 자체점검 및 보완

모바일 대민서비스 SW 구현이 완료되면, 매뉴얼 방식으로 또는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여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표 3-4-2> SW 보안약점 점검 관련 가이드 및 도구

 관련 가이드

-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URL) www.moi.go.kr, www.kisa.or.kr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URL) www.moi.go.kr, www.kisa.or.kr

<그림	3-4-3>	SW	보안약점	점검	관련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모바일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자동화 도구

- (국내) IT보안인증사무국의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제품 참고

※ (URL) http://www.itscc.or.kr

- (국외) 美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SW 개발단계별 자동화도구 목록 참조

※ (URL) http://samate.nist.gov/index.php/Tool_Surve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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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

각 기관의 대민서비스 담당자는 성능·기능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요구사항(별표1)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공통기반을 적용한 경우 모바일 앱과 연동 및 

모바일 대민서비스 정상동작 등 충분한 기능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앱의 기능 정상 동작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능오류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자체 

기능오류시험을 수행해야한다. 기능오류시험에 대한 상세 점검방법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 가이드’ 등을 참조한다. 

<표 3-4-3> 모바일 대민서비스 기능오류 점검항목

점검항목 점검방법

앱 가동 앱의 설치/삭제/접속(실행)이 정상작동 되어야 함

권한 앱 설치 시 불필요한 권한을 요청하지 않아야 함

기능오류 기타 앱에 구현된 기능의 정상동작 여부

다.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안전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대민서비스 담당자는 사업자가 수행한 

모바일 웹·앱 서버(별표2) 및 앱(별표3)에 대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별도로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보안취약점이 잔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표 3-4-4> SW 보안취약점 점검 관련 가이드

 관련 가이드 (URL: www.moi.go.kr, www.kisa.or.kr)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그림	3-4-5>	SW	보안취약점	점검	관련	가이드

모바일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모바일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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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 및 배포

가. 모바일 대민서비스 등록

1) 모바일 도메인

각 기관은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대한 웹 사이트 도메인 할당시‘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 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1호, 2014.11.25)’을 준수하여 기관 대표 모바일 도메인을 1개만 보유할 

수 있도록 추가 도메인을 할당하지 않아야 한다.

<표 3-5-1> 모바일 도메인이름 표준 체계

 모바일 도메인 구조 기본 원칙 : 4단계 도메인 사용을 원칙으로 함(예시, m.moi.go.kr)

• 1계층에는 국가 도메인(kr) 사용

• 2계증에는 행정기관 도메인(go) 사용

• 3계층에는 기관 도메인 사용

 ※ 기관 도메인은 ‘영문기관명 약자’ 또는 ‘기관 고유 영문명’을 따르며, 세부사항은 관련 고시 참고

• 4계층에는 모바일 서비스 도메인(m) 사용

<그림	3-5-1>	도메인구조	체계도

중앙행정기관
영문기관명

소속기관
영문기관명

업무명
영문명서비스명

입.사.헌법기관
영문기관명

하부조직
조직명, 업무명

하부조직
조직명, 업무명

하부조직
조직명, 업무명

kr

go

1계층

2계층

3계층

호스트

국가도메인

행정기관 도메인

(출처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체계 표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신청 절차 및 관리

• 신청기관은 도메인이름 사용시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야 함

 ※ 도메인이름은 사용자의 웹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등록·사용해야 함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도메인이름 승인 후 해당기관이 3개월 이내에 등록대행자에 등록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이 도메인이름을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 타기관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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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신규	도메인이름	등록	절차

정부통합
전산센터

신청기관
한국인터넷

진흥원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행정자치부 도메인등록
관리시스템

등록
완료

웹사이트
신규개설시
사전협의 必 

1 승인요청 5 승인된 도메인 저장

5 승인된 도메인을 등록대행자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

7 승인된 
도메인만 
등록

6
도
메
인
 승

인
 여

부
 확

인

2
승
인
 여

부
 통

보

3
승
인
된
 도

메
인
 통

보

(출처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 주소체계 표준)

2) 모바일 대민서비스 통보

각 기관은 모바일 웹 방식으로 구축 완료한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대한 현황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및 하이브리드 앱) 배포

각 기관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

을 등록 및 배포해야 한다.

1) 난독화 적용 패키징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바일 앱의 경우, 디컴파일 도구(예, apktool) 이용시 

실행파일(.apk)을 소스코드로 쉽게 변환시킬 수 있어 앱 구조 및 소스코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iOS 플랫폼 기반 앱은 애플에서 발급된 인증서 기반의 코드사인을 사용하여 앱 변조후 

리패키징이 어렵지만 안드로이드 플래폼 기반 앱은 개발자 서명 방식으로 앱 변조에 취약하다. 

따라서, 소스코드가 원본 수준으로 노출되어 앱 변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난독화 도구를 사용하여 

모바일 앱을 패키징하여 배포해야 한다.

난독화 적용
패키징

민간 앱스토어
등록

민간 앱스토어
요구사항 반영

서비스 등록
및 제공

<그림 3-5-3>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등록 및 배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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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앱스토어 등록

각 기관은 개발이 완료된 모바일 앱을 이동통신사(예, T 스토어,  U+ 스토어, olleh  마켓 등) 또는 

제조사(예, 애플 앱스토어,  삼성 앱스 등) 등의 민간 앱스토어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하여 등록 및 

배포해야 하며, 앱스토어 등록시 해당 행정기관등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3) 민간 앱스토어 요구사항 반영

민간 앱스토어 검증정책에 따라 수정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의 대민서비스 담당자는 

모바일 앱(및 서버)를 수정하여야 한다. 모바일 앱(및 서버)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해당 모바일 앱(및 서버)을 검증받은 경우 최종 수정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확인 받아 배포해야 

한다.

4) 서비스 제공 및 등록

각 기관은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으로 구축 완료한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대한 현황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 지원시스템(범정부EA포털, www.geap.go.kr)에 

등록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된 모바일 대민서비스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apk 파일

디컴파일

디컴파일
소스코드

원본 수준의
소스코드 획득

가능

<그림 3-5-4> 디컴파일 도구를 통한 소스코드 확인

민간 앱 스토어(이동통신사) 민간 앱 스토어(제조사)

<그림 3-5-5>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민간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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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 범정부EA포털(GEAP) 사이트

모바일_구축가이드-내지.indd   52 2015-12-22   16:09:01



제4장   모바일 대민서비스 운영  
및 폐기

	 1.	 단계별 주요 활동

	 2.	 모바일 대민서비스 운영

 3.	 모바일 대민서비스 폐기

모바일_구축가이드-내지.indd   53 2015-12-22   16:09:01



54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안전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를 개선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운영예산을 

절약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또는 

폐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 단계별 주요 활동

모바일 대민서비스 운영 및 폐기 절차의 예시로 실제 서비스 운영 및 폐기는 각 기관의 사업관리 

절차를 준용하고,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추진한다.

<표 4-1-1> 단계별 주요 활동(요약)

단계 수행활동 주요내용

운영

운영계획 수립 운영현황 분석 및 취약점 점검 계획 등 수립

운영관리 활동 수행 컨텐츠 현행화 수행

서비스 분석 및 취약점 점검 서비스 활용성 분석 등을 통한 개선계획 마련 및 취약점 점검

개선활동 기능 통합 등 개선 계획 이행 및 취약점 조치

폐기

폐기대상 선정
보안이 취약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폐기대상 선정

폐기 실행
모바일 웹 서비스 및 모바일 앱 배포 중지 후, 행정자치부에 
폐기 서비스 및 사유 통보

이용자 공지 폐기사유를 이용자에게 공지

 제4장  모바일 대민서비스 운영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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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대민서비스 운영

각 기관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앱)을 

운영해야 한다.

가. 운영계획 수립

각 기관은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로그파일분석, 사용자정보 분석, 사용자피드백 분석 등을 기반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안성 및 안정성, 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운영계획 수립시 모바일 대민서비스 자료의 현행화, UI/UX 수정 및 보완, 

홍보방안 등을 고려해야 하며, 취약점 점검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나. 운영관리 활동 수행

각 기관은 안정적인 모바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대민서비스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진단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 추진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앱 서버 및 웹 서버가 설치된 운영환경의 운영체제 및 연동 어플리케이션(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 등이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안패치를 적용해야 한다.

모바일 대민서비스 제공 시 팝업 및 배너 사용을 지양해야 하며, 기획단계에서 정의한 컨텐츠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현행화(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등)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컨텐츠의 생산·

가공·제공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제공되는 정보 및 기관명, 

담당부서 등 최신정보 유지 등)하여 컨텐츠 및 서비스가 현행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PC기반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서비스 되도록 동일하게 현행화 되어야 하며,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게시되는 자료 및 현행화 자료에 대한 정기적인 이력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다. 서비스 분석 및 취약점 점검

각 기관은 필요시 서비스의 운영·관리 및 유사·중복성 등 서비스 활용성을 점검·진단하여 

개선계획 마련하고,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노후 및 컨텐츠의 품질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한다. 각 기관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보안취약점 등을 점검 및 진단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법’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에 따라 운영 중인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 서비스의 보완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운영계획
수립

운영관리활동
수행

서비스 분석
및 취약점 점검

개선 활동

<그림 4-2-1> 모바일 대민서비스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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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선활동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개선계획에 따라 모바일 

대민서비스에 대한 기능 통합 또는 폐기 등 해당 대민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수행해야 하며, 

보안취약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수행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의 경우, 보완 조치된 모바일 앱을 재배포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포를 중지 또는 삭제해야 

한다.

개선활동에 따라 모바일 대민서비스가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3. 모바일 대민서비스 폐기

각 기관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폐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앱)을 

폐기해야 한다.

가. 폐기대상 선정

각 기관은 해당 서비스가 유지 필요성이 없거나 다음과 같은 사유 등에 따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폐기대상으로 선정한다.

모바일 대민서비스 폐기대상 선정 사유

1. 모바일 대민서비스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운영에 따른 비용을 검토하여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적은 경우

2.  운영 중인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핵심요소가 생산·공급·지원 등의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비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3.  운영 중인 모바일 대민서비스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앱과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저조한 활용도(예, 1년 이상 

운영중인 앱 중 다운로드 1천건 미만) 등으로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모바일 대민서비스에서 발견된 보안취약점 조치가 어렵거나, 보안조치 비용보다 신규로 개발하는 비용이 효율적인 

경우

나. 폐기 실행

각 기관은 폐기대상으로 선정된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련 컨텐츠를 완전히 삭제한다. 모바일 앱(및 

하이브리드 앱)이 폐기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각 기관은 민간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배포 중인 

폐기대상
선정

폐기 실행 이용자 공지

<그림 4-3-1> 모바일 대민서비스 폐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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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에 대해 배포 중지, 철회 또는 폐기를 요청하고, 관련 폐기 정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며 세부절차 및 활동은 ‘기록물 폐기 기준 및 절차’에 의한다.

모바일 대민서비스  폐기 및 콘텐츠 이관 후 1개월 내에 해당기관의 정보화 총괄부서에 폐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총괄부서는 폐기결과에 대한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현행화해야 한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을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통해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협조하여 폐기활동을 수행하고, 최종 폐기결과에 대하여 상호 점검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공지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폐기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이용자에게 폐기 사유 및 유관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기간 동안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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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보안성 수준 제고를 위해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또는 개발 중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보안 지원 서비스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1. 주요 제공 서비스

행정자치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보안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표 5-1-1> 주요 지원 서비스

단계 개발생명주기 주요	지원	서비스 비고

준비 교육 • SW 개발보안 교육 제5장 2

개발
설계·구현 • 보안공통기반 제5장 3

검증 •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제5장 4

2. SW 개발보안 교육

각 기관의 대민서비스 담당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로 

구성된 착수계를 접수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안대책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을 요청한다. 착수보고회 개최 등 착수업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사업관리 절차를 참조하여 수행한다.

각 기관의 대민서비스 담당자는 모바일 대민서비스 착수단계에서 개발투입 인력이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SW 개발보안 교육(표 5-2-1)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는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이 개발 착수 전에 SW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장  모바일 대민서비스 개발보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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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행정자치부의 SW 개발보안 교육과정(2015년 기준)

과정 대상 보안위협 교육내용

일반
(1일)

담당공무원
·

사업PM

SW개발보안 추진배경 및 현황 • SW 개발보안 개념 및 효과

SW개발보안 제도 • 대상·범위, 주체별 역할, 사업단계별 활동

보안약점 기준 및 대응법 시연 • 주요 보안약점 설명 및 대응방법 시연

심화
(2일)

개발자

SW 보안성 강화체계 • SW 개발보안 필요성 및 추진체계 등

SW 보안약점 기준 및 대응법 • SW 보안약점 기준 및 예제

SW 보안약점 실습
• 예제 소스코드 기반 주요 보안약점 실습
    ※  취약점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 공격 시도, 

소스코드 수정 및 발표 등)

진단원
(5일)

개발자
·

감리원
·

공무원

SW개발보안 제도 • 대상·범위, 주체별 역할, 사업단계별 활동

SW 보안약점 기준 • 주요 보안약점 설명

웹 취약점 실습 • 주요 웹 취약점 설명 및 실습

SW 보안약점 실습 • 예제 소스코드 기반 주요 보안약점 실습

보고서 작성 실습 • 보안약점 진단보고서 작성 실습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SW 개발보안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

원의 ‘KISA 사이버보안인재센터(http://academy.kisa.or.kr/)’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참조한다.

<그림 5-2-1> KISA 사이버보안인재센터 통합교육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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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공통기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공통기반 사용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 각 기관은 

사업자가 보안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모바일 앱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안공통기반의 보안기능(표5-3-1, 별표5)과 동등한(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보안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표 5-3-1>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시스템 주요 기능

주요	기능 보안공통기반	기능	설명 앱	대상	기능

가상키보드
• 모바일 단말의 키패드로부터 입력되는 정보의 보호
• API 제공을 통한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기능 제공

입력정보 유출 방지

문서변환
• 첨부 문서를 서버에서 이미지 변환 후 단말에 스트리밍 전달
• 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단말 문서뷰어를 통해 조회 기능

자료 유출 방지

앱위변조 방지
• 위변조 앱 서비스 차단기능으로 앱 실행 시 위변조 검증 수행
• 모바일 단말의 앱 시작 시 호출되어 앱 무결성을 검증

앱 위변조 검증

푸시(PUSH)
• 기관의 신규 알림, 공지사항 등 단말로의 메시지 알림
• 구글의 GCM, 애플의 APNS 서버 사용

-

화면 캡쳐 방지
• 앱 실행 시 단말의 화면 캡쳐 기능을 제한
• 화면캡처로 인한 정보 유출 차단 기능

화면 캡쳐 방지

E2E 암호화
• 단말과 보안공통기반 서버 간 E2E(End-to-End) 암호화 통신
• 접속 터널별 송수신 정보에 대한 암·복호화 처리

전송데이터 보호

각 기관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시 보안공통기반에서 제공하는 개발 가이드와 표준 라이브러리 

및 API(표5-3-2)를 활용하여 개발을 한다.

<표 5-3-2>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개발 가이드 및 라이브러리

구분 개발	가이드	및	라이브러리	명 제공	기능

표준접속 및 인증 API 
개발가이드

• 표준접속 및 인증 API 개발 가이드(Client, Server)
• 표준접속 및 인증 API Client 예제소스
• 표준접속 및 인증 API Server 배포패키지

모든 단말의 
접속 모듈 호출

키보드보안 연계 기능 
개발 가이드

• 키보드보안 연계 기능 개발 가이드
• 키보드보안 라이브러리 및 예제소스

키보드 입력 보호 모듈 
호출

앱위변조방지 연계 기능 
개발 가이드

• 앱위변조방지 연계 기능 개발 가이드
• 앱위변조방지 라이브러리 및 예제소스

앱 무결성 검증 모듈 
호출

화면캡처방지 연계 기능 
개발 가이드

• 화면캡처방지 연계 기능 개발 가이드
• 화면캡처방지 미 지원 단말 목록
• 화면캡처방지 라이브러리 및 예제소스

화면캡처 기능의 
제한 모듈 호출

문서변환 연계 기능 
개발 가이드

• 문서변환 연계 기능 개발 가이드
• 문서변환 라이브러리 및 예제소스

문서변환 요청 모듈 
호출

PUSH 연계 기능 
개발 가이드

• PUSH 연계 기능 개발 가이드(Client, Server)
• PUSH 라이브러리 및 예제소스

PUSH 메시지 수신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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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공통기반을 적용하기 위해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보안공통기반을 적용하며, 세부절차

(및 관련 서식문서)는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가. 사용신청

신청기관(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안공통기반 기능 사용 협조 공문을 송부해야 

하며, 공문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보안공통기반 기능,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및 앱 정보(패키지명, 

앱 명칭, 버전 등),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기관은 보안공통기반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정보기반보호정책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공통기반 담당자가 해당 앱의 목표성능, 가용요구사항, 접속자 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개발 프로그램 제공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신청한 보안공통기반 기능과 관련한 라이브러리, 개발가이드, 

예제코드를 제공하는 등 모바일 앱에 보안공통기반 기능 적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기술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보보호본부 정보기반부

다. 기능시험

신청기관은 모바일 앱에 적용한 보안공통기반 기능의 정상동작 여부에 대한 충분한 기능시험을 

수행하여 모바일 앱의 기능오류 및 연동오류 등을 보완해야 한다.

라. 서비스 등록

신청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모바일 보안공통기반을 적용하여 서비스 등록한 모바일 앱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 신청(Off-line)
    (공문, 신청서)

● 서비스 신청(On-line)
    (기관 이용자 사이트
    회원등록, 서비스.앱 등록)

● 개발지원
    (원가이드, 예제코드 제공)

● 기술관련 문의 대응
    (Q&A 게시판 운영)

● 신청기관에서 배포 및 
   서비스
    (민간 앱스토어 등)

준비 및 신청 개발 및 지원 배포 및 서비스

<그림 5-3-1>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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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신청기관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에 대한 소스코드 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에 대한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취약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송부한다. 세부 검증기준 및 

절차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를 참조한다.

신청기관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에 대한 소스코드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소스코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침해대응본부 인프라보호단 보안평가인증팀

정책지원 정책지원

서비스 등록

현황 관리

기준준수
권고

사용자

소스코드
검증신청

배포

소스코드
검증수행

지원기관 정책기관

신청기관

검증기관

<그림 5-4-1>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체계

● 제출물 준비
    (제출물: 보안명세서, 실행 앱, 소스코드)

● 검증신청
    (공문, 신청서, 제출물)

준비 및 신청

검증 수요에 따라 검증대기 가능

● 소스코드.기능보안성 점검

● 보안조치 및 조치내역 확인

소스코드 검증

최초: 1주, 조치확인: 1주 이내

● 각 기관에서 민간 앱스토어에
   개별 등록하여 배포

배포 및 서비스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문의

<그림 5-4-2>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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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비 및 신청

신청기관은 검증 신청 제출물(그림5-4-3)을 준비하여 검증기관에 소스코드 검증을 신청한다.

나. 소스코드 검증

검증기관은 모바일 앱에 존재하는 소스코드 보안약점과 기능 보안취약점의 점검하여 검증기준에 

명시된 요구수준을 만족할 시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송부한다.

▶공문 ▶검증신청서 ▶보안명세서 ▶소스코드, 실행파일 ▶우편: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6층
   보안평가인증팀

▶보안메일:
   02-405-5377
   kisaappverify@kisa.or.kr

검증 신청 준비물 제출처

On-Line Off-Line

<그림 5-4-3>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준비 및 신청 

검증반
할당

[취약점 발견시] 보완요청서

                     <검증 항목>

● 기능 보안취약성 유무
  (인증정보 평문 저장.전송, 개인정보 유출 등)
● 소스코드 보안약점 유무
  (악성코드, 취약한 함수 및 알고리즘 사용 등)

       <보완조치>

● 보완취약점 제거

● 제품 수정

● 보완조치내역서 작성

신청기관
[중앙부처.지자체]

검증 신청
1

배포 및 서비스
(민간 앱스토어 등록 등)

7

제품 보완
4

검증기관
[KISA]

신청 접수
2

보안성 검증
3

보완조치 확인
5

결과보고서 작성

검증 종료
6

보완조치내역서, 제출물

공문(결과보고서)

취약점
미발견시

<그림 5-4-4>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상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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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모바일 대민서비스 최소 보안기능 기준

유형 최소	보안기능 설명 비고

입출력 
유효성 
검증

1 길이 제한 입력 문자열이 지정된 길이를 초과하는지 점검해야 함 -

2
검증된 데이터 

허용
입출력 문자열에 부적절한 데이터(SQL 삽입, 경로조작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입출력값을 점검·제한하여야 함

-

식별 및 
인증

1 인증 메커니즘 서비스가 민감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를 다루는 경우, 사용자 인증을 수행해야 함 -

2 입력 보호 비밀번호 입력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보안

공통기반

3 인증정보 보호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암호화 또는 암호화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해야 함
* 비밀번호는 모바일 단말에 저장하지 않아야 함

-

4 인증실패 5회이상 로그인 실패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해야 함 -

5
비밀번호 
조합규칙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함
*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해야 함

-

6 비밀번호 관리
초기 할당된 비밀번호는 사용자 로그인 후 변경하도록 해야 함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해야 함

-

7 세션인증
세션 인증시, 세션값이 재사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함
* 세션인증시 쿠키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쿠키정보를 도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해야 
하며, 세션 종료후 삭제해야 함

-

중요정보 
관리

1 안전한 전송 민감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는 암호화하거나, 암호화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해야 함 -

2 안전한 저장
민감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 모바일 단말에는 민감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3 암호알고리즘 취약한 암호알고리즘(DES, MD5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4 캡쳐방지 민감정보(개인정보, 금융정보 등)가 화면캡쳐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함
보안

공통기반

5 문서유출 방지 중요 첨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함
보안

공통기반

서버 관리

1 접근권한 통제
사용자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을 기반으로 서비스 수행(권한부여, 서비스 개시 등) 및 
정보 접근을 제한해야 함

-

2 감사기록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생성해야 함
*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해야 함

-

앱 관리

1 플랫폼 변조 방지 모바일 단말 플랫폼의 루팅·탈옥 여부를 점검해야 함
보안

공통기반

2 앱 변조 방지 앱 변조 여부를 점검해야 함
보안

공통기반

3 난독화
역공학 기술에 의한 모바일 앱 소스코드 유출 및 보안메커니즘 우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독화되어야 함

-

4 업데이트
업데이트 파일 변조 여부를 점검해야 함
* 업데이트시 서버인증을 먼저 수행해야 함

-

※ 세부 내용은 본 가이드 제3장 3절(보안위협 기반 보안 요구사항 도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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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모바일 대민서비스 서버(웹·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기준

번호 점검	항목 설명 비고

1 운영체제 명령실행
웹 서버에 존재하는 명령어 실행 가능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특정 명령어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

2 SQL인젝션 입력 폼에 악의적인 쿼리문을 삽입하여 DB 정보,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3 XPath인젝션
XPath 쿼리문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DB 정보 열람, 타 사용자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4 정보누출
개발자의 부주의, 디폴트로 설정된 에러 페이지 등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

5 악성콘텐츠
정상적인 컨텐츠 대신에 악성 컨텐츠를 주입하여 사용자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약점

6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웹 사이트를 통해 다른 최종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서 임의의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취약점

7 약한 문자열 강도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이 충분하지 않아 추측 가능한 취약점

8 불충분한 인증 및 인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한 미흡으로 불법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취약점

9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
취약한 패스워드 복구로직을 통해 다른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획득,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

10 불충분한 세션관리
단순 숫자 증가 방법 등의 취약한 특정 세션의 ID를 예측하여 세션을 가로채거나 중복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 타 사용자의 세션을 획득하여 권한 획득 할 수 있는 취약점

11
크로스사이트 리퀘스트 

변조(CSRF)
공격자 스크립트 구문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사용자로 하여금 조작된 요청을 전송하도록 
하여 회원 등급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12 자동화공격 정해진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공격을 수행함으로써 수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취약점

13 파일업로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는 
취약점

14
경로추적 및 
파일다운로드

다운로드 함수 인자를 조작하여 서버에 존재하는 파일 다운로드 가능한 취약점

15 데이터 평문전송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통신 시 암호화 하여 전송을 하지 않아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는 
취약점

16 쿠키 변조
보호되지 않는 쿠키를 사용하여 값 변조를 통한 사용자 위장 및 권한 상승 등이 가능한 
취약점

17 URL/파라미터 변조 URL, 파라미터의 값을 검증하지 않아 특정 사용자의 권한 획득이 가능한 취약점

18 디렉토리 인덱싱 본 페이지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디렉토리 리스트를 출력하는 취약점

19 관리자페이지 노출
단순한 관리자 페이지 이름, 설정, 설계상 오류 등 관리자 메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

20 위치공개 임시파일, 백업파일등에 접근이 가능하여 핵심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

21
웹 서비스 메소드 설정 

공격
PUT, DELETE 등의 메소드를 악용하여 악성 파일(웹쉘) 업로드가 가능한 취약점

※ 세부 내용은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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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보안취약점 점검기준

번호 점검	항목 설명 비고

1 반복 설치 시 오류 발생 앱 반복 설치 시 주요 설정 파일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설치

2
앱 설치 전후 비정상적인 파일 

및 디렉토리 설치
앱 설치 전후로 비정상적인 파일 및 디렉토리가 생성될 수 있는 취약점 설치 

3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 설

정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설정으로 앱 서비스 목적과 상이한 임의 기능 동작이 가능한 
취약점

설치

4 앱 삭제 후 안전성 앱 삭제 시 관련(설치된) 디렉토리 및 파일 이외 파일이 삭제될 수 있는 취약점 삭제

5 기능의 정상동작
각 기능이 오동작할 수 있는 취약점
*  단, 인터페이스 관련 사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동작

6
임의기능 등 악성행위 기능 존

재
앱 서비스 목적과 상이한 임의기능, 백그라운드에서 구동되는 악성행위 기능(
프로세스 등)이 존재할 수 있는 취약점

동작

7 정보 외부 유출 허가된 주소 이외의 주소로 정보 전송이 가능한 취약점 동작

8 자원고갈
정상기능 오동작 또는 취약점을 통해 과도한 트래픽 사용 및 배터리를 고갈 시키는 
취약점

동작

9
루팅 및 탈옥 기기에서의 정상 

동작
루팅 및 탈옥된 기기에서 앱 설치·동작되어 보안메커니즘 우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플랫폼

10 ID 값의 변경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설치되는 앱에 부여되는 app_### 과 같은 일반 권한의 UID, 
GID 등 ID가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취약점

플랫폼
(Android)

11
동일키로 서명된 서로 다른 앱 

간의 UID 공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동일한 제작자가 개발한 앱의 경우 동일한 서명키(Key 
Sign)를 통해 서로 다른 앱 간의 UID를 공유할 수 있는 취약점
* SharedUserID가 설정되지 않아야 함

플랫폼
(Android)

12 인텐트 권한의 올바른 설정
기능 사용 요청 및 권한이 부적절한 취약점
*  Androidmanifest.xml내에 intent-filter라는 항목에 요청 권한 이외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됨

플랫폼
(Android)

13 인증 정보 생성 강도 적절성 사용자 ID, 패스워드 등의 인증 정보의 생성강도가 낮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취약점
식별및
인증

14 중요정보의 평문 저장 및 전송
중요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사용자 개인 정보, 사용자 위치 정보)는 모바일기기에 
평문으로 저장하거나 평문으로 전송되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

암호

15
중요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취

약한 암호알고리즘 적용 

모바일기기 내 중요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사용자 개인 정보, 사용자 위치 정보) 
저장 또는 서버로 전송시 취약한 암호알고리즘 사용으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
※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의 검증암호알고리즘 참조 

암호

16
기타 중요 정보의 평문 저장 

및 전송
IMEI 정보 등 기타 중요 정보가 모바일기기에 평문으로 저장되거나 평문으로 
전송되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

암호

17
기타 중요 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 적용

모바일기기에 IMEI 정보 등 중요정보를 저장 및 전송시 취약한 암호알고리즘 
사용으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

암호

18
파일 다운로드시 외부주소 및 

파일 무결성 우회
설정 파일 또는 업데이트 다운로드시 외부주소 변조 및 파일 무결성 우회 가능 
취약점

암호

19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수

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사용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법적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수집·
활용

20 난독화
역공학 기술에 의한 모바일 앱 소스코드 유출 및 보안메커니즘 우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배포

※ 세부 내용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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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보안약점 점검기준

번호 보안약점	명 설명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조작 및 자원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어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오버플로우(정수형, 메모리 

버퍼)
정수값 및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 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7 중요정보 평문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중요정보 평문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 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 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0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11 적절하지 않은 난수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2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 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 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3
주석문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경쟁조건: 검사시점과 사용시점

(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15
오류메시지 및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16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 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17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18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19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20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는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1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의 부적절한 접근 허용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설정으로 부적절한 접근이 허용되어 외부의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의도치 않게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모바일_구축가이드-내지.indd   69 2015-12-22   16:09:06



70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22
민감한 정보 전송을 위한 

암시적 intent 사용
암시적 intent를 사용하여 민감한 정보가 전송시 도청 및 악성행위 삽입이 가능한 보안약점

23
접근제어 없이 내·외부저장소 

사용
내·외부저장소(SD카드 등)에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정이 가능한 보안약점

24 안드로이드의 권한 검사 우회
권한이 전혀 없는 호출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의 권한을 사용하게 되어 권한 검사를 우회할 
수 있는 보안약점

25 클래스 로딩 하이재킹
프로그램의 클래스 로드시 검색되는 디렉토리의 이름이 변경되어 클래스 경로를 공격자가 
명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안약점 

26 소스코드 난독화 미적용 역공학 기술에 의한 소스코드 유출 및 보안메커니즘 우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세부 내용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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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제공 기능

▒ 가상 키보드

• 모바일 기기에서 비밀번호 등 중요 정보 입력 시 모바일 기기 키패드의 위치를 무작위로 

변경하여 입력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 입력값이 메모리상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메모리 검색을 통한 입력값 노출(key logging) 방지 

기능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동작하여 별도의 서버와의 통신 불필요

•안전한 국제 표준 난수 생성 알고리즘(FIPS PUB 186-2, ANSI X9.62) 사용

•스마트폰 등 모바일 장치에 최적화된 알고리즘 사용

▒ 단말 및 앱 위·변조 방지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플랫폼 변조(루팅·탈옥) 여부를 검사하여 위·변조된 단말 접근 

차단

• 앱에 대한 무결성 정보를 생성하여 보안공통기반에 접속하는 앱이 변조되었을 경우 서비스 

종료

    ※ 공개키, 비밀키와 해쉬값을 이용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상호 신뢰성 있는 무결성 검사 진행

    ※ 암호화 알고리즘은 국·내외 표준 알고리즘 사용(SEED/AES 등)

•기본 난독화 기능 외에 자체 난독화 기능 적용으로 앱 무결성 검사 우회 방지

▒ 문서 변환

• 원본 문서를 서버에서 이미지로 변환하여 모바일 단말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달하여, 단말기 

내 파일 저장 없이 문서 뷰어를 통해 조회 가능

     ※ 스트리밍 방식은 전수 전송방식이 아닌 프레임단위의 전송방식으로 조회속도가 빠름

•문서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조회하므로 문서 변조 방지

지원	파일	형식

• 문서 : hwp, doc, docx, xls, xlsx, ppt, pptx,, rtf, txt, text, gul 등

• PDF : Adobe Acrobat PDF

• Image : bmp, gif, png, jpg, jpeg, tif, tiff 등

• Web : html, htm, xml, js, css, eml 등

   ※ 파일 버전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변환된 문서를 허가된 단말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며, 문서조회 후 단말의 메모리 내에 

다운로드된 문서를 삭제하여 보안성 강화

•사전변환 없이 실시간 변환을 지원하며, 단말의 해상도에 따라 최적화된 크기로 문서 변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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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관 모바일 서비스 서버와 단말 간 암호화 통신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사용기관에서 SSL

을 적용하도록 권고

▒ 푸시(PUSH)

• 보안공통기반 이용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서버에서 발생한 각종 처리 결과, 공지사항 등 메시지 

알림 기능 제공

•Android는 GCM, iOS는 APNS를 통한 서비스 제공

    ※  Android는 2.2버전(Froyo)부터 GCM(Google Cloud Messaging) 서비스를 지원하며, 이전 버전은 Polling 

등 자체 PUSH 구현

    ※ iOS는 APNS(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를 통해 PUSH 기능 제공

•메시지 수신 확인 및 발송결과 확인 지원

•보안공통기반 PUSH　기능 사용 시 일반 PUSH 구현과 비교하여 QoS(서비스 품질) 보장

▒ 화면 캡처 방지

•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에 대한 이미지 생성 제한 등 모바일 기기의 화면 캡처 기능을 제한하여 

중요정보의 유출 차단

•모바일 기기내 화면캡처 행위 감지 시 경고 및 알림 메시지 발생

•앱 실행 또는 포그라운드 전환 시 보안공통기반으로부터 화면캡처 방지 정책 수신

•앱 종료 또는 백그라운드 전환 시 라이브러리 호출 방식으로 정책 해제

▒ E2E(종단간) 암호화

•모바일 기기와 보안공통기반 시스템간의 사용자별 접속 세션 생성 및 삭제 기능

    ※ 단말과 사용기관 모바일 서비스 서버간의 통신 구간에는 E2E 암호화 지원불가

•접속 세션별 송·수신 정보에 대한 암·복호화 처리

•SSL/TLS 프로토콜 및 SEED CBC, 3DES CBC, RC4 CBC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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