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QLCC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SQL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솔루션

다양한
점검 항목

효율적인
분석 결과 관리

• Null값 체크, 길이 체크,
포맷 오류 , 그룹 함수
오류, 누락된 표현식과
같은 DB 정보처리 오류
등을 검출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직관적인
대시보드 및 통계
• 분석 완료 및 이슈 제외
신청에 대한 실시간 알림

정확한
검증
• SQL문에 사용된
테이블·속성, DDL (또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정의된 테이블·속성이
동일한지 검사

Sparrow SQLCC 클라이언트 (IDE Plugin / GUI / CLI)

• 취약점의 검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

Sparrow SQLCC 서버
1

개발자 PC

검출 취약점의
정확한 위치 제공

소스코드
분석수행

Sparrow SQLCC 엔진

개발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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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분석결과 전송

3

소스코드
분석결과 확인

관리자

사용자 관리/분석 정책 설정/분석결과 및 통계 확인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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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CC

대시보드 및 통계

사용자 맞춤형 보고서

분석 횟수, 검출 이슈, 위험도, 프로젝트
등의 현황 파악

사용자 맞춤형 보고서 템플릿 설정 가능
EXCEL, CSV, WORD, HWP, PDF 형식 지원

분석 기간 별 분석 결과 이력 제공

시스템 요구 사양
• CPU: Dual Core 2GHz 이상
• RAM: 2GB 이상
• HDD: 100GB 이상

전체 프로젝트 및 사용자 통계 제공

지원 환경

프로젝트 별 분석 결과 관리
프로젝트 별로 프로젝트 정보 파악 가능
위험도 별 분석 추이 및 분석 횟수에
대한 그래프 제공

사용자 관리

SQL/DDL 조회 기능
추출된 SQL 상세보기 및 SQL문
확인 가능
파싱된 DDL 테이블 상세보기 및
DDL문 확인 가능

체계적인 취약점 관리 기능

자유로운 사용자 권한 설계

기존의 검출된 결과와 비교하여
새롭게 검출된 취약점 파악

다수의 사용자 일괄 등록 가능
사용자 그룹을 설정으로 체계적인
그룹 관리

소스코드 라인이 변경되더라도
다음 분석 시 기존의 이슈 상태를
자동으로 식별
검출된 취약점에 오탐이 존재할 경우
해당 취약점에 대한 예외 처리 가능

OS
Server
• Windows 2000 서버 이상
• Ubuntu Linux 8.04 이상
• Redhat Linux 5 이상
• Fedora 8 이상
• CentOS 5 이상
Client
• Windows XP 이상
• Ubuntu 8.04 이상
• Redhat Linux 5 이상
• Fedora 8이상
• CentOS 5 이상
• AIX 5.1 이상
• HP_UX 11.x 이상
• SUN_OS 5.6 이상
• MAC_OS 10.6 이상

지원 점검 항목
• SQL구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을 참조했을 때 검출

정보처리 오류

• SQL구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컬럼을 참조했을 때 검출
•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나 SQL구문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테이블 검출
•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나 SQL구문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컬럼 검출

NULL 값 체크
길이 체크
포맷 오류
그룹함수 오류

• UPDATE, INSERT 시 데이터베이스에 NOT NULL 속성으로 정의된 컬럼에 NULL 값이 입력될 경우 검출
• UPDATE, INSERT 시 데이터베이스에 Primary Key 정의된 컬럼에 NULL 값이 입력될 경우 검출
• UPDATE, INSERT시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컬럼길이보다 문자열 길이가 긴 경우 검출
• UPDATE, INSERT, SELECT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컬럼의 타입과 다른 타입의 값이 입력될 경우 검출
• DateType 변환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DateFormat 에러 검출
• SELECT문에 기술된 모든 단일 컬럼이 GROUP BY에 기술되지 않은 SQL 검출
• 구문 오류가 있는 DML문 검출

누락된 표현식

• 테이블을 생성 혹은 변환하는 DML문에 구문 오류가 있는 경우 검출
• DISTINCT 사용 시 ORDER BY에 기술된 컬럼이 SELECT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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