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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혁신의 힘 
소프트웨어 개발이 현대 조직에서 혁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점점 복잡해지고, 
보안은 개발 속도를 힘겹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안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AST)는 여전히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AST)이 없다면, 3rd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나 인프라코드(IaC) 
템플릿 배포 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포인트 솔루션을 각각 관리 하거나 솔루션 
분석 결과를 개별 취합 분석하는 과정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복잡성 증가로 인한 업무 중복 및 
리소스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발팀이 
안전하게 프로그램 코드를 개발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 하기 위해서는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AST)이 필요 합니다. 

보안 취약점은 최소화 하고 
효율성은 유지하세요
Checkmarx Application Security Platform™ 
은 여러분의 개발 환경에 통합되어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핵심 역량을 제공 합니다. 스캔 한 번만으로 
소스 코드, 오픈 소스 종속성과 IaC 템플릿을 
분석하고, 결과를 집계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여러분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를 조언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발 도구와 프로세스에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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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서비스 
제공 시 사용자 데이터는 안전하게 분리되어 
관리되며, 서비스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으로 인한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을 이용해 한번의 
소스 코드 저장 또는 업데이트로 필요한 
정적코드분석에서부터 IaC템플릿 스캔까지 한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 서비스는 3가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정적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SAST), 소프트웨어 컴퍼넌트 분석(SCA), 
IaC 보안 검증을 AST 서비스를 통해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Checkmarx SAST™Checkmarx SAST™는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소스 코드 보안 
취약점을 식별 합니다. 개발팀, DevOps팀, 
보안팀이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취약점을 식별하고 취약점 제거 가이드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Checkmarx SCA™Checkmarx SCA™는 개발팀, 보안팀, 운영팀이 
개발하고, 배포 및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오픈 소스 코드 컴포넌트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KICSKICS는 IaC를 스캔해 보안 취약점, 규정 준수 
문제, 인프라 구성 오류를 찾아냅니다. KICS는 
1,000개 이상의 사전 정의된 쿼리를 사용하여 
IaC 보안 문제가 배포까지 퍼지기 전에 빠르게 
찾아내도록 돕습니다.

그림 1: 3가지 중요한 AS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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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Use Our Platform?
Checkmarx AppSec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와 플랫폼 연동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통합 스캔 분석:통합 스캔 분석: 한번의 소스 코드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스캔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캔 결과는 통합 분석을 통해 하나의 
결과물로 다양한 관점의 보안 위험을 식별한 
결과를 제공 합니다.

 >  도입 소요 시간 최소화:도입 소요 시간 최소화: 도입 효과를 
느끼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몇 시간 안에 
애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AST)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구성하고 스캔 결과를 자동으로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  속도 및 확장성: 속도 및 확장성: 직접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사용량에 따라 필요한 만큼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  도입 리스크 최소화:도입 리스크 최소화: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빌드 환경에 통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빌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양한 개발 환경 지원:다양한 개발 환경 지원: 30개 이상의 다양한 
개발 언어와 패키지 매니저, API, IaC 템플릿 
등을 지원 합니다.

최상의 서비스 패키지 조합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서비스 패키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스탠다드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 
선택을 통해 여러분이 사용 중인 개발 환경에 
완벽하게 통합된 보안 점검과 취약점 제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도입하면 여러분은 Checkmarx의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의 도입을 지원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개발환경(SDLC)에 AST 통합하는 
과정은 전문가 지원을 통해 불편함 없이 진행 
됩니다. 개발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여러분의 보안 역량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 서비스 
패키지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세요. 

요약
Checkmarx 애플리케이션 보안 플랫폼은 
애플리케이션 보안 역량 강화를 고민하고 신속하게  
취약점 제거를 고민하는 보안팀에 필수 서비스 
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제품과 달리 불편함 
없이 개발팀과 보안팀이 보안 역량을 향상 할 수 
있습니다.

표 1: 지원되는 환경표 1: 지원되는 환경

SAST 언어 지원SAST 언어 지원 SCA 및 패키지 매니저 언어 지원SCA 및 패키지 매니저 언어 지원 IaC 형식 지원IaC 형식 지원

Apex 
ASP 
C#
C/C++ 
Cobol 
Go 
Groovy 
Java 
JavaScript 

Kotlin 
Perl 
PHP 
PL/SQL 
Ruby 
Scala 
VBScript 
Visual Basic
 

Angular 
C# 
F# 
Java
JavaScript
.NET

Node.js
PHP 
Python 
React 
Scala 
TypeScript

Ansible
AWS CloudFormation
Kubernetes
Helm
Terraform 
OpenAPI 3.0

패키지 매니저패키지 매니저

Bower 
Composer 
Gradle 
Lerna 
Maven

NPM
NuGet
Pip
SBT
Ya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