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antees Quality & Security in Software

소프트웨어 개발 全 단계에 대한
보안 취약점 및 품질 통합관리
Interactive platform
for security & safety testing tools!

SAST/SAQT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Available as On-Premises and Cloud

빠르고 정확한 분석
• MVC 구조 분석, 연관 파일 분석, 여러 단계의 함수와

• 취약점 원인부터 문제 발생 지점까지 과정을

파일 호출 관계 분석

따라가는 이슈 내비게이터

• 재분석 시 변경·추가 및 연관된 파일만 분석하여

• 검출된 취약점에 대해 자동으로 안전하게 수정된

분석 시간을 최소화하는 인크리멘탈 분석

실제 소스코드 제안

• DAST, RASP의 연동을 통한 프로그램 연관 취약점 확인

• 위험도 별 취약점 자동 분류

Sparrow SAST/SAQT 클라이언트 (IDE Plugin / GUI / CLI)

Sparrow SAST/SAQT 서버
1

개발자 PC

소스코드
분석수행

Sparrow SAST/SAQT 엔진

개발 서버

2

3

관리자

소스코드
분석결과 전송

소스코드
분석결과 확인

사용자 관리/분석 정책 설정/분석결과 및 통계 확인

중앙통합관리 시스템

웹 기반 중앙 통합 관리
• 통합 점검 결과 관리 및 통계, 대시보드 제공
• 중앙화된 룰 관리를 통해 일괄 또는 부서별 위험도, 옵션, 설명 관리

대시보드 및 통계
• 분석 횟수, 검출 이슈, 위험도, 프로젝트 등의 현황 파악
• 기간 별 분석 결과 이력, 추이 제공
• 프로젝트, 사용자, 점검 항목 별 전체/개별 통계 제공

분석 결과 이력 관리
• 기존에 검출된 결과와 비교하여 새롭게 검출된 결과 자동 구분
• 소스코드 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검출 결과 상태 자동으로 식별
• 검출 결과 예외처리 신청/관리자 승인 프로세스 제공을 통한 부정 사용 방지

사용자 맞춤형 보고서
• 프로젝트 요약 정보, 분석 파일 정보, 위험도, 위배 레퍼런스 등

원하는 항목 편집 가능
• PDF, 엑셀, 워드, 한글 형식의 보고서 제공

상호작용 지원
• DAST, RASP와 연동 시 프로그램 동작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검출이 가능하여 과탐, 오탐, 미탐 보완

타 시스템 연동
• 소스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이관 제어
• 빌드관리 도구, 이슈관리 도구 연동을 통한 자동화 관리

지원 언어
C, C++, Java, JSP, C#, XML, PHP, ASP.NET, VB.NET,
JavaScript, VBScript, Android Java, Objective-C, HTML,
SQL, ABAP, Python, Swift, Apex, Visualforce, XSL

지원 점검 항목
행정안전부 보안가이드, 국정원 8대 취약점, 전자금융
감독규정, 방위사업청 DAPA, CWE, OWASP, CERT,
MISRA-C, BSSC C/C++, HIC++ 외 다수

지원 OS
Server : Windows, Redhat Linux, CentOS Linux,
Ubuntu Linux, Debian Linux
Client : Windows, Redhat Linux, CentOS Linux,
Ubuntu Linux, Debian Linux, AIX, HP-UX, Solaris,
MacOS

DAST

Available as On-Premises and Cloud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동적 분석 솔루션
강력한 분석 능력

다양한 형태의 웹 애플리케이션 분석

• 브라우저 이벤트 재현 기술을 사용하여

• 기본적인 HTTP 메시지 분석에서 Ajax 분석까지 지원

웹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보안취약점 검출

• 오픈소스 웹 라이브러리 취약점 분석

• RASP 에이전트와 직접 상호작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동작 과정을 직접 분석하는
트루스캔 기능
DAST
분석 엔진

orem

요청 전송/이벤트 수행

분석수행 요청

수집기
수집 결과 업로드
분석 수행

DAST 사용자
(관리자)

응답 및 DOM 객체 분석

URL 및
이벤트 수집

웹
인터페이스

공격 수행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 결과 분석

분석기
분석결과 확인

분석 결과 업로드

취약점 검출

웹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 자동 검출
• 웹 애플리케이션의 URL로부터 포함된 모든 하위 경로 자동 수집
• 수집된 경로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 검출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손쉽게 분석 수행 후 결과 확인 가능
• 검출된 취약점 분석 과정을 보여주는 이슈 재현(Replay) 기능 제공
• 분석 결과에서 원하는 취약점만 분석할 수 있는 이행 점검(Recheck) 지원
• 위험도 별 취약점 추이 및 분석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제공

상호작용 지원
• SAST, RASP와 연동 시 URL 공유로 상세 연관 분석 가능

지원 점검 항목

• 검출된 취약점의 URL정보를 공유하여 타 도구의 성능 향상 지원

행정안전부 보안가이드, 국정원 취약점,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정부 서비스 표준 웹
취약점 점검 항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점검 항목,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 OWASP Top 10 2017, CWE 외 다수

• 사용자별 권한 및 역할 설정
• 분석 결과 중앙 관리 및 사용자 간의 분석 결과 공유

지원 OS
OS
• Windows 7 이상
• Windows Server 이상
• Redhat Linux 7 이상
• CentOS 7 이상
• Ubuntu 14.04 이상
• Debian 8 이상
• openSUSE 13.3 이상
• Fedora 24 이상

다수 사용자에 최적화된 시스템

DB
• PostgreSQL(자체 내장)

분석 보고서 및 통계 제공
• 검출된 취약점 목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목록 보고서
• 취약점별 자세한 분석 방법, 분석 결과 및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보고서
• 프로젝트 및 체커 기준 통계 제공

웹 애플리케이션
자가 방어 솔루션

RASP
RASP Core
(Java)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1

WAS 1
RASP 사용자
(관리자)

RASP Console
RASP Core
(Java)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2

WAS 2

RASP Core
(.NET)

RASP Agent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3

IIS

실시간 보안 위협 자가 방어

취약점 관리

• 모든 외부 요청 파라미터 데이터 및

상호작용 지원
• 검출된 취약점은 DAST와 연계되어

• 보호 대상 WAS 동작 도중 웹

DB 질의 결과 데이터 추적

애플리케이션에 가해진 공격을 탐지한
경우 해당 정보를 이슈로 관리

• 모든 외부 데이터의 WAS 내부에서의
처리 과정 추적

• 모든 WAS에 대한 이슈 정보는

• 추적 도중 위협 가능성 발견 시 해당

DAST 점검 항목에 추가 가능

• SAST와 DAST에서 검출된 취약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동 룰 변환 등이 가능

프로젝트 단위로 통합 관리

• 검출 취약점에 대한 이력 관리

요청에 대한 이슈 기록 및 요청 차단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통합 관리 및
상호작용 플랫폼

InteractiveHUB

Sparrow SAST

InteractiveHUB

소스코드 내에 잠재되어
있는 취약점 분석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분석 플랫폼

사용자

높은
신뢰성의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제공

결과 통합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타 분석기와
연계할 수 있는 API 제공

필요
정보
및
분석
결과
융합

Sparrow DAST
실행 환경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분석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Sparrow RASP
실제 실행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자가 방어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보안 취약점 통합 관리
•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테스트, 운영 시
발생한 보안 취약점 통합 관리

• 검출 결과에 대한 위험 지표를
제공하여 취약점 상태 파악 가능

취약점 간의 연관 정보
• 각 도구의 검출 결과에서 동일한
취약점 정보 확인 가능

• 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상호작용 지원
• 취약점 점검 도구에서 상호작용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API 제공

• 각 도구의 취약점 점검 시 저장된
상호작용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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