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의 오탐 0%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스캐너

이볼케이노가 넷스파커와 제휴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합니다

웹 취약점 점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인가?
최근 웹 해킹이 전체 해킹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개의 웹 사이트를 웹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해 본 결과
97%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으로 인해 정부는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
였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문제 발생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

•

기업의 신뢰도 하락

•

고객감소

•

평판 타격

•

시장 점유율 하락

•

규제 및 감사 비용

•

법적 책임 및 이에 따른 비용

악의적인 해커
*Gartner

법적 규제
•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제 75조 제2항 제6호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2014. 12. 30 발령·실행

•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 73조 제 1호

웹 취약점 점검 어떻게 하십니까?
컨설턴트를 통한 컨설팅
전수 조사 불가능

시간 및 비용 소모

수 천 개에 달하는 URL을 사람이 전부 조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매 컨설팅 시마다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모됩니다.

솔루션을 통한
자동화 필요
빠른 대응 불가능

컨설턴트 역량 차 발생

컨설턴트에 따른 역량 차로 인하여 결과가
매번 차이 납니다.

문제 발생시 실시간으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스캐너

외산 솔루션 – 사용성 불편

국산 솔루션 – 국내 한정

검증된 성능에
사용하기 편한
솔루션 필요

성능은 뛰어나나 외국어로 인한
장벽이 존재하여 활용이 불편합니다.

국내에 한정되어 있으며 성능이
국제적으로 검증될 수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넷스파커가 답입니다
제품 특장점

리포트까지 한글화
• 이볼케이노와 넷스파커 협력으로
제품 화면과 결과 리포트 완전 한글화

완전
한글화

오탐 0%의 유일한 솔루션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직접
공격을 통해 검증
• 발견된 취약점을 처리하는
시간 최소화

국제적 메이저 제품
• *벤치마킹에서 IBM Appscan,
NTOSpider, HP Webinespect,
Acunetix와 동등한 제품

오탐 0%

취약점 항목
100% 만족

검증된
성능

쉬운 사용
실시간
업데이트

컴플라이언스 요구 100%만족
• OWASP Top 10 포함 가장
까다로운 PCI 규정 항목 점검
• 웹 서비스를 포함한
전 웹 어플리케이션 스캔 가능

간편한 UI
• 로그인부터 스캔까지
모두 자동으로 수행
• 스캔 시작까지 약 3초 소요
(기본 설정으로 스캔 시)

지속적인 업데이트
• 신규 취약점 데이터 업데이트
• 추가 기능 업데이트
• 신규 버전 지속 한글 패치(리포트 포함)
*2014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스캐너 벤치 마크 통계, SecToolMarket 제공

타사 제품 비교
구분

Netsparker

외산

국산

비고

국제적 인지도

○

○

Х

넷스파커는 전세계에 Reference를
가지고 있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한글 지원 여부

○

Х

○

넷스파커는 리포트까지
100% 한글을 지원합니다.

취약점 보장 여부

○

Х

Х

넷스파커는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직접 공격을 수행하여 검증합니다.

전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넷스파커, 한국에 진출합니다
넷스파커 레퍼런스

• 포춘 500대 기업

• 각국 정부 기관

• PCI 인준 점검 벤더 및
인증 점검 평가자

• 학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

• 기술,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
식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인지도를 지닌 기업들

구성 및 가격
(VAT 별도)

구성

1년 라이선스

3년 라이선스

갱신(1년)

넷스파커 스탠다드
(*도메인 3개)

10,700,000원

18,120,000원

7,400,000원

넷스파커 프로페셔널
(도메인 무제한)

32,680,000원

54,520,000원

21,840,000원

* www.evolcano.com과 www.evolcano.com/mail은 동일 도메인, www.evolcano.com과 mail.evolcano.com은 도메인 2개로 취급

넷스파커는 가장 진보된 스캐너입니다
업계 최정상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넷스파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십시오
HTML5와 웹 2.0 자동 점검
넷스파커는 자바 스크립트 엔진을 내포하고 있어 자바스크립트를 자동으로 파싱하고, 실행하고, 분
석합니다. 그래서 넷스파커는 HTML5와 웹 2.0을 자동으로 크롤링하고 해석합니다.

비밀번호로 보호된 웹사이트 자동 스캔
넷스파커는 자동으로 로그인 양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보호된 영역을 검사하기 위해
로그인 URL과 사용자 ID,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모두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오탐없는 보고서
넷스파커는 자동으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읽기 전용 방식으로 안전하게 공격을 시도하여 오탐없

는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보고된 취약점을 검증할 필요 없이 즉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취약점 재검사
특정 취약점이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 여러 번의 스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검

사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배포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45
Tel: 031 425 6333
Fax : 031 425 4333
E-mail: support@evolcano.co.kr

www.evolcano.co.kr

Netsparker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Netsparker limited.
© 2016 Netsparker Limi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