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orld runs on code. We secu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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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marx 회사 소개



Salesforce, Apple, Disney 등 글로벌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를 위해 Checkmarx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평가 리더 그룹

매직 쿼드런트 5년 연속

Leader in AST

매년 50%+ 성장

전 세계 70여개 국가
지사 운영

전 세계 1,600 기업 고객 및

Fortune 100대 기업 고객

국내 금융 및 공공 기업 고객

Checkmarx 회사 소개



부가적으로 CxCodebashing 교육 구성 요소로 보강된

취약점 보안 가이드는 개발자가 취약성과 해결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Checkmarx의 포트폴리오는 DevSecOps,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 및 전통적인 개발 환경을 포함해 다양한 SAST 활용

사례에서 경쟁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

IDE 및 빌드 환경 내의 자동화 및 통합은 많은 고객이

강점으로 자주 인용합니다.
“

Checkmarx 회사 소개

"Checkmarx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한
훌륭한 벤더입니다. DevOps 
파이프라인에 쉽게 통합되므로
개발자들이 매우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벤더의 응답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이 회사는 함께

일하기 가장 좋은 벤더 중 하나입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Verizon’s 2020 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에 따르면 IaC의 에러가 가장 많은
데이터 유출 사례의 2번째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Forrester는 기업의 60% 가량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개발자의
25% 가량이 serverless를 활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5억개
이상의 앱(App)과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환경에서 개발되고 사용될 것이다.”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How

•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이용자 수에 따라
자원 배분

클라우드 기반 기업 비지니스 전략

•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응

• 신규 서비스 런칭 등 대규모 프로모션
수행

• 비지니스 전략에 맞춰 인프라 변경을
효과적으로 수행

• 사용자 폭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위험을 줄이고, 유휴 자원에 대한
효율성 개선

오픈소스 사용

확대

제품 출시 기간

단축

DevOps 도구 도입

및 확대
개발 시 비지니스

요구 사항 반영

25% 23%

31% 31%

*자료 출처: Forrester analytics business technographics global developer survey 2021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자료출처: 페이스북, Dark Launching Technique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사용자 피드백
기반

개발/테스트

서비스 지속
모니터링

Dark Launching Technique

특정 사용자
대상 새로운
기능 배포Code Build

Code Commit

지속배포무중단
Availability

확장성
Scalability Continuous 

Delivery

Code Deploy

Code Monitor

C
o
ntinuo

usly d
eliver w

ith d
ark launches



새로운 보안 영역
AppSec 강화 방안

12



소프트웨어 개발

Dev

빌드

2021년 아파치 로그4j보안 취약점 사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패치
인프라를 공격해 고객사 접근

2016년, 안드로이드 휴대폰 펌웨어 백도어
발견, BLU 제품

설계
코드 개발

공공 및 민간 기업에 사고 발생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

내부망 접근 거점 확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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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Software (OSS) 시장동향 조사 보고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소프트웨어 공급망 침해란?



빌드에 포함되는 패키지 버전 관리

내부 코드와 오픈 소스 패키지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외부 코드 패키지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최신 버전 다운로드



공격자는 빌드에 포함되는 패키지 버전
해킹

동일한 패키지 명으로 최신 버전 보다
상위 버전의 패키지 업로드

조작된 외부 코드 패키지를 인터넷을
통해 최신 버전 다운로드



디펜던시 컨퓨전 (dependency confusion attack)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의 경우
사용이 쉽고 필요한 모듈을 패키지
업데이트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

자동으로 오픈 소스 Repository에서
디펜던시 체크를 통해 코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공격 발생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릿스 우버 등
기업에 관련 이슈 발생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버그가 아닌 의도된 기능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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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ec 강화 전략



AppSec 강화 전략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정의

• SSDF(Secure Software Development Framework)

• 개발도구 및 보안 검증 과정의 자동화

• 소프트웨어 보안 기준과 프로세스

자료출처: 미국 CISA / 방어지침



AppSec 강화 전략

Dev

오픈소스 취약점 관리

오픈 소스 취약점 관리
Best-fix 로케이션 제공

소프트웨어 보안을 고려한 설계
취약점 맞춤형 가이드 필요

개발자 보안 역량 강화

자동화된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점검
출시 일정 지연 없이 취약점 관리

Build/CI Solutions



AppSec 강화 전략

tenant.ast.checkmarx.net

CxAST Jenkins Plugin
Code Repository

3. 개발자 보안 역량 강화

2. 오픈소스 취약점 관리

오픈소스 취약점 관리
Best-fix 로케이션 제공

소프트웨어 보안을 고려한 설계
취약점 맞춤형 가이드 필요

1. Build/CI Solutions

자동화된 보안 취약점 점검 절차
출시 일정 지연 없이 취약점 관리

Code Repository

CxAST Github Actions



AppSec 강화 전략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성 검토

필요

오픈소스 사용
시 라이센스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보안취약점 사전
예방을 위한
시큐어 코딩
방안 필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개정안*

*행정안전부 시큐어코딩 의무화 – 관련 링크

개발자
보안역량강화

오픈소스
취약점관리

Build/CI
Solutions

전문가 서비스 및
시큐어 코딩 역량 강화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제거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및

라이선스 규정 위반 예방

•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 DevOps 보안 (CI/CD 연동)
• Pipeline 연동을 통한 자동화

•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 점검
•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점검

• 시큐어 코딩 역량 확보
• Secure Coding Education

1

2

3

현재 이슈들 해결 방안 기대효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NeEOiX95NSgkHfE2dpBsB08L01GIclgP2ZXHoKOlFhb79Zi5MOH351luYnF6CC4z.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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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ec Program Methodology and Assessment
APMA (AppSec Program Methodology and Assessment) 컨설팅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현황을 분석하고 보안 내재화를 위해 필요한 강화 전략과 개선 사항을 도출 합니다.



The world runs on code. We secure it.

세상은 코드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코드의
보안을 책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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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 관련 안내



Take your application security to the next level
checkmarx.com

Follow us on
LinkedIn/checkmarx and Twitter/checkmarx

Thank you
Questions. Feedback. Contact details.

https://checkmarx.com/
https://www.linkedin.com/company/checkmarx/?originalSubdomain=in
https://twitter.com/Checkmar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