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비용과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IT Needs를 실현하는

All-in-One 올인원
통합 품질 테스트 컨설팅

성능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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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분석

웹사이트
취약점 분석

컨설팅, 솔루션 문의하기

비기능 테스트 컨설팅 업력 26년의 ㈜인챌베이스에서는
IT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화되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춘
「통합 품질 테스트 컨설팅」을 제안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SDLC)에 맞춰 국제 표준의 인증 받은 상용 툴로 소
프트웨어 공학적인 통합 품질 테스트 컨설팅을 구성하였습니다.
1)
2)
3)
4)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의 적합성 분석 테스트인 성능 부하 테스트
소스 코드 취약점 분석(CC,CWE,OWASP) 테스트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
소스 코드 품질 테스트(ISO 26262)
보안 분석 테스트 웹 취약점 분석(Acunetix 국내 최초 엔지니어 Certificate 취득)

Solution 1. 성능 부하 테스트 컨설팅
웹, 모바일, 디바이스, 클라우드 등의 성능 부하 테스트를
실제 사용자 활동이 일어나는 것 처럼 현실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테스트 합니다.
모니터링

통제 장치

부하 발생

부하 명령 발신

부하 명령 발신

WEB, WAS, DB 서버

부하 명령 수
행

부하 발생

WEB, WAS, DB 서버

모바일 App 대응

부하 명령 수행

모니터링

컨설팅 툴
NeoLoad는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능 테스트 자동화 툴입니다. 직관적
인 GUI, 스크립팅 작업에 코드 작성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
업 시간이 줄어들고 복잡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응이 쉽게 가능합니다.

Solution 2. 소스 코드 취약점 분석 컨설팅
소스코드의 정적분석을 통한 보안약점 검출 및 안전한
코딩가이드를 제공하는 솔루션

컨설팅 툴
SecurityPrism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한
시큐어 코딩 점검 솔루션입니다. 소스 코드의 정적 분석을 통해 행정자치부
47개 필수 보안 취약점, CWE 및 OWASP 등의 보안 취약점들을 검출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Solution 3. 소스 코드 품질 분석 컨설팅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점검간 자동화가
가능한! 소스 코드 검증 솔루션

컨설팅 툴
CodePrism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소
스 코드 품질 점검 솔루션입니다. 정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컴플라이언스를
실현하고, 점검을 자동화 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Solution 4. 웹 취약점 분석 컨설팅
웹 사이트 구조 분석 및 보안 취약점 탐지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자동화된 웹 취약점 스캐너를 통한
정밀 분석 및 리포트 서비스

1)하나의 통합 뷰어를 통한 취약점 관리가 가능합니다.
2)단일 중앙 위치에서 회사의 보안 상태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애플리케이션 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PDF 및 스프레드시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컨설팅 툴
Acunetix는 자동화된 웹 취약점 분석 도구입니다. 딥 스캔 기술로 분석을 위
한 크롤링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웹 취약점 분석도구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오탐의 위험성을 현저히 줄여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비
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성능 부하
테스트 컨설팅

소스 코드
취약점 분석

All
In
One

소스 코드
품질 분석

웹사이트
취약점 분석

컨설팅 문의 : ㈜인챌베이스 | http://www.ibtest.co.kr | sthan@inchal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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