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 Offer

불가리아의 한 사이버 보안 회사는 보안, 테스트 및 취약성 평가와 관련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함. 동사는 정보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을 위한 각종 테스트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안 인식 교육
과 사이버 보안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함. 본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리점, 아웃소싱 및 하청 계약 파트너를 찾고
있음

Summary

동 불가리아 기업은 OWASP*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및 NIST(미국표준기술연구소)800-
115 표준에 기반한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테스트를 전문으로 수행함.
시중에는 일반적으로 자동테스트가 많으나, 동사는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20 % 자동 테스트와
80 % 수동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음

동사는 SECaaS* (Security as a Service)를 제공하며, 보안 테스트는 물론 보안 메커니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동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컨설팅은 IT 보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출시를 계획 및 준
비중이거나, 기업 보안 정책에 대한 표준/절차 구현을 희망하거나, IT 보안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설계하거
나, 그 외 각종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략 수립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매우 유용함
- 현재, 정기적인 보안 전문가 서비스/컨설팅을 20 % 할인된 금액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음

최근 들어, 중요 데이터의 도난 및 파괴에 대한 뉴스를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IT 보안 시스템
및 프로토콜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임. 몇몇 기업과 정부기관은 이미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동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OWASP : 오픈소스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로 웹에 관한 정보노출, 악성 파일 및 스크립트, 보안 취
약점 등을 연구함
*SECaaS (Security as a Service) :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Description

- 희망 협력 유형: 아웃소싱(Outsourcing Agreement), 하청(Subcontracting Agreement), 대리점(Commercial
Agency Agreement) 계약

- 희망 협력 파트너: 
1. 현지 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
2. 관련 서비스(보안 테스트 및 취약성 평가)를 동사에 아웃소싱 하고자 하는 사이버 보안 회사
3. 위 두가지 협력 유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회사(보안 테스트 및 취약성 평가)

Partner Sought

모의 해킹, 취약성 평가 및 사이버 보안 프로비저닝 전문

불가리아 사이버 보안 회사가 비즈니스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