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서

NSHC 소개
Network Security Hacking Company

젊음과 열정으로 뭉치다

Safe Today
Save Tomorrow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문화

20대 청년들이 언더그라운드

오늘의 안전이 내일을 보장한다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해커 모임으로 시작하여 2008년

정신으로, 안전한 스마트 환경을

수익의 일부와 재능을,

정보 보호 전문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Cyber Security

Mobile Security
+ 모바일 앱보호 서비스(위변조 탐지, 난독화, 위협탐지 등)

+ 최신 보안 이슈, 분석 리포트 제공

+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 사이버 보안 교육

+ 키패드 입력 보안 솔루션

+ 취약점 및 악성코드 진단 및 분석

+ 난독화 솔루션

+ ICS/SCADA

+ 암호화 라이브러리

+ 모바일, IoT, 핀테크 진단

FxShield

앱 보호 서비스

# 단일 솔루션
축적된 다양한 보안 대책을 포함하는 능동적 앱 보호 서비스
# 최신 보안
디버깅, 후킹, 메모리변조 등 신규 해킹기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 간편한 적용
[ 업로드 / 다운로드 ]로 끝나는 간편한 보안 적용

LxShield

앱 보호 서비스

for iOS

# 리얼 난독화
iOS 코드의 제어흐름 난독화를지원하는 국내 유일 서비스
# 7/24 테스트
매일 24시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지속적 통합(CI) 프로세스
# 손쉬운 적용
앱의 빌드 시점에 자동으로 보안이 적용되는 자동 보안 적용

Droid-X / ORA-X 기업용 Android / iOS 모바일 백신

보안 솔루션

Duo Shield 더블 난독화 솔루션
nFilter / Open Web nFilter 국내 점유율 1위 보안 키패드 (모바일 앱/오픈웹 환경 지원)

앱보호서비스

FxShield / LxShield 모바일 앱 보호 서비스

암호화
라이브러리

RED ALERT

nSafer ‘KCMVP 인증’ 초고속 멀티플랫폼 SW암호모듈

Intelligence

RED ALERT

Training

RED ALERT

VAPT

최신 보안 이슈

Malwares Analysis

모바일, IoT

모바일, IoT, 핀테크 취약점 분석

Penetration Testing

핀테크, 취약점 진단

악성코드, 0-Day 정보제공

ICS/SCADA

기반 시설 취약점 진단

사이버 테러, 고객 정보 유출 등

Forensic

모의해킹

긴급 보고서

레퍼런스

※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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