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SSAGE

NOT
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보안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터지는 순간,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넘는 손실이 나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니겠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공격당했거나, 

지금 당장 공격이 시작될 수도 있죠. 우리의 안심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왜 우리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ABOUT US

버그캠프를 운영하는 엔키는 사이버 보안 기술 전문가들이 모인 화이트해커 

그룹입니다. 우리는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공공, 민간 

기업 등 여러 업종의 고객사에 보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IT 환경과 서비스는 계속 변화하고, 발생하는 문제들도 각기 다르죠.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이트해커와 함께 숨겨진 보안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버그바운티 플랫폼, 버그캠프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버그바운티 플랫폼.
이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BOUT COMPANY

ABOUT SERVICE

BUGCAMP



FEATURE

우린 예측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커들의 공격 방식과 케이스를

실험해 보세요. 빈틈없이. 튼튼하게.

비용은 문제를 찾은 뒤에 지불하세요. 

아무 결과 없이 비용만 내고 있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써야 할 곳에  

정확히 비용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취약점 발견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을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 컨설팅 경험을 통해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버그캠프가 당신의 보안팀이 됩니다. 

바운티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BUGCAMP ECONOMY FOLLOWUP TEAMSHIPCASES



HACKER

MANAGER

SERVICE FLOW

오픈 버그 바운티 활동 취약점 제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등록

보상 수령과 명예의 전당 등극 새로운 버그 바운티 활동

01
제보 분석 / 유효성 평가

02
취약점 패치

03
보상책정과 지급

04
티켓 종료

05

오픈 버그 바운티 활동 

01
취약점 제보

02
제보내용 관련 커뮤니케이션

03
보상수령 / 명예의 전당 등재

04
새로운 버그 바운티 활동

05

제보 소통 지급

티켓 

제보된 취약점의 상세 정보와 영향도를 

확인하고 해커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바운티 참여정책과 진단 대상 정보, 정책 변경이력 

및 각종 통계정보가 게시되는 공간입니다. 



I KNOW

함께하기 망설일 수 있죠. 보안은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에, 괜한 노력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 보안을 시험대에 오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Do I really
Have to do?
Do I really
Have to do?



BUT YOU SHOULD KNOW

The Enemy
is coming
The Enemy
is coming
하지만, 우린 수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았죠. 어쩌면 우리 차례가 

머지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버그캠프와 함께 숨겨진 보안 문제를 찾아보세요. 



REFERENCES

Airbnb

Slack

starbucks

paypal

spotify

Roblox

Vimeo

Github

Uber

Adobe

IBM

Twitter

Dropbox

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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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바운티 시작일 리포트 수

“네이버는 버그바운티를 적극 운영하며 역량있는

참가자들의 제보로 자사 서비스의 잠재된 취약점에

선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현 네이버 정보보호최고책임자

2020년 말 기준 800건 취약점 발견

“버그바운티는 넷플릭스의 외부 보안 태세를 

개선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보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2021년 기준 583건 취약점 발견

“우리는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이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특별한 프로그램은...(후략)” Uber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2021년 기준 1,670건 취약점 발견

“Facebook은 외부 보안 전문가가 Facebook

시스템의 보안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지하고 있으며,

보안 전문가의 기여를 적극 환영합니다.” 페이스북

2020년 말 기준 6,900건 취약점 발견

NUMBERS COMMENTS



We Give you
Tomorrow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행복 

내일의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 

브랜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저희가 선사하는 건, 당신의 내일입니다.



아래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24시간 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contact@bugcamp.io

https://bugcamp.io 

https://enki.co.kr

화이트해커와 보안 전문가가 모인 버그캠프 팀은

프로그램 생성부터 보상 지급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합니다. 

버그캠프와 함께 숨겨진 보안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