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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소스 식별

소스코드 및 빌드 시 포함되는 디펜던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오픈소스SW 가시화

방대한 오픈소스 DB 및
자동 데이터 수집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향상된 탐지성능

빠른 분석속도 손쉬운 연동 및 통합
독보적인

보안취약점 스캔기술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보안취약점 관리도구

FossID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보안취약점 관리를 위한 업계 최고의 관리도구입니다.

소스코드 내 모든 오픈소스 컴포넌트를 탐지하고, 각 컴포넌트의 라이선스 및 보안취약점을 식별합니다.

보안취약점 검증

라이선스 검증

사용된 오픈소스SW에 보안취약점
존재유무 탐지 및 CVE/NVD 정보 제공

사용된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원
출처 및 저작권자 정보 확인



FossID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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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Open Source Knowledge Base

FossID
Open Source 
Knowledge Base

7,800만

오픈소스 프로젝트

100억

오픈소스 파일

623억

오픈소스 스니펫

13만

보안취약 프로젝트

5,000 TB

자동 수집코드

오픈소스 컴포넌트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픈소스 보안취약점

오픈소스 정보(컴포넌트, 라이선스, 보안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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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ID Webapp은 검증 프로세스 전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와 비전문가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편한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FossID 검증 수행절차 고지문

API 레포트

Bill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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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BOM(Bill of Materials) 관리

3rd Party, SRC(FossID), Binary 에서 확인된 오픈소스들에 대한 통합 관리

오픈소스 리뷰 프로세스 적용

- 기업의 오픈소스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된 BOM의 승인/비승인 프로세스 적용

- 개발 부서 및 관리 부서와의 효율적인 협업 프로세스 적용

FOSSLight Hub 기능 활용

- 프로젝트 별 BOM 비교 기능 사용

- Fosslight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레포트 및 고지문 사용

- 오픈소스 라이선스 별 제한사항, 의무사항, 라이선스 타입 확인



FOSSLight Hub 데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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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mo.fosslight.org/session/login



FOSSLight Hub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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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sslight.org/fosslight-guide/features/1_developer.html



FOSSLight Hub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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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mo.fosslight.org/swagger-u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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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를 통해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배포

https://github.com/OSBC-Inc/fosslight_integration



FOSSLight Hub Integration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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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ossID 분석 및 검증 ② FOSSLight Integration 도구를 이용하여 FOSSLight Hub에서
지원하는 엑셀 양식으로 출력 및 FOSSLight Import 실행

③ FOSSLight Hub에서 Import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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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파라미터

FossID Server Information
--fidprotocol: FossID web interface protocol
--fidaddress: FossID address
--fidusername: FossID username
--fidapikey: FossID apikey

FossID Project/Scan Information
--fidprojectname: FossID project name
--fidscanname: FossID scan name

FossID Report Option 
--fididresult: Choice a identification result, 0: Only marked as identified files, 1: Marked as Identified files & Pending 
files with assigned components

(default: 0, 1)
--fidcopyright: Choice a copyright, 0: Identified by Shinobi, 1: Component copyright

(default: 0, 1)
--filepath: Set FossID report file path, /some/path/to/be/saved

(default: Saved in FOSSLight integration tool path)
--filedelete: Delete the FossID report file after importing the FossID report file into FOSSLight

(0, default: 1)

FOSSLight Server Information
--fltprotocol: FOSSLight web interface protocol  
--fltaddress: FOSSLight address
--flttoken: FOSSLight token

FOSSLight Project/Scan Information
--fltprojectname: FOSSLight project name

(default: fossidProjectName)
--fltprojectversion: FOSSLight project version

(default: fossidScanName)
--fltostype: FOSSLight project OS type

(defulat: Linux, Windows, MacOS, ETC)

## Please, remove the space at the end of the values
# set a FossID schema, http or https
fossid.schema=
# set a FossID address without scheme e.g) fossid.osbc.co.kr
fossid.domain=
# set a FossID username
fossid.username=
# set a FossID apikey. Please, make sure this is not passowrd. You need to create a apikey in the user menu
fossid.apikey=
# set a Project Name
fossid.project=
# set a Scan Name. Please, make sure a scan name needs to belong to a Project
fossid.scan=
# set a FossID report file path to be saved
# Windows: E:\\path\\to\\be\\saved
# Linux: /path/to/be/saved
fossid.filepath=

# set a FOSSLight schema, http or https
fosslight.schema=
# set a FOSSLight address without scheme e.g) fosslight.osbc.co.kr
fosslight.domain=
# set a FOSSLight apikey. Please, make sure this is not passowrd. You need to create a token
fosslight.token=
# set a FOSSLight Project Name
fosslight.project=
# set a FOSSLight Project Version
fosslight.version=
# set a FOSSLight Project OS Type, Default: Linux, Windows, MacOS, ETC
fosslight.ostype=

config.properties



FOSSLight Hub Integration 도구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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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

- FossID 및 FOSSLight API 변경 및 추가에 따른 업데이트

- 프로젝트 동기화 및 다수 프로젝트 이관

- 컴포넌트 및 라이선스 동기화

Issues

- 사용자로부터 요청된 기능 검토 후 추가

- https://github.com/OSBC-Inc/fosslight_integration/issues

- support@osbc.co.kr

Pull Request

- 수정이 필요한 기능

- 문서 수정

https://github.com/OSBC-Inc/fosslight_integration/iss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