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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인텔리전스가 유일한 평형장치이다.



위협은 집중되고 있음

사이버 
위협

운영 
위협

지정학적  및 
국가 기반 
위협



공격자
의도 & 능력

중간점
인터넷 인프라와 통신 공격대상

IOC & 시그니쳐

다크웹

해커 포럼
메신저 플랜폼

OSINT
Paste 사이트

도메인 등록
인증서 등록 로그

Passive DNS
네트워크 텔레메트리
C2 인프라스트럭쳐

엔드포인트

기업 공격 접점
샌드박스

위협에 대한 종단간 보기 필요성
공격자로부터 중간지점을 통해 공격대상까지의 가시성

식별 보호 탐지 대응



20억개의 인텔리전스 카드

Chimera is a suspected China-based threat group that has been 
active since at least 2018

...target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Taiwan as well as data from 
the airline industry

“...perform a credential stuffing until specific admin accounts are 
compromised… then use a Cobalt Strike beacon to gain further 
persistence and move laterally through the network”

Attacker 6 of 38

Chimera 147

Target 6 of 99

Semiconductor Industry 371

Attack Vector 6 of 95

Credential Stuffing 22 748



인텔리전스 그래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적 인텔리전스 소스로 
공격을 방해하는 데 사용

4천만+ 문서 / 일간

13 언어

60억+ 엔터티

750억+ 레퍼런스

31,000+ Insikt Group® 분석가 노트

수백억의 관계

20억+ 인텔리전스 카드™

퍼블리싱에서 UI/API/경고까지 몇 분 안에 제공



Tool / Method

위협 데이터의 수집 및 분류 자동화 

Threat Actor Attack VectorTarget

Source: MITRE

Chimera is a suspected China-based threat 
group that has been active since at least 2018 
target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Taiwan as well as data from the airline industry

Source: databreachtoday.com

The following indicators of compromise were 
released with the Chimera threat report: 

Hash: f2d4a35f20cd92c13cab8f6a50995a3b

Domain: chrome-applatnohp.appspot[.]com

Source: Recorded Future Insikt Group

Chimera uses a list of administrator accounts to 
perform a credential stuffing until specific 
admin accounts are compromised… then use a 
Cobalt Strike beacon to gain further 
persistence and move laterally through the 
network

Indicator of 
CompromiseCountry

https://attack.mitre.org/groups/G0114/
https://attack.mitre.org/groups/G0114
https://www.databreachtoday.com/chinese-hacking-group-targets-airlines-semiconductor-firms-a-15822


모든 보안 프로세스에 통합

 

자동화된 
조치

확인된
이벤트

Initial Triage / Monitoring

탐지우선순위

SIEM

차단

EDRFirewall

GRC/TPR

Vuln

우선순위 우선순위

SOAR

Ticketing 
System

Internal/ 
External 
Sources

Security 
Operations/IR 

지능형 
선별 

Hunting Pack 



FEATURED PARTNERS

GRC Vulnerability
ManagementTIPIncident

Response/SOARSIEM
Network/

Deep Analytics/
Enrichment

ENDPOINT

기존 기술에 강력한 
동력을 증대

GIS



AnalyzeStructure Deliver

포털/API/경고 등을 통한 실시간 제공

Recorded Future 인텔리전스 플랫폼:
데이터를 실행가능한 인텔리전스로 변환

Intelligence Graph

공격자
의도 & 능력

계정 유출, 데이터  덤프, 익스플로잇  킷

중간점
악성코드 통신 & TTPs

도메인・IP・인증서  

공격대상
IOC & 시그니쳐

도메인  ・URL・Hash・기업 
인프라・취약점・악성코드

브랜드  인텔리전스

SecOps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

최약점  인텔리전스

써드 파티 인텔리전스

지정학적  인텔리전스

카드 사기 인텔리전스

아이덴터치  
인텔리전스



Recorded Future는 보안을 강화하고, 위험을 감소

써드 파티
인텔리전스

브랜드 
인텔리전스

SecOps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

취약점
인텔리전스

지정학적
인텔리전스

경고 리뷰50%

빠른
위협 식별10X

배
빠른 위험 
평가

50%

배 빠른
보고서 취합34%

NVD보다 빠른 
평균 취약점 경고11일
보안위협의 
빠른 해결63%

아이덴터티 
인텔리전스

카드 사기
인텔리전스

카드가 판매되기 
이전 평균일수21일조치가능한

크레덴셜 유출 
경고

95%



지속적인 성장고객의 평가

50%+
YoY ARR growth

700+
Employees

1,000+
52개국의 전체 고객수

6,000+
Network of users

65
Net Promoter Score

신뢰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공급자

“
“Recorded Future의 기계 학습 및 자동화된 보안 인텔리전스를 통해 정말 
중요한 알림만 팀에 전달되었고 오탐지가 거의 없습니다.”  - DuPont

“Recorded Future는 실제 위험을 나타내는 보고 사항이 있을 때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팀에 제공합니다.” - Visma

“Recorded Future의 맥락(context)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는 IP 
주소와 같은 단순한 것을 검색해도, 갑자기 정보의 세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 American Airlines

모든 산업군에서 신뢰인증



요약



위협 
인텔리전스

SECOPS 
인텔리전스

Alert Triage 

Threat  Detection

Threat Prevention

브랜드
인텔리전스

Domain Abuse

Data Leakage Monitoring

Brand Attack Mitigation

Digital Asset Monitoring

Monitoring Threats to Your Industry

Fraud Detection

Advanced Threat 
Research & Reporting

Advanced Detection & Validation 

Monitor Threats to Your Tech Stack 

Dark Web Investigation

아이덴터티
인텔리전스

Account Takeover Prevention 

Personnel Identity Monitoring

Third-Party Identity Monitoring

카드 사기 
인텔리전스

써드 파티
인텔리전스

Continuous Third-Party 
Risk Management

Procurement Assessment

Location Risk Monitoring

Event Monitoring

Geopolitical Trend Analysis

취약점
인텔리전스

지정학적 
인텔리전스

Vulnerability Prioritization

Monitoring for Vulnerabilities 
in Your Tech Stack

RECORDED FUTURE 모듈

Payment Card Fraud Prevention

Magecart Skimming Monitoring

Underground Cybercriminal Reporting



수집
머신 러닝을 이용한 자동화된 분석

블로그  및 소셜 미디어
보안 커뮤니티 , 공개 트윗, 페이스  북 
등

기술 컬렉션
Shodan RAT controllers, Google dorking, 
domain 및 인증서 등재기록, NetFlow, GEO 
IP

1,500+ 포럼
해커, 범죄, 극단주의자 ,  및 연구

최초 연구자료
업계 최고의  연구 분석 자료

코드 저장소
코드 공유, 악성코드 , C2s, POC, 앱 
스토어 , 취약점  DB

50+ PASTE 사이트
유출 게시물 , 자격 증명 유출사고 , 회사 
지적재산권

써드 파티의  독점 기술 피드
고객 전용 내부 및 독점 피드 및 데이터  

다크 웹 수집
초대에  의해 운영되는  최대의  다크 웹 , 
중국, 러시아 , 브라질을  포함하여  전 
세계 포럼

인증된  인텔리전스
무기화된 도메인 및 URL, 명령 제어 서버 및 
실제 이용중인 익스플로잇트를 포함한 고 
신뢰도의 독점적 데이터 피드

심층 언어 전문가
12개 언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모든 
언어에  대한 자동화된  분석

65+ 위협 피드
웹상에서  입수 할 수 있는 신뢰되는  
피드

내부 기록물
고객 생성 인텔 노트 및 IOC 주석



세계적인 분석가 제공 서비스

국가 기반 위협 기술 분석

전문분야

 

50 
전문가 분석가

평균

10+ 년
경험

13 언어 사용

● 31,000+ 애널리스트  노트:
○ 위협 리드 
현재 이벤트 

○ Hunting 패키지
○ 신규 TTP 인스턴스
○ 공격자, 악성코드 및 소스 프로파일

● 고객 전용 분석
● 주간 위협 환경
● 주문형 분석 서비스

소싱 및 컬렉션사이버 범죄자



SECOPS 인텔리전스
공격 접점이 증가하고 많은 경고는 탐지 및 대응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됩니다.

레코디드 퓨쳐는 
어떻게 기여하나
● 50%이상 더 많은 경고 검토

● 적은 오탐지

●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위협 
탐지

● 비즈니스  중단 없이 위협 차단

기능

● 가장 넓은 소스 커버리지

● 실시간 위험 수치화 및 
컨텍스트

● 신뢰할 수 있는 지표
(indicators)

● 10+ SIEM 및 SOAR 연동

활용 예

위협 탐지

경고 선별

위협 방지



수동 자동

90 초15-30 분

위협 피드에는 
IP 주소가 
있지만 
컨텍스트가 
없음

보안 
블로그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음

VirusTotal은 
해커 활동에 
대한 언급

SecOps 
인텔리전스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위협 피드 코드 저장소 유출 사이트

포럼 다크웹
최초 분석 
사이트

기술정보
수집



브랜드 인텔리전스
브랜드에 대한 외부 공격으로 조직의 눈을 멀게 합니다.

활용 예 레코디드 퓨쳐는 
어떻게 기여하나

● 실시간으로  위협 식별

● 위협 10배 더 빨리 확인

● 영향 받기 전에 22% 더 많은 
위협 식별

● 서비스형태로  사용 가능

기능

● 가장 넓은 소스 커버리지

● 비공개 포럼 및 다크 웹 
모니터링

● 사용자 지정 가능한 쿼리

● 실시간 경고

● 테이크다운  서비스

● 산업군 위협 보기

데이터 및 자격 증명 유출 모니터링

도메인 남용 탐지

브랜드 공격 완화

브랜드 사칭 감지

디지털 자산 모니터링

산업군 위협 모니터링

임원 사칭 탐지



활용 예

위협 인텔리전스
수동 위협 분석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완전하며 , 정적입니다 .

레코디드 퓨쳐는 
어떻게 기여하나

● 통합보고서  작성시 34% 시간 
단축

● 위협을 10배 더 빨리 식별

● 위협 환경의 가시성 확대

● 영향 받기 전에 22% 더 많은 
위협 식별

● 서비스형태로  사용 가능

기능

● 실시간 검색 및 경고

● 비공개 포럼 및 다크 웹 
모니터링

● 고신뢰 위협 헌팅 및 탐지

● 10억 개 이상의 인텔리전스  
카드 

● 위험 수치화 및 투명한 출처 
증거

고급 탐지 및 검증

고급 위협 분석 및 보고

다크 웹 조사



활용 예

취약점 인텔리전스
엄청난 양의 중요 취약점과 제한된 자원으로 압도당합니다  

레코디드 퓨쳐는 
어떻게 기여하나

● 실제 위험에 따라 취약점 우선 
순위 지정

● 취약점에  대한 정보에 접근 ~  
NVD보다 11일 빠름

● 서비스 형태로 사용 가능

기능

● 익스플로잇에  따른 취약성 
위험 점수화

● 취약점 공개전에  실시간 경고

● 취약점 관리 솔루션과의  통합

● CVE 보강을 위한 브라우저  
익스텐션

기술 스택의 취약점 모니터링

취약점 우선 순위 지정



써드 파티 인텔리전스
제한된 가시성, 시간 별 평가 및 수동 워크플로우

레코디드 퓨쳐는 
어떻게 기여하나

● 정적, 수동적 접근 방식을 
사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대체

● 최대 50% 더 빠른 위험 평가 
완료

기능

● 350,0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위험 지표에 대한 실시간 경고

● 위험 지표 뒤에 투명한 증거

● 심층적인  기업 분석을 위한 
Insikt 분석

활용 예

조달 평가 

지속적인  써드 파티 위험 관리



활용 예

지정학적 인텔리전스
현지 언어와 서로 다른 소스로 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인사이트를  얻기 이전에 이미 오래된 정보가 됩니다.

레코디드 퓨쳐는 
어떻게 기여하나

● 통합보고서  작성시 34% 시간 
단축 

● 10배 더 빠른 속도 위협 식별 
*

● 전체 위협 환경 이해

기능

● 실시간 지정학적  모니터링

● 위치 기반 인텔리전스  카드 및 
점수화

● 모든 언어로 가장 광범위한  
소스 지원

위치 기반의 모니터링

*Learn more about the business value Recorded Future brings to clients in our IDC Report



아이덴터티 인텔리전스
강력한 사용자 인증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졌음

레코디드 퓨쳐는 
어떻게 기여하나

● 실시간 크레덴셜  유출 탐지

● 사업에 영향 없도록 유출에 
대한 대응

● 폐쇄 및 다크 웹에 대한 
가시성 확보

기능

● 가장 넓은 소스 커버리지

●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자동화된  위험 점검

● 외부에 유출된 크레덴셜의  
자동 선별 조치

● 실시간 위험 감소를 위한 
컨텍스트  제공

활용 예

개인 아이덴터티 
모니터링

Account Takeover 
Prevention

써드 파티 아이덴터티 
모니터링



RECORDED FUTURE 관제 서비스
보안 팀 확장 및 사이버 위험 감소

서비스 모듈

취약점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

브랜드 인텔리전스
세계적 수준의 위협 분석가와 팀 확장

고객의 요구와 예산에 맞는 서비스 수준

기존 프로세스 및 도구에 대한 통합 
워크플로우



감사합니다.

윤광택본부장 
patrick.youn@recordedfutu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