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CTI) 솔루션

What is TI?

외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공격자에 대한 전문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이 중요합니다. S2W는 독자적인 데이터 수집, 정제 및 분석 기술로 Threat
Intelligence(TI)를 도출하고 외부 위협 대응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Quaxar는 조직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시켜주는 CTI 솔루션으로, 조직 내부 보안 시스템으로는 탐지가
어려운 외부 위협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외부 위협에 대비하고 사이버
공격의 타겟이 되거나 위협 탐지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Why QUAXAR?

Threat Intelligence 는 다양한 외부 위협
데이터셋 분석을 통해 도출된 첩보를
의미합니다. S2W는 독자적인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탐지 기술을 이용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중에서도
유효한 정보를 선별, 분석해 맞춤형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01

독보적인 외부 위협 모니터링 커버리지
- 월등한 딥/다크웹 데이터 수집 기술력으로 폭넓은 모니터링
범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2

관계 분석을 통한 정확도 높은 위협 및 위협 요인 탐지
– 그래프 기반의 관계 분석 엔진과 전문 분석팀이 위협을
탐지하고 위협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03

즉시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 제공
- 위협 그룹에 대한 높은 이해를 기반으로 위협 상황 발생시
즉시 실행 가능한 고객 맞춤형 대응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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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hannels

Threat types we monitor

다크웹, 딥웹, 딥/다크웹 포럼, 소셜 미디어, 블록체인,
텔레그램, 범죄자 기반시설 외 다수

소스코드, 자산, API 키, 멀웨어, 개인 정보 문서,
피싱/스미싱 외 다수

QUAXAR can be applied to

브랜드 보호

기업 기밀 데이터 보호

상황별 최적의 인텔리전스

Third party 리스크 감소

잠재적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계

보안 문제 의사 결정을 위한 인사이트

Key Features

Digital Risk Protection

Data Breach Detection

브랜드 악용 사이트 탐지

기업 내부 자산 유출 탐지

피싱 사이트 탐지

임직원 계정 정보 유출 탐지

비정상적 모바일 앱 탐지

신용카드 및 금융 데이터 유출 탐지

Active Threat and
Vulnerability Management
다크웹 랜섬웨어 모니터링
취약점/IoC/Detection Rule
ASM(공격 표면 모니터링)

악용 사이트/앱 탐지

Real-time Monitoring

Relation Analysis

Threat Actors Profile

딥/다크웹 유출 마켓 모니터링

사이버 위협 그룹별 관련 요인간의
모든 연관성 분석

APT 위협 그룹 및 언더그라운드
활동 해커 분석

보안 벡터*에 대한 관계 분석

국가별 산업별 공격 그룹 분류 및
모니터링

최신 취약점 및 IoC 정보
실시간 사이버 보안 소식
업데이트

S2W Solve the problems with technology for good

*보안 벡터
- 위협 그룹, 피해자, 취약점, TTP, IoC,
CVEs, 보안 문제, 나라

주요 위협 그룹 TTP 기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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