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모니터링 솔루션
Xarvis는 딥/다크웹 통합 검색 엔진으로 서페이스 웹과 히든 채널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Xarvis는 사이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된 다크웹을 포함한 각종 히든 채널들을 모니터링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건과 범죄자에 관련된 유효한 정보를 찾아 정제, 분석하고 유의미한 인텔리전스를 도출합니다.

Why XARVIS?

01

독보적인 딥/다크웹 데이터 수집 기술
- Xarvis는 경쟁사 대비 광범위한 모니터링 범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2

NLP를 통한 주요 딥/다크웹 데이터 추출 자동화
- 최상의 NLP 기술력으로 딥/다크웹에 올라온 주요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03

복잡한 관계 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래프 기반 관계 분석 툴
- 다중의 복잡한 관계를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정보간의 관계를 빠르고 효과적이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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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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ARVIS can be applied in

다크웹 동향 모니터링

범죄자 사이버 행적 분석 및 추적

범죄 수사 관련 정보 수집

사이버 위협 그룹 프로파일링

다크웹 정보 검색

딥/다크웹 데이터 심층 분석

Key Features

Integrated Search Engine

Chronological Browsers

Threat Monitoring

최신 딥/다크웹 동향에 따른
검색 가이드

다크웹 페이지를 연대순으로
저장한 브라우저로 휘발성 높은
다크웹 데이터 열람 가능

맞춤형 키워드 모니터링

다양한 검색 필터(예. 언어,
컨텐츠 유형, 카테고리 등)

직관적인 사용 방법과 높은 속도,
그리고 안전한 접속

카드 유출 모니터링
실시간 딥/다크웹 위험
모니터링

Multi Domain
Cross Analysis

Darkweb User Profiling
Tool, ‘Darkspider’

다양한 식별자 데이터베이스 보유
(실시간 업데이트)

주요 사이트 유저 규모 추이 파악

주간 딥/다크웹 뉴스레터,
Darkpedia

지정 유저 신규 포스팅 알림

금융/해킹/랜섬웨어 관련 위협 소식

특정 페이지의 식별자 정보 제공

Analysis Report

위협 요인과 관련된 통계 자료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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