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orded Future 는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하여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발견하고 보다 낫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제공함으로써 노출을 줄이는 데있어 보안 및 IT 팀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Recorded Future 플랫폼은 디지털, 브랜드 
및 제 3 자 위험에 대한 단일 관점을 제공하기위해 능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하여 공개, 독점 및 
집계 된 고객 제공 소스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Recorded Future 는 위협 분석가, 취약성 관리 팀, 보안 운영 센터및 
상황에 맞는 실행 가능한 실시간으로 보안 에코시스템 전체를 통합 할 준비가 된 인텔리전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www.recordedfuture.com 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트위터@RecordedFuture 에서 팔로우하십시오.

DIU 관하여

2020 년 2 월 20 일, 보스톤, 2020 /PRNewswire/ —보안 인텔리전스의 글로벌 리더, Recorded Future 는 오늘 국방  
혁신 단체 (Defense Innovation Unit, DIU)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위한 기타 생산 거래 계약 (Production-Other  
Transaction Agreement, P-OTA)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인텔리전스를 통해 회사는 승인 된 연방기관에 
신속하게 실시간 위협 분석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상한 액이 5 천만 달러인 P-OTA 는 미국 사이버 사령부  
(USCYBERCOM)가 수여 한 최초의 P-OTA 계약임을 나타냅니다.

Recorded Future 는 머신 러닝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관련 실시간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의 특허  
기술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위한 귀중한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이 계약에 따라 Recorded Future 는 특정 국방 정보 네트워크 (DODIN)의 운영 및 방어를 지시하는 USCYBERCOM 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적 위협 보고를 제공 할 것입니다.

“우리는 USCYBERCOM 와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쁩니다. 연방 정부 인프라를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인텔리전스를 공유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DIU 팀은 시제품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이 프로세스 전반에서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들은 민간 및 공공 조직 사이의 다리를 강화하여 사이버 방어의 최전선에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Recorded Future 공동  
창립자이자 CEO 인 Christopher Ahlberg 박사”

2019 년 9 월 26 일에 완료된 P-OTA 는 DIU 와 Recorded Future 의 성공적인 OTA 시제품 완성에 바탕으로 두고  
발행되었습니다. 추가 질문이있는 경우, DIU 에 question@diu.mil 로 문의하십시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보안 가속화

Recorded Future 는 새로운 취약성, 익스플로잇, 침해 지표 (IOC), 노출 된 회사 자산 및 조직과 산업을 대상으로하는 
위협 행위자를 탐지합니다. 보안 및 리스크 분석을 위해 이 정보 (소스 및 저자, 모든 언어에 연결된 수십억 개의  
색인 된 사실)를 캡처하고 구성합니다.

Recorded Future 에 관하여

Defense Innovation Unit (DIU)는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상용 기술 및 방법론을 미군에 도입하는 것을 
가속화합니다. 실리콘벨리, 보스톤, 오스틴, 및 펜타곤에 지사를 두고 국방부 고객을 주요 기술 회사와 연결하여  
12~24 개월 내 상용 솔루션의 시제품 및 필드 전환을 수행합니다. www.diu.mil.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Recorded Future

관련 링크 
http://www.recordedfuture.com

미국 사이버 사령부 작업 명령으로 5천만 달러의 상한선이 시작되는 위협 정보 계약

Recorded Future 의 미국 사이버 사령부와 보안 가속화를 위한 위협 인텔리전스 계약 
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