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함을 통한
보안 극대화를 추구하는

AAP(App & API Protection)



진화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과 방어 시스템

추세

복
잡

도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

• 방화벽 규칙
• 평판 분석
•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 트래픽 최적화

웹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공격

• 차단 혹은 허용
• DoS/DDoS 방어
• DNS 방어
• 제로트러스트

웹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API, 
브라우저에 대한 멀티 벡터 공격

• 봇 관리
• API 보안
• 클라이언트 사이드 방어
• 세션 모니터링
• SASE

ML과 AI로 인텔리전트하고,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한 멀티 벡터 공격

• 머신러닝/딥러닝
• AI 요소가 포함된 보안

TODAY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다양

공격자 B

모바일 앱용
API 권한 (인증) 서버

리소스 및 콘텐츠 서버

API 취약점을 통해 API 서버에 침입과 변조

세션 하이재킹 등으로 인증 무력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온-프렘, 클라우드)

• 입수한 로그인 정보를 이용하여 악성 사이트에서 구매 수행 및 포인트 불법 취득
• 취득한 메일 주소나 전화 번호를 이용한 피싱, MFA 인증 우회
• 취득한 메일 주소로 피싱 및 랜섬웨어 메일 송신하여 내부 네트워크 침입 도모

공격자 A

봇
크리덴셜 스터핑

봇으로 자동 불법 로그인 시도

웹 앱을 통해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공격

카드 정보, 개인정보 탈취

범죄자 C

데이터 구매

데이터베이스
(고객 정보, 기밀 정보 등)



Akamai Cloud Security 솔루션

App & API 
Protector

Prolexic / 
EdgeDNS

Page Integrity 
Manager

Bot Manager
Premier

Managed 
Services

Advanced 
Security 관리

Account 
Protector

웹 스키밍 등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공격으로부터 보호

DDoS로부터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를 포괄적으로 보호

가격스크래핑, 구매, 부정 로그인
방지를 위한 봇 관리

24x7의 보안 운영 센터가
위협 감시

계정 탈취로부터
고객 보호



API 보안의 중요성

멀티클라우드/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MSA

SaaS/IaaS/Paa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kamai가 관측한 API 이용의 성장

• 사용자 트래픽 Hit의 83%가 API 관련
• API Hit수는 2021년 전년 대비 30% 증가



포괄적인 보안을 엣지(Edge)로 제공

Edge Compute & Delivery
•안전한 서버리스 엣지 컴퓨팅
•고가용성 및 콘텐츠 캐싱

Protect Apps and APIs
•네트워크계층, 애플리케이션계층 디도스 방어
•웹 어플리케이션 및 API 보안
•봇 관리와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대한 보호

Zero Trust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접근
•말웨어, 피싱, 제로데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한

Web 게이트웨이

Global Distribution
• 4,100+ PoP
• 2,500+ Data Center
• 137+ 국가

Insight
• 62.9억의 WAF attack (2020)
• 130TB/Day 새로운 공격 데이터
• 1930억의 크리덴셜 스터핑 (2020년)
• 13억 개의 디바이스와 1억 개의 IP

플랫폼의
유연성, 확장성, 가시성



Akamai의 다층 방어

WAF - Network Lists
특정 IP, 서브넷 또는 지리적 영역에서의 트래픽 차단 또는
허용

WAF - Adaptive Security
악성 파일 실행, SQL 인젝션, CSS, LFI 등의 웹 애플리케이션
공격으로부터 보호

WAF - API Discovery&Security
Positive, Negative 쌍방의

보안 모델을 통해 API 검출 및 방어

WAF - Application DDoS
API를 포함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DDoS 공격 방어

Client Reputation
각각의 IP의 과거 행동에 근거한 인텔리전트 기반의 평판 점수.

DNS DDoS 

Page Integrity Manager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의

취약한 자원이나 수상한 행동을 특정하여 자바스크립트의
위협으로부터 웹사이트를 보호함

Prolexic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o-location 시설
내 웹 및 IP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DDoS 대책

Bot Manager
악의적인 봇은 저지시키고 정상 봇은 통과시킨다
텔레메트리에 의한 봇 매니지먼트

Edge DNS
가장 가까운 위치의 DNS 에서 응답, DNSSEC,

신뢰 기반의 DNS 모델에 의한
DNS에 대한 DDoS 공격으로부터 방어

WAF - Site Shield
클라우드 방어 기능을 바이패스하여

조직 인프라를 직접 노리는 공격자로부터 보호

Direct-to-Origin 

Application DDoS

Client-side Protection 

API Security 

Infrastructure DDoS

Traffic Filtering

HTTP Inspection

Bot Management

Attack History



Akamai의 다층 방어
인터넷을 통해 웹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되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 상의 Akamai 플랫폼 제공

Account
Protector

Account
Takeover

App & API Protector

클라우드

IP/Geo
Firewall

Rate 
Control

WAF
Bot

가시화
Client 

Reputation

온-프레미스Edge DNS

DDoS대책

악성 사용자

Bot
Manager

봇 액세스
관리

DNS의 방어

API Security

Advanced Security Management

클린트래픽

일반 사용자



AAP : 웹& API용 통합 Cloud Security 솔루션
AAP는 아카마이의 CDN으로서 초대형 분산형 플랫폼(Akamai Intelligent Edge Platform)위에서 운용

웹 서버 (오리진)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

Akamai Intelligent Edge Platform

Akamai
Edge 서버

WAF

공격이 집중된 후 대응

공격이 집중되기 전에 대응

공격자

공격이 집중되기 전에 대응

공격이 집중되기 전에 대응

※ 약 37만대의 서버

공격자
공격자

공격자

공격자
공격자

공격자

공격자

공격자



APP & API PROTECTOR
자동화되어 운영이 심플한, 그러나 강력한 WAF

최고의 공격 감지 정확도

WAAP로서의 기능을 표준 탑재

업데이트 및 방어 자동화

l API 검색으로 API 엔드포인트 자동 검색
l 콘텐츠 유형을 자동으로 결정하고 API 구문 분석 및 적절한 감지를 적용
l Bot visibility & mitigation을 통한 봇 시각화 및 제어

l 「적응형 방어」 - 사이트마다 자동으로 공격 리스크 스코어의 가중치를 조정
l 2~4배 증가된 탐지율
l 20%로 줄어든 오탐율

l 『보안 룰 자동 업데이트』

l '셀프 튜닝' 권장되는 감지 제외 규칙 자동 생성

머신러닝으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24시간마다 평가.
오탐을 방지하는 튜닝을 추천, 원 클릭으로 추가 가능

공격의 변화에 Akamai가 완전 자동으로 규칙을 업데이트 (수동 모드도 가능)



그외 WAF 제품군 포함
보안 벤더에서 제공하는

보안 룰셋과 자체 운영하는
룰셋을 포함하여 보안 정책

생성하여 배포

인입되는 트래픽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수준이나

패턴에 매칭되는지 확인

모니터링 결과와 로그를
바탕으로 보안룰셋

업데이트

온-프렘 기반의 WAF

클라우드 WAF

CDN WAF 정책 만들기 모니터링 세부 조정

새롭게 등장한 악의적인
요청들을(SQLi, XSS 

공격등을 포함) 차단하고
적절한 필터링 수행

차단과 필터링

일반적인 WAF의 적용 방식



WAF

웹 공격과 취약점으로부터
서비스와 API보호

자동화된 설정과 운영

기본 제공되는 보안 룰셋을
사용하는 것과 아카마이가

관리해주는 보호모드
사용의 선택

모드 선택

AAP의 설정과 운영 방식

인입되는 트래픽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수준이나

패턴에 매칭되는지 확인

모니터링 결과와 로그를
바탕으로 보안룰셋

업데이트

모니터링 세부 조정

새롭게 등장한 악의적인
요청들을(SQLi, XSS 

공격등을 포함) 차단하고
적절한 필터링 수행

차단과 필터링



서비스 제공중인 API 
endpoint자동 탐색하고

미사용 API Endpoint을 사용
권고하는 모니터링 기능 포함

자동 탐색 & 모니터링

자동화된 설정과 운영

AAP의 설정과 운영 방식

기본 제공되는 보안 룰셋을
사용하는 것과 아카마이가

관리해주는 보호모드
사용하는 것의 선택

모드 선택

모니터링 결과와 로그를
바탕으로 보안룰셋

업데이트

세부 조정

새롭게 등장한 악의적인
요청들을(SQLi, XSS 

공격등을 포함) 차단하고
적절한 필터링 수행

차단과 필터링WAF

웹 공격과 취약점으로부터
서비스와 API보호



보안운영 데이터 기반 원클릭
형태의 튜닝 제공. 

새로운 세부 조정 정책에 따른
기대효과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가시성

자동-세부조정

자동화된 설정과 운영

AAP의 설정과 운영 방식

서비스 제공중인 API 
endpoint자동 탐색하고

미사용 API Endpoint의 변경
유도 & 모니터링 기능 포함

자동 탐색 & 모니터링

기본 제공되는 보안 룰셋을
사용하는 것과 아카마이가

관리해주는 보호모드
사용하는 것의 선택

모드 선택

새롭게 등장한 악의적인
요청들을(SQLi, XSS 

공격등을 포함) 차단하고
적절한 필터링 수행

차단과 필터링WAF

웹 공격과 취약점으로부터
서비스와 API보호



차단과 필터링 기본 기능 포함. 
보안팀은 최소의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최신

보안위협에 동적 대처 가능. 

적응형 보안 운영

자동화된 설정과 운영

AAP의 설정과 운영 방식

보안운영 데이터 기반 원클릭
형태의 튜닝 제공. 

새로운 세부 조정 정책에 따른
기대효과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가시성

자동-세부조정

서비스 제공중인 API 
endpoint자동 탐색하고

미사용 API Endpoint의 변경
유도 & 모니터링 기능 포함

자동 탐색 & 모니터링

기본 제공되는 보안 룰셋을
사용하는 것과 아카마이가

관리해주는 보호모드
사용하는 것의 선택

모드 선택WAF

웹 공격과 취약점으로부터
서비스와 API보호



적응형 보안 엔진(ASE)
SIMPLE and POWERFUL

* 기존의 KRS(Kona Rule Set)과 비교한 수치

More robust detection with a 2X increase* in median number 
of attacks detected across SQLi, XSS, RFI, and CMDi

More precise detection with a 5X reduction* in false positive triggers

위협에 대응한 Adaptive protection

강화된 anomaly risk 스코어링

API 자동 식별 및 탐지

실시간 공격에 대한 자동 방어

페이로드에 포함된 악성 패턴에 대한 스마트 탐지

강화된 디코드 기능

자동 업데이트

간단한 셀프 튜닝

유연한 설정과 자동화

API 、 CLI 、 Akamai   Terraform

임베디드형 위협 인텔리전스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순한 운용 최대한의 방어



ASE 엔진의 적응형 탐지

공격 이력 평판 정보 Protocol Anomaly & 
Malicious Source ID

Threat Based Profiles (Rules, heuristics, SmartDetect, thresholds)

THREAT

• 적용 시간이 길어질 수록
보호 기능이 강화 됨.

• 고객사 별, 고유한
트래픽에 맞게 보안 설정

• 제로데이 및 정교한 웹
공격에 대한 선제적 탐지

• 낮은 오탐/미탐을 통해
높은 정확도 탐지 제공

WITH ADVANCED ANOMALY SCORING



진보된 Anomaly Scoring
STRONGER OUT-OF-BOX PROTECTIONS, FEWER FALSE POSITIVES

Cookie
anomaly

Score = 5

TRADITIONAL

Header

Score = 0

Parameter
anomaly

Score = 5

Path

Score = 0

ASE

Header

Score = 0

Parameter
anomaly

Score = 5

Path

Score = 0
Inspect

Inspect

Inspect

Cookie
anomaly

Score = 5
Inspect

Inspect

Threshold = 9
Score = 10

ATTACK
False positive

Threshold = 9
Score = 5

NO ATTACK

Threshold = 9
Score = 0

NO ATTACK

Threshold = 9
Score = 5

NO ATTACK

Threshold = 9
Score = 0

NO ATTACK

ASE는 오탐과 실제 공격을 정확하게 구분
합니다.

• 보다 세분화된 검사를 통해 오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Traditional anomaly scoring - 요청 페이로드 수 내의 여러
위치에서 임계 값에 대해 측정된 누적 점수로 탐지
: 오탐을 야기

• Enhanced anomaly scoring  보안 셀렉터별 개별 임계치를
두어 각각의 위치의 위협 점수와 비교하여 탐지
: 오탐 감소



셀프 튜닝 방식

● 예외 처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관리자에게 알림 기능 제공

● 사전 작성된 내용을 통해
Recommendation 에 대한 근거 검토

● 설정 내역 변경 필요 없이 검토 후 원 클릭 적용

● Akamai AppSec API 및 Terraform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자동화 수행







AAP  봇(Bot) 가시화 기능

▶ 개요 : 요청 특징에서 고객 등록 Bot, 17개 Akamai 카테고리화 Bot 등으로 식별

▶ 목적: Bot 트래픽 가시화



AAP - CDN 기능

• 웹 사이트에 Akamai CDN 적용을 통해 모든 사용자는 Akamai(Edge 서버)를 경유하여 액세스
• 캐시된 콘텐츠는 Edge 서버가 오리진을 대신 돌려주고 오리진 서버 부하 경감

• Akamai의 Edge 서버는 전 세계적으로 넓게 분산 배포되어 웹 사이트의 성능을 극대화

▶ 개요: 사이트 방문자, 공격자로부터의 접속에 대해, 가장 가까운 엣지 서버에서 캐시로 응답

▶ 목적: 오리진 서버 부하 경감 및 응답 속도 향상

2. 콘텐츠를 오리진 서버에서 획득

3. 콘텐츠 응답

1. http://www.example.co.kr/

4. 컨텐츠 사용자에게 회신 & 캐시 저장

오리진 웹 서버



AAP - Client 평판 점수 제공

각 고객사에 대한 공격 동향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글로벌 위협 동향을 Akamai Security 클라우드의 전체 로그에서 해석한
Reputation 데이터로 제공, "정보"를 통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Reputation 데이터는 아래 4가지 카테고리에서 10점 만점으로 스코어링하여(1시간마다 갱신) 각각에 대해 '경보' 혹은
'거부' 액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개요: 빅데이터를 통해 글로벌 규모로 위험한 IP를 등급 설정하여 사전 방어

▶ 목적: 제로데이 공격으로부터 리스크를 절감

① DoS Attackers (Low Threat / High Threat) 
② Web Scrapers (Low Threat / High Threat) 
③ Scanning Tools (Low Threat / High Threat) 
④ Web Attackers (Low Threat / High Threat) 

Threat 
Vector

Attack 
Source+

• 높은 정확성

• 낮은 오탐률 WAF에서 감지 정밀도 향상



AAP - WAF에 대한 시장의 평가

Akamai는 5년 연속으로 Web Application and API 
Protection(WAAP)에 분야의 Magic Quadrant 상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Gartner® 2021 Magic QuadrantTM for Web Application and API Protection

This graphic was published by Gartner, Inc. as part of a larger research document and should be evaluated in the context of the entire 
document. The Gartner document is available upon request from Akamai.
Research note G00738149, 20 September 2021, Author  Jeremy D'Hoinne et al., 
Gartner does not endorse any vendor, product or service depicted in its research publications, and does not advise technology users 
to select only those vendors with the highest ratings or other designation. Gartner research publications consist of the opinions of 
Gartner’s research organization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statements of fact. Gartner disclaims all warranties, expressed or 
implied, with respect to this research, including any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GARTNER is a 
registered trademark and service mark of Gartner, Inc.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and is used herein with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2026년까지 40% 조직이 고급 API 보호 및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능을 기반으로 WAAP 공급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