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oudflare 보안 서비스
Cloudflare 보안 서비스는 DoS(서비스 거부) 공격, 고객 데이터 손상 및 악의적인 봇으로부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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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봇 남용 차단

• IP 평판 데이터베이스
•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
• Rate Limiting

콘텐츠 스크레이핑, 사기성 결제, 계정 인계를 통해 
인터넷 자산에 손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봇을 차단합니다.   
서비스

공격자가 사용자 자격 증명, 신용 카드 정보 및 기타 개인 식별 정보와 같은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를 손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서비스

•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
• Rate Limiting
• DNS 

• SSL / TLS 1.3
• Spectrum

고객 데이터 유출 방지

DDoS 공격 완화

• Anycast 네트워크
• IP 평판 데이터베이스
• 휴리스틱 완화법
•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 

• Rate Limiting
• DNS
• Cloudflare Spectrum
• Argo Tunnel

운영 비용을 억제하면서 가용성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트래픽으로부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합니다.    
서비스

DDoS 공격
가용성 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트래픽을 공격

데이터 도난 시도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 손상

봇
악의적인 봇이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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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lare의 이점
 

 
규모
 

Cloudflare의 15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 Anycast 네트워크는 15 Tbps 의 
용량을 가졌으며 역사상 기록된 최대 
DDoS 공격 보다 15배가 더 큰  
볼류메트릭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HTTP 인터넷  
트래픽의 10%에 달하는 300B 이상의 
요청을 매일 관찰함으로써 
Cloudflare는 네트워크에 있는 
8,000,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으로부터 학습하여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사용의 용이성
 
Cloudflare는 5분 만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Cloudflare의 사용 편의성  
덕분에 회사는 더 많은 직원에게 보안  
정책 책임을 확대하고, 새 정책을  
배포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고,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상태에 대한 조정을 
시기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통합 보안 및 성능
 
Cloudflare는 보안을 위해 성능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Cloudflare의 보안 기능은 성능을 감소
시키는 대신 트래픽 가속과 통합된 낮은 
대기 시간의 보안서비스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할수 있습니다.

Cloudflare 보안 서비스
글로벌 Anycast 네트워크
Cloudflare의 글로벌 Anycast 네트워크는 
합법적 및 비합법적인 트래픽 급증이나 
공격을 둘 다 흡수하여 웹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API의 표면적을 
증가시킵니다.

사용 사례 : 
DDoS 공격

 
IP 평판 데이터베이스
수백만 개의 IP를 보유한 Cloudflare의 IP 
평판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 피드백과 동적 
평판 점수와 함께 데이터 중심 보안 계층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 사례: 
DDoS 공격 
악의적인 봇 남용 차단

DNS
Cloudflare DNS는 도메인 확인을 위한 
DDoS 방어로서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부터  
7백만 개가 넘는 인터넷 자산을 보호하는  
15 Tbps의 네트워크와 같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함께 포함된 DNSSEC는 
인증을 제공하여 DNS 상단에 신뢰 계층을 
추가합니다.

사용 사례: 
DDoS 공격 
고객 데이터 유출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
Cloudflare의 엔터프라이즈급 WAF(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는 규칙 집합(OWASP 
상위 10대, Cloudflare 구축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생성)을 실행하여 Cloudflare 
네트워크 에지에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계층 취약성을 감지하고 차단합니다.

사용 사례: 
DDoS 공격 
고객 데이터 유출 
악의적인 봇 남용 차단 
                                                                       

Rate Limiting
Cloudflare의 DDoS 솔루션이 볼류메트릭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공격을 자동으로 
방어함에도 불구하고 적지만 여전히 악의적인 
트래픽을 방어하기 위해 구성 가능한 제어 
장치를 보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Rate 
Limiting은 요청 속도가 의심스러운 방문자를 
차단하거나 자격을 확인하는 세밀한 제어를 
제공하여 중요한 리소스를 보호합니다.

사용 사례: 
DDoS 공격 
고객 데이터 유출 
악의적인 봇 남용 차단

SSL / TLS 1.3
TLS(전송 계층 보안) 암호화를 통해 방문자와 
원본 서버 간 HTTPS  연결을 구현하여 
메시지 가로채기(man-in-the-middle) 
공격, 패킷 스니핑, 웹 브라우저 신뢰 경고 
표시 등을 방지합니다.

사용 사례: 
고객 데이터 유출

Argo Tunnel
Cloudflare는 공용 인바운드 포트를 
열지 않고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와 
애플리케이션의 원본 서버 간에 암호화된 
터널을 만듭니다.

사용 사례 : 
DDoS 공격 
고객 데이터 유출

Cloudflare Spectrum
Spectrum은 Cloudflare의 Anycast 
네트워크를 통해 웹 이외의 트래픽을 
프록시하여 볼류메트릭 DDoS 공격과 데이터 
도난으로부터 TCP 애플리케이션 및 포트를 
보호합니다.

사용 사례: 
DDoS 공격 
고객 데이터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