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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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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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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 데이터3법 = 빅데이터 3법 = 데이터 경제 3법
* 2020년 1월 9일 본회의 통과, 8월 5일 시행

법명 주요 내용

개인 정보 보호법

가명 정보 개념 도입 및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 목적 범위 구체화

가명 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 마련

개인 정보 관리 감독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로 일원화

신용 정보법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법적 근거 명확화

신용 정보 통합 조회(마이 데이터) 도입 및 금융 분야 규제 정비

신용 주체자의 본인 정보 통제 기능 강화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규제 감독권 개인 정보보호 위원회로 이관



마이데이터 사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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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안 공표

시행령, 규칙, 감독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사전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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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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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접수



마이데이터(MyData)

정보 주체

금융 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서비스

개인 신용 정보
전송 요구권

API 방식의
정보 전달

본인 정보
일괄 제공

①

②

③

금융정보 통합 조회



마이데이터

● 은행 계좌, 신용카드 내역 등의 금융 데이터 주인은 금융사가 아닌 개인

●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

● 데이터 3법 발의로 인해 2020년 8월부터 마이데이터 산업 가능

● 개인의 동의 이후 금융사는 개인의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

● 개인 금융 정보의 빅데이터화로 인한 분석, 추천 e.g.) 재테크

● 금융 외에 구매, 통신, 의료, 교통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 파생된 정보들로 증가



데이터 개방의 필수 요소 - API

• 서비스와 서비스의 조합
•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
• Microservices
• RESTful API
• API 게이트웨이의 필요성



CDN을 활용한 API 전달

Quota: 700 req/hour
Throttle: 15 req/sec

자바스크립트 앱

웹 페이지

모바일 앱

Akamai Intelligent Platform

Microservice
Microservice

API

API 게이트웨이

Microservice
Microservice

API

사용자 주변 엣지 API 서버 주변 엣지

Quota: No limit
Throttle: 30 req/sec

Quota: 10K req/hour
Throttle: 10 req/sec

사용자 애플리케이션(Frontend)와 데이터 원본과의 연결



데이터 개방 시대의 IT 환경

• 시장 적시성
• 서비스 안정성
• 인프라 관리의 용이성
• 서비스 성능
• 보안

사업자
• 통합된 개발 프레임워크
• 빠른 통합과 배포(CI/CD)
• 개발 표준화
• 보안

서비스 개발자
• 성능 지연 최소화
• 확장성
• 서비스 연속성
• 보안

인프라 담당자



데이터 개방 시대의 IT 환경

●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른 기존 On-Prem환경에서 클라우드로의 이동

● 클라우드 시대에 알맞는 적절한 보안의 필요성

● DDoS, 웹 공격, 인증 도용, API 공격, 스크립트 공격의 방어 필요

● 클라우드 보안에서 엣지 보안으로의 트렌드 이동

● 엣지 보안을 통한 최단의, 최선의 방어 필요

● 데이터 전달 매체인 API 보안 중요



전통적인 네트워크 보안 모델



SASE(Secure Access Service Edge)

SASE

• CASB(Cloud Access Security Broker)

• SWG(Secure Web Gateway)

• FWaaS(Firewall as a Service)

• Always Verify Network Access

• VPN(Virtual Private Network) 

SD-WAN(Wide Area Network)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Carrier

Bandwidth Aggregation

Networking Vendors



SASE(Secure Access Service Edge)

Identity 중심 •네트워크 복잡도 감소

•관리 비용 감소

•개선된 네트워크

•개선된 사용자 인증

•정책 중심의 보안

•더 빠른 보안 위협 대응

클라우드 Native

엣지 컴퓨팅

글로벌 분산



SASE(Secure Access Service Edge)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

내부 네트워크
=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내부 네트워크란 없음 (클라우드 전환)

ZTNA

내부 네트워크에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이 존재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필요시 인증절차 진행”

전체 네트워크 접근 가능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네트워크에 혼재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항상 인증하여 어플리케이션 접속”

어플리케이션 기준 접근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ZTNA)

임직원 접속

외부 관계자 접속

원격 접속

회사 내부

협력사, 파트너사

집으로 이동

(EAA Edge)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플랫폼

- SSO
- 다단계 인증
- 통합 ID 기반

EAA 특장점

·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접근 허용

· 제로 트러스트 클라우드의 경계선

SaaS (SFDC, 오피스365 등…)

IaaS (AWS, AZURE 등…)

HTML5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필요없이 브라우저로
어플리케이션 액세스(HTTP/S, RDP, SSH, VNC 호환)
차세대 원격 액세스 솔루션

1

방화멱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음)2

사내 웹 어플리케이션
(Sharepoint 등…)

데이터 센터

Windows/Linux 서버
(RDP/SSH)

EAA 
Connector

사내 디렉토리 서비스 연동(Active Directory / LDAP)3



엣지에서의 보안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Value Chain

Core

직접 운영하는

IT 인프라

• IDC

• 호스팅

• 코로케이션

사용자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클라우드 자원을 공급(Provide)

• IaaS

• PaaS

• SaaS

Cloud

사용자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클라우드 자원을 빠르고

안전하게 방어와 전달(Delivery)

• Edge security services

• Edge delivery services

• IoT services

Edge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디지털 환경 지원

• 지역 특성

• 디바이스

• 운영체제

• 네트워크(ISP, AS#,..)

• 브라우저

Digital Touchpoint

클라우드에서 엣지로의 이동



Akamai 엣지 컴퓨팅 플랫폼

퍼블릭 클라우드 (80ms 거리)

↑ CAPEX 없음
↑ 관리 오버헤드 감소
↑ 수직.수평 확장 가능

↓ 클라우드 리전은 사용자와 먼 곳에 위치

온-프레미스 (140ms 거리)

↑ 서버 하드웨어에 대한 물리적 제어
↑ 스토리지 및 보안에 대한 전체 제어

↓ 유휴 서버로 인한 상당한 H/W CAPEX
↓ 관리 및 운영 오버헤드

엣지 (10ms 거리)
↑ CAPEX 없음
↑ 관리 오버헤드 감소
↑ 자동 수직/수평 확장 가능

↑ 디바이스에 가장 가까운곳에 위치
↑ 대기 시간이 짧은 고가용성

최종 사용자와의 거리



Akamai

Akamai HQ 
@Boston,

Massachusetts



미국 선거
21 Gbps

2021년 200 Tbps: Akamai 피크트래픽

‘04

Hulu 출시
444 Gbps

‘07

미국 선거
1 Tbps

‘08

로열 웨딩
1.3 Tbps

‘11

슈퍼볼XLVI
1.4 Tbps

‘12

월드컵/게임 다운로드
65 Tbps

‘14
리오 올림픽
46 Tbps

‘16

포트나이트
106 Tbps

‘19

챔피온스 리스/게임 다운로드
83.6 Tbps

‘18
월드컵 축구/
올림픽 하키
7 Tbps

‘19

콜오브듀티/애플/마이크로소프트
180.8 Tbps

‘20

Apex Legends:Legacy
190.5 Tbps

‘21

‘21

포트나이트/레인보우 식스
200 Tbps

360000개 이상의 엣지 서버

135개국 서비스 국가

23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설립 방송사급 규모로
HD 비디오 공개

통합 WAF 및
DDoS 출시

Dow Jones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인정

일별 2조 건의
쿼리 관리

매출
20억 달러 달성

스티브 잡스의
Macworld 기조 연설

스트리밍

ESPN에 March 
Madness 제공

EMEA 및 APJ에서
사업 확장

클라우드 WAF
도입

매출
1억 달러 달성

폴란드, 이스라엘, 
코스타리카에 Centers of 

Excellence 설립

역사상 최대 규모의
DDoS 공격 방어

블록체인 기반 결제
네트워크 발표

iTunes에 다운로드
기능 제공

소치 올림픽 및 FIFA 월드컵에서
스트리밍
기록 경신

“Episode I —The 
Phantom 

Menace”의 트레일러
배포

WAF
DDoS     

S&P 500에
추가됨

최고 웹 트래픽
신기록 수립

기록적인 동시 스트리밍
제공

2018201420102002 20061998 2019 2021

트래픽 기록
갱신



Akamai 한눈에 보기

Data Source: Akamai Intelligent Edge Platform. January 2020.

글로벌 플랫폼

• 135+개 국가

• 1,500+개의 네트워크

• 3,900+개의 위치

• 360,000+대의 서버

인사이트 생성

• 매일 1억 개의 IP 주소

• 매일 13억대의 디바이스와
상호 작용

• 매일 7.5 페타바이트 처리

일별 트래픽 가속

• 초당 4천만 건의 히트수

• 매일 2조 건 이상 전송

• 초당 100테라비트 이상

인적 지원

• 7,700명 이상의 직원

• 60개 이상의 글로벌 지사

•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8곳의 글로벌 운영 센터



Magic Quadrant
For Web Application Firewalls, 2020

Critical Capabilities
For Cloud Web Application and API Protection, 2020

Magic Quadrant
For Web Application Firewalls, 202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