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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2012년 이후로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DDoS 공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금융 기관
및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DDoS 차단을 포함시키도록 네트워크를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 고객을 돕기 위해 F5는 다계층 DDoS 차단 아키텍처를 개발했습니다. Tier
1은 DNS 및 Layer 3/Layer 4에 대한 DDoS 공격을 완화합니다. 네트워크 공격의 위협에서
해방된 Tier 2는 CPU 자원을 활용해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업들은 모든 유형의 DDoS 공격을 차단할 수 있으며, 여러 F5 고객 기업의
데이터센터에서 이미 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DDoS의 4가지 범주
DDoS 위협 양상이 계속해 진화하고 있으며, F5는 이러한 공격들이 볼륨(volumetric) 공격,
비대칭적(asymmetric) 공격, 연산(computational) 공격, 취약성(vulnerability) 기반 공격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공격 범주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볼륨((volumetric) 공격 — Layer 3, Layer 4 또는 Layer 7에서 이루어지는 플러드(flood)
기반 공격

•

비대칭적(asymmetric) 공격 — 타임아웃 또는 세션 상태 변동을 실행하도록 고안된
공격

•

연산(computational)

•

취약성(vulnerability) 기반 공격 — 소프트웨어 취약성을 악용하는 공격

공격 — CPU 및 메모리를 소비하도록 고안된 공격

방어 메커니즘은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
주요 기업들은 보안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구성으로 이들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F5는 이들 기업들과 협력하여 구성 요소를 세부 조정함으로써
특정한 데이터센터 규모 및 업계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권장 DDoS 공격 완화
아키텍처를 개발했습니다.

DDoS 차단 솔루션의 구축
아래 아키텍처는 잘 알려진 업계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구축된 멀티 Tier DDoS 차단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이들 장치들 중 일부는 다른 벤더 및 공급업체(예: 방화벽 및 클라우드 기반
scrubbing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일부는 F5 고유의 구성 요소이며 그 어떤 다른
대체 장치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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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차단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
표 1에서는 DDoS 아키텍처 구성 요소들과 이를 통해 완화되는 4개 DDoS 공격 범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범주

완화 구성 요소

권장 공급업체

클라우드 기반 Scrubbing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Prolexic, Verizon, VeriSign
F5

비대칭적 공격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F5
F5

연산 공격

ADC(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네트워크 방화벽

F5

IP 평판(Reputation) 데이터베이스

Webroot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IDS(Intrusion Detection
System)

Sourcefire

ADC(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F5

볼륨공격

취약성 기반 공격

표 1: DDoS 완화 구성 요소와 해당 공격 유형 대응

클라우드 기반 DDoS scrubbing 서비스
외부의 클라우드 기반 DDoS scrubbing 서비스는 모든 DDoS 완화 아키텍처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공격자가 1 Gbps의 ingress 지점에서 50 Gbps의 데이터를 전송하면 아무리 많은
온 프레미스 장비가 투입되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출입구에

클라우드 기반 DDoS scrubbing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법:

•

공격 받기 전에
선택하십시오. 이미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자주 공격을 받는 산업
분야의 업체라면, 월 정액
요금제를 선택하십시오.

•

공격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건별
서비스 계약(per
engagement)을
체결하십시오. 이 정책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제공업체들과 협상을 할
때는 1년 간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기업의
대역폭 서비스 제공업체 내에서 호스팅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선의의 사용자와 확실한
공격자를 초기에 분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공격 중 모든 가용 ingress 대역폭을 소모시킬 정도의 볼륨 공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토탈 솔루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 scrubbing 서비스는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은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파악하고 있듯이, 해커들은 이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악용해 목표 대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발생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식하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공격을 동원해
보안망을 피해나갈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느린 공격은 클라우드 기반의
scrubbing 서비스의 탐지를 회피하는 데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서비스들은 암호화된 트래픽과 웹 폼 POST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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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인식 네트워크 방화벽
네트워크 방화벽은 오랫동안 경계선 보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트워크 방화벽들이 DDoS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판매된
방화벽들 중 상당수는 가장 단순한 Layer 4 공격에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방화벽이
공격을 인식해 완화하지 못한다면 막강한 쓰루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Layer 3 및 Layer 4 기반 보안 제어 장치의 경우, F5는 아키텍트들에게 DDoS를 인식할 수
있는 대용량 네트워크 방화벽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키텍트들은 수 백만
개(수 천 개가 아니라)의 동시 연결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SYN 플러드를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ADC(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ADC는 네트워크에 전략적 제어 지점을 제공합니다. ADC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프로비저닝 및
제어하면 DDoS 방어 수준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5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의 풀 프록시 속성은 HTTP 및 DNS 같은 공통 프로토콜을 검증함으로써 연산
공격과 취약성 기반의 공격을 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F5는 풀 프록시 ADC를 권장합니다.

통합 DDoS 차단 기능을 갖춘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정책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높은 수준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 구성 요소는 볼륨 HTTP 플러드(volumetric HTTP flood)이건, 취약성 기반의
공격이든 관계 없이 애플리케이션 계층 공격을 찾아내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몇몇 벤더들이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DDoS 아키텍처를 위해 F5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사의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모듈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F5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은 해킹 차단,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차단, PCI 규격
준수 등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F5 고객들은 ADC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제공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책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F5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는 SSL 트래픽의 분산 및 검사를 실행합니다.
고객들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과 ADC를 함께 사용해 암호화된 페이로드의 보안
분석과 SSL termination을 하나의 장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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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Intrusion Detection System)/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IDS/IPS는 DDoS 완화와 관련하여 비교적 비중이 적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5는
IDS/IPS 기능을 단일 사이트에 구축(예를 들어 Layer 4 방화벽에 통합)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특정 웹 서버와 같이 고유의 추가 차단 기능이 필요할 수 있는 백 엔드 구성
요소들의 전방에 있는 특정 인스턴스에 IDS/IPS를 구축해야 합니다.

IP 평판(Reputation) 데이터베이스
IP 평판(Reputation) 데이터베이스는 DDoS 공격자가 알려진 스캐너를 이용해 추후 공격 및
침투에 악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비대칭적 DoS 공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P 평판(Reputation) 데이터베이스는 F5가 권장하는 2 Tier 아키텍처의 Tier 중
하나에 연결될 수 있으며, 내부에서 생성하거나 외부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계층 DDoS 차단 아키텍처
고대역폭 고객들의 경우, F5는 2Tier DDoS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의
첫 번째 Tier는 Layer 3 및 Layer 4 네트워크 방화벽 서비스와 두 번째 Tier에 대한 간단한
로드밸런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Tier는 SSL termination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스택을 포함해 보다 정교하고, 보다 CPU 집약적인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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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Tier F5 DDoS 차단 레퍼런스 아키텍처

다계층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이 강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Tier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사용이
늘어나면 첫 번째 Tier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Tier에 또 다른
어플라이언스(또는 블레이드)를 Tier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Tier마다 사용하는 하드웨어 플랫폼, 심지어 소프트웨어 버전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Tier에서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면, 첫 번째 Tier는 완벽하게 검증이 될 때까지
트래픽의 일부에만 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5 구성 요소 및 기능
표 2에는 특정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DDoS
차단 아키텍처의 F5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BIG-IP® Advanced Firewall Manager™ (AFM)

•

BIG-IP® Local Traffic Manager™ (LTM)

•

BIG-IP Global Traffic Manager™ (GTM)

•

BIG-IP Application Security Manager™ (ASM)

7

백서
F5 DDoS 차단 레퍼런스 아키텍처

F5 구성 요소

Tier 1

Tier 2

DNS

BIG-IP AFM

BIG-IP LTM

BIG-IP LTM

BIG-IP ASM

BIG-IP GTM with DNS
Express™

OSI 모델

Layers 3-4

Layer 7

DNS

기능

네트워크 방화벽

SSL termination

DNS 해석

Tier 1 로드밸런싱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DNSSEC

IP 평판(Reputation)
블랙리스트

2차 로드밸런싱

SYN 플러드

Slowloris

UDP 플러드

ICMP 플러드

Slow POST

DNS 플러드

이상 패킷

Apache Killer

NXDOMAIN 플러드

TCP 플러드

RUDY/Keep Dead

DNSSEC 공격

알려진 악당

SSL 재연결(renegotiation)

완화시키는 공격

표 2: F5 구성 요소와 해당 DDoS 완화 기능

단일 Tier 접근 방식
고대역폭 환경에서는 2Tier 아키텍처가 선호되고 있지만, F5는 많은 고객들의 경우, 다중
DDoS Tier를 구축하는 것이 저대역폭 환경에서는 과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고객들은 네트워크 및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서비스에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비스를 통합한
DDoS 완화 경계선 장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전략들이 이들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Tier 1과 Tier 2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대체 아키텍처 내 단일 통합 Tier에 간단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DDoS 차단 아키텍처를 이용한 가용성
유지
Tier 1 - 네트워크 방어
첫 번째 Tier는 네트워크 방화벽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SYN 플러드 및 ICMP 단편화
플러드 같은 연산 공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Tier는 ingress 지점의
혼잡(일반적으로 정격 파이프 사이즈의 80 ~ 90%)을 틈탄 볼륨 공격도 완화합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 Tier에서 IP 평판(Reputation)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DDoS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IP 주소를 소스별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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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들은 첫 번째 Tier를 통해 DMZ의 DNS 서버로 DNS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올바른 Layer 4 제어를 통해 DNS 패킷을 서버에 전송하기 앞서 이들 패킷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Tier 1이 네트워크 Tier의 DDoS 공격 차단

연산 DDoS 공격 차단의 핵심: TCP 및 SSL 연결 플러드 완화
TCP 연결 플러드는 Layer 4 공격으로서 네트워크의 모든 stateful 장치, 특히 DDoS를
차단하지 못하는 방화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stateful 장치에 있는 플로우
연결 테이블의 메모리를 소모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연결 플로우는 실제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Tier 1은 대용량 연결 테이블에 이러한 연결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공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TCP 연결 플러드는 풀 프록시 방화벽에 의해
완화되기도 합니다.
SSL 연결 플러드는 암호화된 트래픽을 종료시키는 장치를 공격하도록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암호화된 내용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SSL 연결은 50,000 ~ 100,000 바이트의
메모리를 소모합니다. SSL 공격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F5는 TCP 및 SSL
연결 플러드를 완화하기 위해 용량(capacity) 기법과 풀 프록시 기법을 모두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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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 및 SSL 연결 플루드. 표 3은 F5 기반 네트워크 방화벽의 연결 용량을 보여줍니다.
플랫폼 시리즈

TCP 연결 테이블 사이즈

SSL 연결 테이블 사이즈

VIPRION Chassis

1천200만-1억4천400만

100만-3천200만

High-End Appliances

2천400만-3천600만

250만-700만

Mid-Range Appliances

2천400만

400만

Low-Range Appliances

600만

70만-240만

Virtual Edition

300만

70만

표 3: F5 하드웨어 플랫폼의 연결 용량

Tier 2 - 애플리케이션 방어
두 번째 Tier에 대해, F5는 F5® iRules®을 사용해 login wall,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정책,
동적 보안 환경 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인식하고 CPU 집약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들 구성 요소는 종종 Tier 2의 대상별 IDS/ IPS 장치와 랙 공간을
공유합니다.
Tier 2는 일반적으로 SSL termination이 이루어지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Tier 1에서 SSL
termination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안 경계선에서 유지하는 데 비해 SSL 키와 정책이
민감하다는 점에서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림 3: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DDoS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Tier 2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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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DDoS 공격 차단의 핵심: GET 플러드 완화
반복적인 GET 및 POST 요청은 오늘날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트래픽과의 구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GET 플러드는 데이터베이스와 서버를 마비시키고
"리버스 풀 파이프(reverse full pipe)"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F5는 한 공격자가 대상
장치에 100 Mbps의 GET 쿼리를 전송해 20 Gbps의 데이터를 발생시킨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GET 플러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로그인 방화벽 방어

•

DDoS 차단 프로파일

•

실제 브라우저 적용

•

CAPTCHA

•

요청 제한(request-throttling) iRules

•

커스텀 iRules

이러한 전략에 대한 구성 및 설정은 F5가 권장하는 DDoS 차단 전략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Tier 2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장치 세트를 사용해 각각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DNS DDoS 완화
DNS는 HTTP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DNS 서비스가
중단되면 모든 외부 데이터센터 서비스(단순히 단일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에 영향이 미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서비스 중단을 야기하는 단일 장애 지점(SPOF: Single Point of Failure)과
종종 과소 프로비저닝되는 DNS 인프라로 인해 DNS는 공격자들에게 매우 좋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쿼리 플러드에 대한 DNS 서비스 과잉 프로비저닝
DNS 서비스는 지금까지 과소 프로비저닝되어 왔습니다. DNS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중소
규모의 DDoS 공격 조차도 차단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과소 프로비저닝되었습니다.
DNS 캐시는 DNS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능을 높이고 일반적인 DNS 쿼리 공격을 다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공격자들은 캐시를 통해 제공되는 성능 향상 효과를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는 "no such domain"(또는 NXDOMAIN)이라는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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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5는 DNS Express라는 특수한 고성능 DNS 프록시 모듈이
제공되는 프론트 엔드 BIG-IP GTM DNS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DNS
Express는 기존 DNS 서버의 전방에서 절대적인 리졸버(absolute resolver)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서버에서 zone 정보를 로드한 다음, 각 단일 요청을 해석하거나
NXDOMAIN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캐시가 아니기 때문에 NXDOMAIN 쿼리 플러드를 통해
비워질 수 없습니다.

DNS 서비스의 배치 고려
DNS 서비스는 1차 보안 경계선에서 분리된 별도의 자체 장치 세트 형태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DNS와 DNS가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독립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안 경계선의 일부가 무너졌을 경우 DNS는 경로를 재지정해 요청을 보조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습니다. DNS를 보안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과 분리시키는
것이 유연성과 가용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 중 일부는 BIG-IP GTM과 DNS Express 및
BIG-IP AFM 방화벽 모듈을 함께 사용해 주요 보안 경계선 밖에서 DN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가장 큰 이점은 DDoS로 인해 Tier 1 방화벽이 무너졌을 경우에도 DNS
서비스의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NS가 DMZ 안에서 지원되든 밖에서 지원되든 관계 없이, BIG-IP GTM 또는 BIG-IP AFM은
DNS 서버에 타격을 입히기 전에 DNS 요청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활용 사례
아래에 일반적인 3 가지 고객 시나리오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활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1.

대기업 FSI(Financial Service Institution) 데이터센터

2.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3.

중소, 중견 기업(SMB) 데이터센터

아래에 나와 있는 각각의 활용 사례에는 구축 시나리오 다이어그램과 활용 사례의 세부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해당 시나리오에서 F5 구성 요소에 권장되는 사이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이징 정보는 표 7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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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FSI DDoS 차단 레퍼런스 아키텍처

그림 4: F5 DDoS 차단 대기업 FSI 데이터센터 구축 시나리오

금융 고객 시나리오
금융권 고객의 데이터센터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성숙한 단계의 DDoS 차단 활용 사례입니다.
금융 고객군(이하: Financial Service Industry, FSI)들이 지금 바로 이 솔루션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SI는 여러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하지만, 클라우드 기반
scrubbing 서비스를 위한 볼륨 DDoS 차단 서비스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SI의
데이터센터는 내부 직원이 적기 때문에 NGFW(Next-Generation Firewall)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FSI들은 정부/군사 부문을 제외하고는 가장 엄격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FSI들은 데이터센터 전반에서 페이로드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FSI들은 인터넷 상에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 클래스(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DoS 뿐만 아니라 해킹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2Tier 아키텍처는 FSI들이 Tier 1의 기존 보안 장비와 독립적으로
Tier 2에서 CPU 집약적이고 포괄적인 보안 정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활용 사례는 FSI들이 기존 보안 장비를 유지(실제로 활용)하면서 DDoS 차단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Tier 1의 방화벽들은 본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Tier 2의 BIG-IP
ASM 장치들은 보안 침해를 계속해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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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F5 장비

Tier 1

VIPRION Chassis (Pair)
VIPRION 애드온: BIG-IP AFM

Tier 2

Mid-Range BIG-IP Appliance (Pair)
라이센스 애드온: BIG-IP ASM

DNS

Mid-Range BIG-IP Appliance (Pair)

표 4: FSI 고객 구축 시나리오를 위한 사이징 권장 사항

엔터프라이즈 DDoS 차단 레퍼런스 아키텍처

그림 5: F5 DDoS 차단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구축

엔터프라이즈 고객 시나리오
엔터프라이즈의 DDoS 차단 시나리오는 대기업 FSI의 시나리오와 유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엔터프라이즈는 데이터센터 내부에 직원을 두기 때문에 NGFW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ingress 및 egress 지점 모두에서 단일 NGFW를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이 경우 DDoS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엔터프라이즈의 경우 종종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제공하는 볼륨 DDoS
차단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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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는 ingress 애플리케이션 트래픽과 별도의 경로에 있는 소형
NGFW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Tier를 사용하면 비대칭적 확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ier
2의 CPU가 비싼 경우에는 BIG-IP ASM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산업 분야와 회사별로 요구사항이 모두 다릅니다. 두 Tier 모두에서 F5 장비를
사용하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고객들이 어디에서 SSL 트래픽을 암호 해독(및 선택적
재암호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Tier 1의 SSL에서
SSL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가 해독된 트래픽을 지능적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네트워크 탭과 떨어진 곳으로 미러링할 수 있습니다.
위치

F5 장비

Tier 1

High-End BIG-IP Appliance (Pair)
라이센스 애드온: BIG-IP AFM

Tier 2

Mid-Range BIG-IP Appliance (Pair)
라이센스 애드온: BIG-IP ASM

DNS

Mid-Range BIG-IP Appliance (Pair)

표 5: 엔터프라이즈 고객 구축 시나리오를 위한 사이징 권장 사항

SMB DDoS 차단 레퍼런스 아키텍처

그림 6: F5 DDoS 차단 중소, 중견 기업 데이터센터 구축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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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 기업(SMB) 고객 시나리오
중소, 중견 기업의 데이터센터는 통합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보안을 제공하는 좋은 활용
사례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투자 대비 최고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하나의 장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며, DDoS 공격이 벌어지는 동안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할 의향도 있습니다.
이 활용 사례에서 고객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가용성에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BIG-IP
ASM에서 정책 문제가 발생하거나 애플리케이션 가시성 및 레포팅 기능이 트래픽을 따라잡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의 2Tier 아키텍처를 지원할 인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단일 아키텍처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일 플랫폼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F5는 고가용성 시스템, 탁월한 확장성 및 성능,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한층 더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일 Tier 아키텍처의 가장 큰 이점은 분명 비용 절감입니다. 이들 고객들은 매일 매출을
창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탁월한 DDoS
솔루션을 구축합니다. 통합 환경은 랙 공간, 전력, 관리 인력 및 기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치

F5 장비

단일 Tier

미드 - 하이엔드 BIG-IP Appliance Pair
라이센스 애드온: BIG-IP GTM
라이센스 애드온: BIG-IP ASM
라이센스 애드온: BIG-IP AFM
라이센스 애드온: BIG-IP APM

표 6: 중소, 중견 기업 고객 구축 시나리오를 위한 사이징 권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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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사양
표 7에는 고객의 확장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F5 하드웨어 장치의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ICMP 플러드

HTTP 플러드
(JavaScript
redirect)

SSL 플러드
(2만 건
이상의
공격 요청)

TCP 연결

SSL 연결

1억 9,600만

100 Gbps

350,000*
RPS

16,000 TPS

4,800만

1,000만

80 Gbps

8,000만

56 Gbps

175,000*
RPS

16,000 TPS

3,600만

700만

40 Gbps

4천 만

32 Gbps

131,000 RPS

16,000 TPS

2천400만

400만

30 Gbps

4천 만

32 Gbps

131,000 RPS

16,000 TPS

2천400만

400만

쓰루풋

SYN
플러드(초당)

160 Gbps

VIPRION 2400
4-블레이드
섀시
10,200V
Appliance
하이엔드
어플라이언스
7200V
Appliance
미드레인지
어플라이언스
5200v
Appliance
로우레인지
어플라이언스
*

추정

표 7: DDoS 차단을 위한 F5 하드웨어 사양. 구체적인 사이징 권장 사항에 대한 고객의 활용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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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여기에서 권장되는 DDoS 차단 레퍼런스 아키텍처에는 오랜 세월 고객에 대한 DDoS 공격과
전쟁을 치르면서 쌓아온 F5의 노하우가 녹아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들은 통합 접근 방식을
통한 성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FSI들은 F5가 권장하는 2Tier 아키텍처가 모든 보안
제어 용도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이러한 2Tier 아키텍처를 토대로 보안 제어 장치를 재배치 및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2Tier

DDoS 차단 아키텍처는 오늘날 아키텍트들이 신종 DDoS 위협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유연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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