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ve Got You Covered

에지오 코리아

Global Edge
Enablement

300 PoPs

7,000 Global Interconnects

업계 최대 규모, 최소 속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프로그래머블 엣지 네트워크

에지오와 함께 앱과 콘텐츠를

빠르고 안전하게 구축하세요

Delivery AppOps Security

에지오는 상업, 기술, 금융, 미디어,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엣지 기술을 

활용하여 1,200명 이상의 고객 및 3만 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큰 글로벌 프라이빗 네트워크 200+Tbps, 300+PoP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CDN을 필두로 최신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혁신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업계 최대 규모, 최고 속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프로그래머블 엣지 네트워크

Performance Productivity Protection

글로벌 엣지 플랫폼으로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여 더 

가치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엔터프라이즈급의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여 보안 위험 

요소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The world’s top brands rely on us.

300+
Points of Presence

(PoPs)

7,000
Global 

Interconnections

200+ Tbps
Global 

Capacity

Multiple PoPs Curren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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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IO DELIVERY EDGIO APPOPS EDGIO SECURITY

Features Features Features

여러 디바이스에 걸쳐 자주 다운로드하는 

방대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

니다. Edgio는 글로벌 CDN을 활용하여 대용량 

파일도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dgio는 고품질 콘텐츠 전송을 위해 고객과 함께 계획하고 원하는 개선된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300+ Points of Presence (PoPs)

200+ Tbps of global capacity

7,000 global interconnections

최대 규모, 최고 속도 및 최상의 프로그래머블 

엣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분들이 웹 앱과 

API를 쉽게 구축, 출시, 보호 및 개발 가속화

할 수 있는 글로벌 스케일 플랫폼입니다.

보안 통합 솔루션으로 애플리케이션 제어, 보호 및 모니터링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WAAP, DDoS Protection, Bot Management로 

오류를 줄이고 네트워크는 물론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구축

하세요.

에지오는 상업, 기술, 금융 서비스, 미디어, 게임 등 3만 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40개 이상의 프레임워크 통합

2배 향상된 개발자 생산성

1,200명 이상의 고객 지원

Why Edgio Delivery Why Edgio AppOps Why Edgio Security

멀티레이어 보안•공격은 스택에서 위아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Edgio는 

비즈니스를 위에서 아래로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보안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멀티레이어 접근 방식을 구현했습니다.

  WAF(Web Application Firewall)┃기본 제공되는 WAF를 통해 SQL 주입, XSS(Cross-Site 

Scripting), RCE(Remote Code Execution) 같은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하고, 완화할 수 있

습니다. 

  봇 관리┃봇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통해 Edgio는 

사이트에서 봇 트래픽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진화합니다.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보호┃Edgio 소프트웨어의 상시 DDoS보호 기능이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차단하며, 현재까지 기록된 최대 규모의 공격보다 70배 더 큰 용량을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API 기반┃API를 통해 원하는 SIEM 도구에 연결하여 수정하는 데 사용하거나 Edgio의 강력한 

U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업계 최초의 듀얼 WAF┃새로운 규칙을 테스트할 때 운영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존 

보안 규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실행•Edgio의 웹 보안 플랫폼은 DevOps 엔지니어에 의해 개발

되었고 Edgio 백본에 직접 통합되므로 가동하고 실행하기 위해 따로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안 니즈 맞춤설정┃Edgio는 고객과 함께 트래픽을 검토 및 분석하며 고객의 구체적인 니즈에 

맞춰 설정합니다. Edgio Security를 이용할 때 “만능” 접근 방식이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됨┃Edgio 보안 제품군은 전문가들의 관리 아래 GDPR 및 CCPA를 준수하며, 

승인된 비자 및 마스터카드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음으로써 PCI-DSS Level 1 규정 준수를 

유지합니다.

완전 관리형 보안 서비스 확보•Edgio는 고객이 받는 공격을 함께 완화 

하고 대처하기 위해 24/7/365 보안 모니터링 위협 탐지 및 위협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유지보수 간소화┃Edgio는 CDN, 보안, 분석, 모니터링, 구축 기능을 통합합니다.

  실시간 인사이트┃캐시 적중(cache hits) 및 미스 분석(misses analytics) 기능을 활용

하여 사이트를 탐색하는 라이브 사용자의 정확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웹 CDN•Edgio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 유지, 운영하는 업계 

유일의 프로그래머블 CDN입니다.

  가장 빠른 글로벌 네트워크┃세계에서 가장 레이턴시(대기시간)가 짧은 글로벌 CDN 

서비스를 활용하여 1,000개 이상의 ISP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커버리지 구축┃300개 이상의 PoP, 200Tbps의 글로벌 용량, 7,000개 글로벌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CDN•전세계에 분산된 대규모 사설망과 강화된 엣지 캐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프리뷰 URL 액세스┃구축 작업에 투입된 팀 구성원들이 빠르게 검토 및 피드

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시 접속 URL을 생성합니다.

  엣지 로직 구성┃작업 초기 단계에 확인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업데이트를 푸시합니다.

  원클릭으로 롤백 옵션 지원┃사이트에서 오류가 생기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손쉽게 이전 버전으로 롤백이 가능합니다.

빠른 개발 속도•자바 스크립트 기반 CDN 및 협업 개발 도구를 사용함으

로써 불필요한 재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최대 2배 빠르게 릴리스할 수 

있습니다.

  동적 데이터┃엣지에서 모든 콘텐츠를 캐시하여 페이지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으며, 

페이지 로드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용자가 접근하기 전에 빠른 콘텐츠 로딩┃선택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미리 준비

하여 사용자의 시간을 절감합니다.

즉각적인 페이지 로드•사용자가 클릭하기 전에 모든 콘텐츠가 캐시되고 

미리 준비되어 빠르게 전송됩니다.

  대용량 서버 구축┃50GB 캐시 용량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기존 라우팅 시스템 연결┃기존 시스템을 유지함과 동시에 고성능의 안전한 로컬 네트

워크 범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SP를 위한 엣지 캐시•신규 가입자 및 외부 콘텐츠 공급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Web Application & API Protection (WAAP)

글로벌 네트웍크 DDoS Protection 24x7 SOC 전문 서비스

Low Latency Video & 
Download

Power Your Application 
at the Developer’s Edge

WAF, Bot and DDoS 
protection at your fingertips

Your global, private network for media and software distribution Build, Optimize, Modernize and Future-Proof Your Applications Protect Your Web Applications and APIs

  엣지에서 다운로드 실행┃대용량 소프트웨어 및 파일 다운로드를 엣지에서 실행되도록 

하여 다운로드 시간을 단축합니다.

  파일 보호┃글로벌 HTTPS 풋프린트, 토큰 인증, 내장된 지오-펜싱(geo-fencing) 등을 

통해 다운로드를 보호합니다.

  성능을 위한 퍼지(Purge) 기능┃실시간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제거하여 사용자에게 

관련없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빠르고 안전한 다운로드•Edgio는 파일을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규모에 

맞게 전송하여 사용자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