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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d Communications was founded in 2006 with the mission of helping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SMBs) migrate to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 
telephony. The company has since diversified into business internet, network 
security, Wi-Fi, and cloud managed services, which it offers to businesses across 
the U.S. Midwest. The company is also a Google Fiber Tech Partner and has been 
instrumental in bringing gigabit broadband to the region.

Addressing SMBs’ Unmet Needs
In the years before Avid Communications moved into cybersecurity services, 
it identified an unmet need in its customers’ businesses. Tim Campbell, the 
company’s CISO, explains, “Customers would ask for our help with their firewalls, 
and we discovered that many businesses were buying expensive next-generation 
firewalls (NGFWs), but not enabling the valuable features for which they had paid. 
These unmanaged devices were going to waste, and our customers’ businesses 
were not as secure as they thought them to be.”

Matthew Sutton, director of cybersecurity operations at Avid Communications, 
adds, “We managed customers’ firewalls free of charge for several years, but 
given the uptick in security threats and the growing sophistication of security 
technology, we realized that a dedicated managed service would be of huge 
benefit to them.” 

Avid Communications’ customers are typically the stores and offices that are 
the heart of Main Street USA. The people who own and run these businesses 
are not cybersecurity or IT experts, yet they must protect themselves against 
a challenging threat landscape. As Sutton says, “Avid Communications’ goal is 
to make it easier for our customers to focus on what they do best. Along with 
a cybersecurity solution, we needed to create a service that could take care of 
everything for our customers.” 

As Avid Communications set out building a best-in-class security service, 
Campbell and his team understood that it could in no way impede the speed and 
performance of customers’ networks. “Kansas City is unusual in that we have 
access to Google Fiber.” Campbell continues, “Our customers expect gigabit 
speeds, and do not take kindly to a service that reduces that speed.”

A Best-in-Class Service
Having decided to offer a Firewall-as-a-Service (FWaaS) to its customers, Avid 
Communications conducted a market evaluation. “We put all the major firewall 
vendors on a matrix and evaluated them against our customers’ requirements,” 
says Campbell. “Fortinet really stood out. The FortiGate NGFWs comes with 
secure sockets layer virtual private network (SSL VPN) as standard, and no 
competitor could come close in terms of performance and cost. It was an easy 
choice for us to partner with For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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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with Fortinet.”

– Tim Campbell, C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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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d Communications

Midwestern MSSP Grows its 
Security Business With Help 
From the Fortinet Security Fabric

Details
Customer: Avid Communications

Industry: MSSP/Service Provider

Location: Kansas City, MO

Secure SD-WAN locations: 30

Endpoints Managed: 650

Business Impact
nn Meets demand for high-performing 
secure networks enabling the 
company to win business

nn Ability to keep headcount and 
prices low in keeping with 
business model

nn Centralized management 
for rapid deployment to new 
customers

KT, 포티넷 차세대 방화벽 
‘FortiGate 2200E’로 
SD-WAN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KT(주식회사 케이티, KT Corporation)는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업자이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다. ICT,  

금융사업, 위성방송서비스사업, 기타사업(콘텐츠, 부동산, 커머스 등) 등을 영위하고 있다. 무선통신,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핵심사업에서의 지속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IDC, 클라우드, AI/DX 등 B2B 성장사업에서도 

성과를 창출하였다.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정자동)에 위치한다. KT는 지난 1981년 한국 

전기통신공사로 창립한 뒤 2001년 12월에 상호명을 한국통신에서 (주)KT로 변경하였다. KT는 AI, 빅데이터, 

Cloud, IoT, 로봇 등의 ICT 융합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디어콘텐츠, 금융, 커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신과 

이종 산업간의 시너지 창출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네트워크 솔루션의 문제점

KT는 기업 고객들이 원격지에서 접속하는 하이브리드 인력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상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연하고 민첩하며 최적화된 연결을 실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 

광역 네트워크(SD-WAN)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SD-WAN은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수천 개의 엔드포인트 기기로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광역 네트

워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방식으로서, IT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SD-WAN은 중앙화된 제어 기능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안전하게 보내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 사용자 경험 개선, 비용 절감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KT는 다양한 벤더의 SD-WAN 장비의 성능과 안전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기존에 KT는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구동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히 탐지할 수 없어 이용 형태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KT는 SD-WAN의 장기 사용을 위해 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과 함께, 고객의 IT 인프라 내 어플리케이션 

탐지 및 단위 별 트래픽 조정이 가능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 IPS(침입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네트워크 

속도 및 품질이 확보되는 장비를 도입하고자 했다.

KT는 SD-WAN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 현황을 명확히 탐지할 수 있고, 차세대 방화벽을 

사용할 때 성능이 저하되지 않으며, 단일 솔루션의 단일 관리 창에서 전체 네트워크 보안 환경에 대한 중앙

집중 관리가 가능하여 관리 포인트를 줄이고, 높은 가시성을 제공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KT는 통합 사이버보안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포티넷의 완벽한 가시성과 위협 보호를 통해 

모든 규모의 엣지에서 업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보안을 제공하는 고성능 차세대 방화벽인 ‘FortiGate 

2200E’를 선택했다. 특히, 포티넷이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방화벽 부분 12년 연속 리더로 선정된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높은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  

메뉴얼이 간편하고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한 GUI를 제공하여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KT Enterprise서비스DX본부 김성현 차장은 “다양한 벤더의 차세대 방화벽을 검토하였으며, 포티넷의  

‘FortiGate 2200E’는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용 현황 파악과 제어,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최종 선택했다. 특히 ‘FortiGate 2200E’는 고객사의 구체적인 보안  

요구에 맞게 방화벽을 유연하게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어 보안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높은 가시성을 제공 

하는 고성능 제품이다”라고 말했다. 

고객사 : KT

산업 : 통신

국가 : 대한민국

성과

◼  SD-WAN이용 고객사의 네트워크 및 보안 환경
을 외부에서 접속하여 원격 지원

◼  모든 어플리케이션 이용 형태를 파악하고 개별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제어

◼  업무 효율성을 3배 이상 향상

◼  포티넷코리아-KT, ‘SD-WAN에 기반을 둔 국내 
데이터 서비스 시장 활성화’ 나서

솔루션

◼ FortiGate 2200E

“KT는 포티넷의 전문 엔지니어와 함께  

장애 대응을 위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차세대 방화벽 구축 

및 운영 상의 어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  

포티넷 차세대 방화벽(NGFW) 솔루션은 

진화하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종합 보안 아키텍처로서 SD-WAN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

이다” 

-  김성현 차장 

KT Enterprise서비스DX본부



포티넷 제품 소개

포티넷이 KT에 공급한 FortiGate 2200E는 고성능 차세대 방화벽(NGFW)으로서, 엣지 단에서부터 하이브리드 데이터센터 코어 및 내부 세그먼트 전반에 걸쳐,  

보안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내부 트래픽 보호 및 기업 네트워크 내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FortiGate 

2200E는 업계 최고의 IPS, SSL 검사 및 지능형 위협 보호를 통해 네트워크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후 개선사항

KT서비스 운용팀은 포티넷 솔루션을 통해 SD-WAN이용 고객사의 네트워크 및 보안 환경을 외부에서 접속하여 원격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KT는 고객사의 IT  

구조 및 네트워크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어플리케이션 이용 형태를 파악하고 개별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을 3배  

이상 향상시켰다.

KT는 FortiGate 2200E를 도입한 이후 업무 중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계 없는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어 인프라 전체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KT는 클라우드와 VPN 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포티넷은 시스템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장비 제어 및 운용을 돕기 위해 KT에 전문 엔지니어를 통한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티넷은 KT 내부 운영자 대상의 솔루션  

소개 및 교육 과정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 등이 실물 장비와 함께 사용될 때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직접 시뮬레이션하여 구동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T 인프라 전반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KT는 향후 포티넷 장비를 확대 적용하여 고객들에게 SD-WAN 기반 무선랜 결합 서비스 및 유무선 장비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포티넷코리아-KT, ‘SD-WAN에 기반을 둔 국내 데이터 서비스 시장 활성화’ 나서

포티넷 코리아와 KT는 ‘SD-WAN에 기반을 둔 국내 데이터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SD-WAN 시장의 저변 확대 및 국내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KT 네트워크 커버리지와 포티넷의 강력한 SD-WAN 기술력을 결합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SD-WAN 기반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를 위한 영업 기회를 개발하고 마케팅 활동을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D-WAN에 대한 서비스를 혁신하고, 고객 접점 강화, 신규 고객 

유치,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KT는 지난해에 글로벌 데이터 전송 서비스 기업인 ‘엡실론’을 인수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디지털 혁신(DX) 시장에서 B2B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포티넷은 고급 보안과 연결성을 단일 솔루션에 통합한 최초의 벤더로서 SD-WAN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사의 협력은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업계 선도 글로벌 보안 기업과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긴밀한 기술제휴를 통해 향후 가시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원균 포티넷코리아 지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으며, 위기에 대비해 전략적인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며 “포티넷은 네트워크와 보안의 통합이라는 특수한 강점을 통해 SD-WAN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번 KT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SD-WAN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KT Enterprise서비스DX본부장 민혜병 상무는 “KT는 사이버보안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포티넷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SD-WAN기반의 유연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며,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CASE STUDY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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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인하는 바입니다. 다만 Fortinet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Fortinet 법무 자문위원(General Counsel)이 서명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제품이 분명하게 명시된 특정 성능 지표대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구매자에게 분명히 보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된 특정 성능 지표만이 Fortinet에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의미를 확실히 해두기 위하여, 그와 같은 보장은 포티넷의 사내 연구소 테스트를 실시한 조건과 동일한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의 성능에만 국한됩니다. Fortinet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본문에서 거론한 각종 약속, 대변 및 보장 등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바입니다. Fortinet에는 본 출판물의 내용을 변경, 수정, 전송 또는 여타의 형태로 개정할 권한이  
있으며 본 출판물의 내용은 최신 버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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