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시트

FortiDeceptor
기만(DECEIVE) | 노출(EXPOSE) | 제거(ELIMINATE)
FortiDeceptor는 기만, 노출, 제거를 통해
전통적인 보안 방어체제를 회피하는
침입자를 발견하고, 진화된 공격에 대한
킬체인을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자동으로 디코이를 생성하고 공격자가
피해를 입히기 전에 유인하여 공격을
노출시키고 방어하는 보호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포티넷 보안 패브릭은 포티넷 엔터프라이즈 방화벽을 중심으로 지능형 공격에 대한 전체적 통합 보호를
제공합니다. 침입 보호 전략에 FortiDeceptor를 추가하면 침입 기반 탐지 기능 및 즉각적이고 자동화된 안정적
보안 알림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대응으로 방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FortiDeceptor는 디코이
계층을 만들어, 조직의 민감하고 중요한 자산을 가상의 위장 표면(Deception Surface)에 숨기고 공격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며, 공격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면서 네트워크에서 범죄자의 침입을 발견합니다.

지능적 위협 기만

주요 기능

중앙에서 관리되는 기만용 VM 인스턴스와 디코이로
외부 및 내부 위협을 기만(DECEIVE)합니다. 실제
자산과 구별이 되지 않는Windows, Linux, VPN 및
SCADA VM(예: 프로덕션 서버)으로 구성된 위장 표면
(Deception Surface)을 배포해 공격자가 노출되도록
유인합니다.

디코이 VM 및 토큰을 IT 및 OT 네트워크에 마법사를 통해 배포하여
해커가 디코이 VM에 들어가도록 유인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탐지와 알림으로 해커 활동을 노출
(EXPOSE)시킵니다. 해커의 내부망 간 횡적 이동을
추적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FortiSIEM과 FortiAnalyzer를 통해 웹 UI, 이메일, SNMP 트랩, 로그,
이벤트로 보안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해커의 활동에
대한 상세한 포렌식 정보를 분석합니다. 공격자의
트래픽에 대한 캠페인 정보와 사고의 상관관계를
밝힙니다.

침입, 멀웨어, 웹사이트 방문을 추적하여 디코이에 대한 외부 및 내부
공격을 제거합니다.

포티넷 보안 패브릭에서 FortiGate로 공격자를 격리하여
위협을 제거(ELIMINATE)합니다. 네트워크에서 침입과
멀웨어 감염을 파악합니다.

호스트 로그인/로그아웃 정보, 내부망 간 횡적 이동 추적, 디코이
VM에 추가/수정/삭제/실행된 파일을 활용하여 사고 및 캠페인을
모니터링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FortiGate와 보안 패브릭을 통합하여 공격을 자동으로 격리하고,
FortiSIEM 및 FortiAnalyzer로 정보 취합 및 통합 사고 관리를
제공합니다.
사고 및 캠페인에 관한 사고 테이블에서 추출한 종합 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이메일, SNMP 트랩, 이벤트, SYSLOG로 알림을 구성하고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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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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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Deceptor는 실제 IT 및 OT 자산과 구별이 되지 않고 매우 상호작용성이 높은 미끼(예: SMB/SQL/SSH 서비스)를 내장하여 여러
가지 OS 유형으로 디코이를 배포합니다.

2

FortiDeceptor는 공격자의 악의적 의도를 노출하고 내부망 간 횡적 이동을 추적하는 조기 경고 시스템 역할을 하며, 이 정보는
FortiDeceptor에 실시간 알림으로 전송되어 FortiAnalyzer 및 FortiSIEM에서 검토 및 확인됩니다. FortiDeceptor는 통합된 보안
이벤트에 분석을 적용하고, 활동 타임라인에 따라 상관관계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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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Deceptor를 사용하는 보안 분석 전문가는 직접 조사하여 수동 복구 업데이트를 적용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FortiGate와의 통합으로 위협 행위자의 IP 주소를 격리하여 심각도에 따라 공격을 자동 차단합니다.

사양
FORTIDECEPTOR
VM
용량
위장 VM OS

Windows, Ubuntu 및 SCADA

디코이 지원

Windows 7, Windows 10, Windows 10(맞춤 설정 가능한 BYOL), Windows Server 2016 및 2019
(맞춤 설정 가능한 BYOL), 및/또는 SCADA의 조합으로 최대 16개의 디코이

디코이 서비스

SSL VPN, SSH, SAMBA, SMB, RDP, HTTP, FTP, TFTP, SNMP, MODBUS, S7COMM, BACNET, IPMI,
TRICONEX, GUARDIAN-AST, IEC104, Microsoft SQL, TCP 포트 리스너

VLAN 지원(최대)

32

위장 VM 출고

0~16개 업그레이드 가능

가상 머신
Hypervisor 지원

VMWare vSphere ESXi 5.1, 5.5 or 6.0 이상, KVM

가상 CPU(최소/최대)

4 / 무제한* Intel Virtualization Technology(VT-x/EPT) 또는 AMD Virtualization(AMD-V/RVI)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6

가상 메모리(최소/최대)

4GB / 무제한**

가상 스토리지(최소/최대)

200GB / 16TB***

* 가상 CPU 개수는 1 + VM 인스턴스 개수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상 메모리 용량은 4GB + 각 VM 인스턴스에 대해 2GB인 것이 좋습니다.
*** 가상 스토리지 용량은 프로덕션 환경용으로 1TB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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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FORTIDECEPTOR 1000F
용량 및 성능
RAM 용량

DDR4-2400 48GB ECC RDIMM(16GB*3)

내장 플래시

2GB USB

위장 VM OS

Windows, Ubuntu 및 SCADA

디코이 지원

Windows 7, Windows 10, Windows 10(맞춤 설정 가능한 BYOL), Windows Server 2016 및 2019
(맞춤 설정 가능한 BYOL), 및/또는 SCADA의 조합으로 최대 16개의 디코이

디코이 서비스

SSL VPN, SSH, SAMBA, SMB, RDP, HTTP, FTP, TFTP, SNMP, MODBUS, S7COMM, BACNET, IPMI,
TRICONEX, GUARDIAN-AST, IEC104, Microsoft SQL, TCP 포트 리스너

VLAN 지원(최대)

32

디코이 출고 *

2 Win(1 x Win7 & 1 x Win10) 및 8 Linux; 최대 16개까지 업그레이드 가능

하드웨어 사양
폼팩터

1 RU 랙마운트

총 인터페이스

4 x GE(RJ45), 4 x GE(SFP)

저장 용량

2TB(2 x 1TB HDD)

가용 스토리지(RAID 후)

1TB

이동식 하드 드라이브

No

지원되는 RAID 수준

RAID 0/1

기본 RAID 수준

1

선택 사항(SKU: SP-FSA1000F-PS)
전원

이중 PSU 지원(단일 PSU로 출고)
추가 PSU(SKU: SP-FSA1000F-PS)

규격
높이 x 너비 x 길이(인치)

1.73 x 17.24 x 22.83

높이 x 너비 x 길이(cm)

4.4 x 43.8 x 58.0

무게

24lbs(10.9kg)

환경
AC 전원공급장치

100~240VAC, 50~60Hz

전력 소비(최대/평균)

116.58W/66.93W

방열

397.77(BTU/h)

작동 온도

32°F~104°F(0°C~40°C)

보관 온도

-40°F~158°F(-40°C~70°C)

습도

5%~90%(비응축)

작동 고도

최고 7,400피트(2,250m)

규정 준수
안전 인증

FCC Part 15 Class A, C-Tick, VCCI, CE, UL/cUL,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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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제품

SKU

설명

FortiDeceptor-VM

FDC-VM

FortiDeceptor-VM 가상 어플라이언스, 디코이 0개, 최대 16개까지 업그레이드 가능

FC1-10-FDCVM-291-02-DD

ARAE 엔진용 FortiDeceptor Anti-Reconnaissance & Anti-Exploit(ARAE) 서비스, FortiGuard AV, IPS, 웹 필터링 업데이트
포함, 디코이 최대 2개

FC2-10-FDCVM-291-02-DD

ARAE 엔진용 FortiDeceptor Anti-Reconnaissance & Anti-Exploit(ARAE) 서비스, FortiGuard AV, IPS, 웹 필터링 업데이트
포함, 디코이 최대 4개

FC3-10-FDCVM-291-02-DD

ARAE 엔진용 FortiDeceptor Anti-Reconnaissance & Anti-Exploit(ARAE) 서비스, FortiGuard AV, IPS, 웹 필터링 업데이트
포함, 디코이 최대 8개

FC4-10-FDCVM-291-02-DD

ARAE 엔진용 FortiDeceptor Anti-Reconnaissance & Anti-Exploit(ARAE) 서비스, FortiGuard AV, IPS, 웹 필터링 업데이트
포함, 디코이 최대 16개

제품

SKU

설명

FortiDeceptor-VM 지원

FC1-10-FDCVM-248-02-DD

24x7 FortiCare 계약, FDC-VM에 디코이 (최대) 2개

FC2-10-FDCVM-248-02-DD

24x7 FortiCare 계약, FDC-VM에 디코이 (최대) 4개

FC3-10-FDCVM-248-02-DD

24x7 FortiCare 계약, FDC-VM에 디코이 (최대) 8개

FC4-10-FDCVM-248-02-DD

24x7 FortiCare 계약, FDC-VM에 디코이 (최대) 16개

제품

SKU

설명

FortiDeceptor-1000F

FDC-1000F

FortiDeceptor 1000F 어플라이언스, Windows 디코이 2개(1 x Win7과 1 x Win10 라이선스 포함) 및 Linux 디코이 8개,
디코이를 최대 16개로 업그레이드 가능

FC-10-FDC1K-247-02-DD

24x7 FortiCare 계약, FDC-1000F에 디코이 (최대) 16개

FC-10-FDC1K-291-02-DD

ARAE 엔진용 FortiDeceptor Anti-Reconnaissance & Anti-Exploit(ARAE) 서비스, FortiGuard AV, IPS, 웹 필터링 업데이트
포함

제품

SKU

설명

FortiDeceptor
라이선스 애드온*

FDC-UPG-LNX

FortiDeceptor 용량을 Linux 디코이 2개로 확장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SKU는 FortiDeceptor VM 또는 물리적
어플라이언스에 적용 가능

FDC-UPG-WIN7

FortiDeceptor 용량을 Windows 7 디코이 2개로 확장합니다. Windows 7 라이선스 2개가 포함됩니다. 이 업그레이드
SKU는 FortiDeceptor VM 또는 물리적 어플라이언스에 적용 가능

FDC-UPG-WIN10

FortiDeceptor 용량을 Windows 10 디코이 2개로 확장합니다. Windows 10 라이선스 2개가 포함됩니다. 이 업그레이드
SKU는 FortiDeceptor VM 또는 물리적 어플라이언스에 적용 가능

FDC-UPG-SCA

FortiDeceptor 용량을 SCADA 디코이 2개로 확장합니다. SCADA 라이선스 2개가 포함됩니다. 이 업그레이드 SKU는
FortiDeceptor VM 또는 물리적 어플라이언스에 적용 가능

FC-10-FDCVM-292-02-DD

FortiDeceptor VM 용량을 맞춤 설정 가능한 Win10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2016/2019 디코이 1개로 확장하고 구독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Windows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BYOL).

FC-10-FDC1K-292-02-DD

FortiDeceptor 1000F 용량을 맞춤 설정 가능한 Win10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2016/2019 디코이 1개로 확장하고 구독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Windows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BYOL).

FC-10-FDCVM-287-02-DD

FortiDeceptor VM 용량을 SSL VPN 디코이 1개로 확장하고 구독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FC-10-FDC1K-287-02-DD

FortiDeceptor 1000F 용량을 SSL VPN 디코이 1개로 확장하고 구독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FortiDeceptor 라이선스 애드온 SKU는 FortiDeceptor 하드웨어와 VM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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