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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약

새로운 인프라 구매 대신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모습은 이제 '뉴노멀(new 

normal)'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빠른 IT 환경 프로비저닝은 온디맨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늘어난 스토리지 요구 사항 속에서 기업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포티넷은AWS Partner Network(APN) 고급 

기술 파트너로서 고객들이 AWS 상에서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형 보안(SECaaS) 솔루션을 

활용해 운영 비용과 보안 복잡성을 낮추고AWS 공유 책임 모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여러 위치로 분산된 환경, 

기업의 지점 등과 같이 다양한 환경에 지능형 위협 보안(ATP)을 제공합니다. 포티넷의 

보안 어플라이언스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와 유연하게 통합되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작업 

부하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안 위협을 낮춰줍니다.

포괄적이고 민첩한 보안 제공

포티넷은 FortiGate, FortiWeb, FortiMail, FortiAnalyzer, FortiManager를 포함한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보안 AMI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FortiGate는 업계 최고 수준의 광범위한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기술을 통해 포괄적인 

위협 보호를 제공하고, 방화벽, 가상 프라이빗 네트워크(VPN)(인터넷 프로토콜 보안 

[IPsec] 및 보안 소켓 계층 [SSL]), 침입 방지, 안티바이러스/안티스팸/안티스파이웨어를 

지원합니다.

 FortiWeb AWS는 주요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입니다.

 오탐지 판정 없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취약점을 발견합니다.

 Outlook Web Access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리버스 프록시 보안을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SQL 삽입 및 제로데이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SSO(single-sign-on) 옵션에 X.509 인증서 인증을 포함합니다.

 포괄적인 메일 보안을 제공하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보안 보호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FortiSandbox는 보안 침해 지표(IoC)로 제로데이 위협 탐지를 제공하며, 이 

인텔리전스는 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 제품군 전체에 공유가 가능합니다.

 FortiAnalyzer는 로그 분석 및 실시간 규정 준수 감사를 제공합니다.

 FortiManager는 단일 대시보드 관리로 하이브리드 배포 및 보안 태세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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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Guard Labs는 실시간에 가까운 위협 인텔리전스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C&C 서버를 포함한 URL 데이터베이스 필터링    

 GeoIP 인텔리전스

 IPS 시그니처

 멀웨어 검사

AWS와 APN 파트너가 어떤 도구를 제공하든 보안을 구성할 책임은 모든 IT 부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AWS 상에서 포티넷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포티넷은 방화벽, 침입 방지(IPS), 안티바이러스(AV), 애플리케이션 제어, WAN 최적화, 데이터 손실 예방(DLP), 웹 필터링, 안티스팸 

필터링, AWS에 대한 명시적 프록시 등을 비롯한 네트워크 보안 기능 스위트를 통해 각종 환경에 통합적 보안 태세를 제공합니다. 모든 

기능은 포티넷에 내장되어 있으며 FortiGuard 지능형 위협 인텔리전스가 실시간 업데이트하면서 자동으로 규모를 조절할 수 있어 

가용성이 높은(HA)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종량제 요금

AWS를 사용하면 물리적 서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서버 용량 규모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포티넷은 

시간당 사용 및 연간 사용 기반으로 클라우드 보안을 제공합니다.

포티넷의 가상화된 어플라이언스는 하드웨어 솔루션을 배포할 수 없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차세대 방화벽(NGFW), 침입 방지,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제공합니다.

AWS 사용자는 내부 데이터센터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배포하는 것과 동일한 포티넷 엔터프라이즈급 네트워크 보안 제어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티넷은 AWS Marketplace에서 제공되는 포티넷 Virtual Machines(VM) 외에도 AWS에서 고가용성 설계를 위한 고급 

구성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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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caling으로 클라우드 보안 자동화

동적 클라우드 작업 부하는 피크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보안 프로세스를 수동으로 고정하는 것으로는 보안 태세를 

갖추고 비즈니스를 중단 없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크, 컴퓨팅을 확대하면서 보안도 함께 확대해야 하지만, 보안 

자동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포티넷은 Auto Scaling을 사용하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개발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기준에 기반하여 FortiGate 엔터프라이즈 방화벽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추가하면서도 AWS 통합 스크립트와 템플릿으로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유지하고 최적의 네트워크 사용률에 맞는 보안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그림 1: Amazon Route 53을 사용하는 For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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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mazon Elastic Load Balancing을 사용하는 FortiWeb (이 경우 ELB 샌드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림 3: 완전한 터널 메시로 모든 VPC와 본사 연결.

Auto-Scaling 그룹에서 FortiGate의 지능형 위협 보호에 가용성과 최적화를 제공하기 위해 AWS 보안 태세를 매핑하고 AWS CloudForma-

tion 템플릿을 통해 Amazon EC2 워크로드로 규모를 조정합니다. 이 템플릿은 리포지토리에 보관할 수 있으므로 새 인스턴스에 보안 

탄력이 필요할 때 복제해서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FortiGate 어플라이언스

포티넷의 민첩한 보안 솔루션은 작업 부하와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WS Cloud나 데이터센터,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 지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고객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지원합니다. 포티넷은 암호화로 AWS 환경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기업이 자신의 업무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과 규제 준수를 단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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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업의 서로 멀리 떨어져 분산된 사무실이 터널을 만들어냅니다. AWS 호스트를 연결해 병목 완화.

FortiGate VM은 완전한 차세대 방화벽 및 통합 위협 관리(UTM) 기능으로 가상 인프라를 

보호하면서도 VPN과 인터넷 게이트웨이 보안을 제공합니다. Amazon EC2 및 Amazon VPC

와 매끄럽게 통합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를 더욱 낮추는 한편, AWS 환경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보안 상품을 뛰어넘는 지능형 위협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티넷 제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AWS Marketplace에서 제품 목록을 

참조하세요.

Marketplace의 포티넷 제품 목록 포티넷 FortiGate VM

15일 무료 체험 제공—- 포티넷 FortiGate VM 방화벽 기술은 네트워크 연결 추적 검사와 포괄적이고 강력한 보안 기능 스위트를 결합해 

콘텐츠 및 네트워크를 완전히 보호합니다.

포티넷 FortiGate VM(BYOL)

포티넷 VM 방화벽 기술은 네트워크 연결 추적 검사와 포괄적이고 강력한 보안 기능 스위트를 결합해 콘텐츠 및 네트워크를 완전하게 

보호합니다.

포티넷 FortiManager VM 중앙 집중형 보안 관리

포티넷 FortiManager 보안 관리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면 FortiGate, FortiWiFi, FortiCarrier 등을 포함해, 적게는 몇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르기까지 포티넷 네트워크 보안 장치를 얼마든지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포티넷 FortiMail VM(BYOL)

포티넷 FortiMail VM은 여러 가지 최고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적용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인바운드 공격(예: 지능형 멀웨어)과 아웃바운드 

공격, 데이터 손실을 예방합니다.

포티넷 FortiAnalyzer VM 중앙 집중형 보안 로깅 및 보고

포티넷 FortiAnalyzer 포티넷 장치와 다른 syslog 호환 장치에서 로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집계합니다.

포티넷 FortiAnalyzer VM 중앙 집중형 온디맨드 로깅/보고

15일 무료 체험 제공—- 포티넷 FortiAnalyzer VM은 포티넷 장치와 다른 시스템 로그(syslog) 호환 장치에서 로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집계합니다. 

https://aws.amazon.com/marketplace/


www.fortinet.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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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 FortiWeb VM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15일 무료 체험—AWS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지능형 보호입니다. AWS에서 호스팅하면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배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FortiSandbox VM 온디맨드

FortiSandbox는 랜섬웨어 등의 지능형 제로데이 멀웨어를 식별하고 관련 위협 인텔리전스를 생성합니다.

포티넷 FortiSIEM Collector VM(BYOL)

FortiSIEM Collector VM은 AWS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FortiSIEM은 매우 확장성이 높은 다중 테넌트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솔루션입니다.

포티넷 FortiSIEM VM(BYOL)

FortiSIEM은 매우 확장성이 높은 다중 테넌트 솔루션으로, 실시간 인프라와 사용자 인식으로 정확한 위협 탐지, 분석 및 보고를 

제공합니다.

포티넷 FortiWeb Manager—중앙 집중형 관리

FortiWeb Web 애플리케이션 방화벽(WAF)을 중앙에서 배포하고 관리합니다. FortiWeb Manager는 AWS에 설치되어 있거나 온프레미스 

데이터센터에서 호스팅되는 FortiWeb 어플라이언스를 중앙에서 구성합니다.

포티넷 FortiWeb VM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BYOL)

AWS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지능형 보호를 제공합니다. AWS에서 호스팅하면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배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CloudFormation 또는 Lambda 함수의 경우 아래의 포티넷 Solution GitHub 리포지토리를 참조하세요.

https://github.com/fortinetsolutions/AWS-CloudFormationTem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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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회사명은 각각 해당하는 소유주의 등록상표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성능 및 기타 지표는 이상적인 실험 조건으로 수행한 사내 연구소 테스트 결과로 획득한 것이며, 실제 성능 및 기타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변수,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 
및 기타 조건 등이 성능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어떠한 내용도 Fortinet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Fortinet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든 보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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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ithub.com/fortinetsolutions/AWS-CloudFormationTempla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