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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그림 1. 공동 책임 모델

종종 클라우드라고도 불리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인기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인터넷을 활용하며 
기업이 인프라, 스토리지, 서버 등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사 공급자가 공유 물리적 하드웨어를 소유하고 운영하며 필요할 
때 회사에 제공합니다. 이 멀티테넌트 환경 덕분에 인프라 비용을 다수의 사용자가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채택하여 주요 특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면 고객이 장비를 구매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금액을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 지출(-
CapEx) 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들이 하드웨어, 시설, 유틸리티에 투자하기 위한 또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리소스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대역폭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변동이 큰 비즈니스에 적합합니다. 비즈니스 수요가 증가할 경우 고객은 
물리적 인프라에 더 투자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용량을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첩성은 경쟁업체에 비해 큰 이점을 비즈니스에 
제공합니다.

재해 복구. 데이터 손실은 모든 조직에서 크게 우려하는 점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심지어 랩톱이나 PC 같은 장비가 
손상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자연재해부터 정전까지 비상 시나리오에서 빠른 데이터 
복구를 제공합니다.

향상된 민첩성. 오늘날, 기업은 더 역동적이어야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프로세스, 도구, 기술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합니다. 민첩한 기업은 더 빠른 결정을 내리고,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객 만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기업은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더 빠르게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 모델
클라우드 공급자가 클라우드의 보안을 관리하지만, 클라우드 내 보안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보안을 구현할 것인지는 고객의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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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WS 리전 및 가용성 존

클라우드 공급자는 호스트 운영 체제와 가상 레이어부터 서비스가 운영되는 시설의 물리적 
보안까지 구성 요소를 운영, 관리, 제어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소유권과 통제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자신의 환경 내에서 보안 기준을 구성하고 배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AWS(Amazon Web Services)는 기업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가장 
인기 있는 클라우드 공급자 중 하나입니다. AWS에서 Fortinet FortiGate 차세대 방화벽(NGF-
W)은 강력한 자동화 기능을 통해 고객이 자신의 워크로드를 최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섹션에는 이 설계 가이드와 관련된 주요 AWS 구성개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요 AWS 개념
이 백서의 주 목표는 보안 AWS 아키텍처의 설계 원리와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
가이드에 언급된 설계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WS 개념 및 주요 AWS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리전(Region) 및 가용성 존(Availability Zones)
AWS 클라우드 인프라는 AWS 리전 및 가용성 존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AWS 리전은 여러 
개의 가용성 존이 있는 세계 주요 지역에 위치한 물리적 데이터센터 위치입니다. 가용성 존은 
각각 예비 전력, 네트워킹 및 연결성을 갖추고 서로 분리된 시설에서 하우징되는 하나 이상의 
개별 데이터 센터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가용성 존은 단일 데이터 센터보다 가용성, 
장애복구기능, 확장성이 더 뛰어난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각 Amazon 리전은 다른 Amazon 리전과 완전히 격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로써 
장애복구기능과 안정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각 가용성 존은 격리되어 있지만, 같은 
리전 내 가용성 존은 지연 시간이 짧은 링크를 통해 연결됩니다. AWS는 여러 지역 리전 안에는 
물론이고 각 AWS 리전 내 여러 가용성 존에 걸쳐 유연하게 인스턴스를 배치하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가용성 존은 독립적인 장애 존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가용성 존은 
일반 대도시권 내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람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AWS 클라우드는 전 세계 20개 지역 리전 내 61개 가용성 존에 
분포해 있으며 12개의 가용성 존과 4개의 리전을 더 추가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1

알아야 할 용어

 가용성 존(Availability Zones) :

각각 예비 전력, 네트워킹 및

연결성을 갖추고 서로 분리된

시설에서 하우징되는 하나 이상의

개별 데이터 센터입니다.

 AWS 리전 (Region) :

여러 개의 가용성 존이 있는 세계

속의 물리적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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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팁 #1

Amazon VPC는 기본 CIDR을 
수정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0.0.0.0: 네트워크 주소

 10.0.0.1: AWS에 의해 VPC 라우터용으로 예약됨

 10.0.0.2: AWS에 의해 DNS 서버용으로 예약됨(VPC CIDR 기준 더하기 2). AWS는 각 서브넷 범위 기준 더하기 2도 예약함

 10.0.0.3: AWS에 의해 미래 사용 목적으로 예약됨

 10.0.0.255: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주소

가용성 존이 제공하는 장애복구기능 및 격리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배포되는 보안 서비스도 여러 가용성 존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VPC(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Amazon Virtual Private Cloud)는 고객이 스스로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AWS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가상 네트워크는 고객이 자신만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네트워크와 비슷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AWS 인프라를 사용할 

때의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Amazon VPC는 고객이 논리적으로 격리된 AWS 클라우드의 

섹션을 프로비저닝하고, 자신이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AWS 리소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접 IP 주소 범위를 선택하고, 서브넷을 생성하고, 라우트 테이블 및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VPC 네트워킹은 IPv4 및 IPv6 주소를 모두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AWS 계정은 각 가용성 존에 기본 서브넷이 있는 기본 VPC와 함께 제공됩니다. 

고객은 Amazon VPC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기본 VPC에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고객이 기본이 아닌 VPC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VPC CIDR(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구성, 서브네팅, 네트워크 구성 등을 사용자 

지정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CIDR 블록을 확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물리적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와 달리, VPC에서는 고객이 VPC를 생성할 때 자신의 CIDR 블록을 

정의하고 나중에 간단히 클라우드의 동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보조 CIDR만 추가함으로써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VPC를 생성할 

때 CIDR을 자유롭게 정의하고 할당할 수 있지만 RFC 1918, “프라이빗 인터넷을 위한 주소 할당”에 따라 CIDR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VPC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는 해당 VPC 내의 다른 모든 인스턴스로 향하는 라우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된 CIDR이 

공개적으로 라우팅 가능한 IP 주소 범위인 경우에도 인터넷 연결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한 후 VPC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인스턴스를 공개 IP 주소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IP 주소를 인스턴스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VPC와 온프레미스 위치 간에 연결이 필요한 고객은 VPN 게이트웨이 장치를 만들어서 

V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VPN 게이트웨이와 온프레미스 고객 게이트웨이 간에 IPsec VPN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VPC를 생성한 후에는 각 가용성 존에 하나 이상의 서브넷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을 생성하려면 VPC CIDR 블록의 하위 집합인 

서브넷의 CIDR 블록을 지정해야 합니다. 각 서브넷은 온전히 하나의 가용성 존 안에 있어야 하며 여러 존에 걸쳐 있을 수 없습니다. 서브넷 

트래픽이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라우팅되는 경우의 서브넷을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서브넷 트래픽이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라우팅되지 

않는 경우의 서브넷을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합니다.

서브넷의 CIDR 블록은 VPC의 CIDR 블록(VPC에 있는 단일 서브넷의 경우) 또는 VPC의 CIDR 블록 하위 집합(여러 서브넷의 경우)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블록 크기는 /28 넷마스크와 /16 넷마스크 사이이며, VPC 안에 있는 서브넷의 CIDR은 겹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VPC 

CIDR 블록이 10.0.0.0/24인 경우에는 해당 VPC 안에 두 개의 /25 CIDR 서브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서브넷 CIDR 블록에서 처음 네 개의 IP 

주소와 마지막 IP 주소는 고객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인스턴스에 할당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브넷 CIDR이 10.0.0.0/24인 경우에는 다음의 

다섯 개 주소가 예약됩니다.

VPC를 생성하고 그에 대한 CIDR

을 정의하기 전에 물리적 데이터 

센터에서 CIDR을 할당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 네트워크 

맵을 고려하십시오. 그러면 AWS 

계정에서 인스턴스가 배포된 후에 

IP 주소 겹침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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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mazon VPC 네트워킹 기초

네트워크 ACL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ACL)은 하나 이상의 서브넷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한 스테이트리스 L4 방화벽 역할을 하는 VPC의 선택적 보안 레이어입니다. 
인터-서브넷 라우팅은 VPC에서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ACL을 사용하여 
서브넷이 VPC에 있는 다른 서브넷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의 가상 레이어 4 방화벽 역할을 하면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 
모두를 제어합니다. 보안 그룹은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브넷의 각 인스턴스를 서로 다른 보안 그룹 집합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는 
고객이 최대 다섯 개의 보안 그룹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네트워크 ACL과 달리, 보안 그룹은 스테이트풀이며 거부 작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안 그룹은 레이어 4 방화벽 역할만 하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가시성을 위해 패킷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NGFW는 최신 사이버 위협을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다른 보안 
레이어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라우트 테이블
VPC에는 명시적 라우터가 있으며, VPC 내의 각 서브넷은 서브넷에서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허용되는 라우트를 지정하는 라우트 테이블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기본 라우트 테이블. VPC가 생성될 때 기본 라우트 테이블이 자동으로 함께 제공됩니다. 기본 
라우트 테이블은 다른 라우트 테이블과 명시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모든 서브넷의 라우팅을 
제어합니다. 기본 라우트 테이블에 있는 라우트는 제거, 추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라우트 테이블은 삭제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라우트 테이블. 고객은 기본 라우트 테이블 외에도 라우트 테이블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서브넷에 사용자 지정 라우트 테이블을 연관시킴으로써 고객은 각 
서브넷 라우트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명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Amazon VPC 라우트 테이블은 기본 로컬 라우트 항목과 함께 제공됩니다. 더 구체적인 
라우트 접두사로 이 항목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우트 항목은 VPC 내에서 모든 
인스턴스가 다른 모든 인스턴스에 라우팅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두사 규칙을 
없앨 때의 부작용은 인트라-서브넷 및 인터-서브넷 트래픽을 네트워크 보안 어플라이언스에 
기본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 3은 VPC의 기본 라우트 테이블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과 연관된 사용자 지정 라우트 
테이블을 보여줍니다. 두 라우트 테이블 모두에 제거할 수 없는 기본 로컬 라우트 항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ACL을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

 모든 VPC에는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IPv4 트래픽을
허용하는 기본 NACL이 자동으로
함께 제공됩니다.

 네트워크 ACL에는 번호가 지정된
규칙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ACL과 연관된 서브넷에서
트래픽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낮은 번호의 규칙부터 순서대로
평가됩니다.

 네트워크 ACL에는 별도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이
있으며,  각 규칙은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ACL은 스테이트리스
입니다. 허용되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응답은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규칙을 따릅니다.

보안 그룹의 주 특성

 “허용” 규칙은 적용될 수 있지만
“거부” 규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 서로 다른 규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allow” 규칙은 보안 그룹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본 AWS
작업은 모든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보안 그룹은 스테이트풀입니다.
인스턴스에서 요청을 보낸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 트래픽은
연관된 보안 그룹의 인바운드
규칙에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보안 그룹의 인바운드 규칙이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다른
호스트에서 인스턴스로 보낸
어떠한 인바운드 트래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AWS가 기본적으로 인바운드
규칙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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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이트웨이

VPC 라우팅은 VPC, 프라이빗 서브넷,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어떠한 인스턴스도 연결된 인터넷 

게이트웨이 없이는 인터넷을 통해 통신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퍼블릭 IPv4 주소가 할당된 인스턴스에 대해 네트워크 주소 변환을 수행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VPC에 연결한 후에는 그림 3과 같이 인터넷 바운드 트래픽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는 경로를 퍼블릭 서브넷과 연관된 라우트 테이블에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인스턴스가 인터넷을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공개 IP 주소를 할당하거나 비공개 

IP 주소와 연관된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해야 합니다. 인스턴스는 비공개 IP 주소만 인식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대신 논리적 일대일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반환 트래픽이 인스턴스의 공개 IP 주소로 향하게 됩니다.

NAT 게이트웨이

NAT 게이트웨이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관리형 AWS 서비스입니다. 무단 인터넷 트래픽이 프라이빗 인스턴스 

에 도달하는 것도 방지합니다. 트래픽이 인터넷을 통과할 때 소스 IP 주소는 NAT 게이트웨이의 

공개 IP 주소로 대체됩니다. 마찬가지로, 응답 트래픽이 해당 인스턴스로 이동할 때는 NAT 

게이트웨이가 주소를 해당 인스턴스의 비공개 IP 주소로 다시 변환합니다.

NAT 게이트웨이가 생성된 후에는 프라이빗 서브넷과 연관된 라우트 테이블이 인터넷 바운드 

트래픽을 NAT 게이트웨이로 보내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가 인터넷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3에서 프라이빗 서브넷과 

연관된 라우트 테이블에는 NAT 게이트웨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라우트에 대한 라우트 

항목이 있습니다. 이 라우트는 모든 인터넷 바운드 트래픽이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 

라우팅되도록 합니다.

AWS는 NAT 인스턴스와 NAT 게이트웨이, 두 가지 종류의 NAT 장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AWS에 의해 관리되므로 고객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NAT 게이트웨이가 권장되는 

옵션입니다.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ENI)는 가상 네트워크 카드를 나타내는 VPC의 논리적 네트워킹 

구성 요소입니다. 고객은 자신의 계정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 및 구성하고 VPC에 

있는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NI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스턴스는 시작된 후에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제공됩니다. 이 기본 

인터페이스는 연결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ENI는 인스턴스에서 연결 해제하고 다른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 ENI 그리고 ENI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가 같은 가용성 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소스/대상 확인. 소스/대상 확인 특성은 인스턴스에서 소스/대상 확인의 활성화 여부를 제어 

합니다(기본값은 활성화). 이 특성을 비활성화하면 해당 인스턴스를 특히 대상으로 하지 않는 

네트워크 트래픽도 인스턴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벽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스턴스는 이 값을 비활성화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림 5에서 FortiGate 방화벽의 두 번째 

ENI(프라이빗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스/대상 확인은 인터넷 바운드 트래픽이 방화벽을 통해 

라우팅될 수 있도록 비활성화되었습니다.

가능한 ENI 특성

 기본 사설 IPv4 주소

 하나 이상의 보조 사설 IPv4 주소

 사설 IPv4 주소당 하나의 탄력적
IP 주소(IPv4)

 퍼블릭 IPv4 주소 하나

 하나 이상의 보안 그룹

 MAC 주소

 소스/대상 확인 플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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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스/대상 확인이 활성화된 상태로 트래픽 전달

그림 5. 소스/대상 확인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트래픽 전달

기술 팁 #2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는 동안 ASN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AWS는 기본적으로 

ASN 64512를 할당합니다.

AWS VPN
AWS VPN(사이트-투-사이트)은 IPsec 터널을 통해 고객의 데이터 센터나 지사를 AWS 클라 
우드로 확장하며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AWS Transit Gateway를 모두 연결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고객은 IPsec 터널을 통해 BGP(Border Gateway Protocol)를 실행할 수도 있습 
니다.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는 사이트-투-사이트 VPN 연결에서 AWS 쪽에 있는 VPN 집중기 
입니다.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는 VPC에 연결되고 VPC에서 VPN 종료점 역할을 할 수 있습 
니다. 고객이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때 ASN(Autonomous System Number)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N은 생성된 후에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생성하여 VPC에 연결하고 VPN 연결을 설정한 후에는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고객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격 라우트를 위한 대상으로 라우트 테이블에 정적으로 추가되거나, BGP를 통해 
원격 라우트를 학습한 이후에 라우트 테이블에 자동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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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팁 #3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는 최대 
1.25Gbps 네트워크 처리량까지만 
지원하도록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비용 다중 경로(ECMP) 
라우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술 팁 #4

IPsec 터널을 설정하려면 고객 
게이트웨이가 터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림 6. AWS 사이트-투-사이트 VPN 연결

예를 들어 그림 6에 나온 라우트 테이블에서 10.17.0.0/16 라우트는 동적으로 학습되고 채워졌 

습니다.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여러 사이트-투-사이트 VPN 연결을 생성할 수는 있지 

만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 조직의 멀티 GB 처리량 요구 사항에 맞게 동적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객 게이트웨이

고객 게이트웨이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는 물리적 어플라이언스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AWS에서는 고객이 먼저 자신의 AWS 계정에서 고객 게이트웨이 객체를 

생성해야 VPN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 게이트웨이에는 VPN 연결을 생성하기 위한 

공개적으로 라우팅 가능한 IP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 게이트웨이 장치를 생성할 때, 

네트워크에 할당된 기존 AS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64512-65534 범위 내에서 비공개 

AS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후에는 관리자가 고객 게이트웨이를 구성하여 VPN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Fortinet은 AWS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성 템플릿을 제공하기 위해 

AWS 팀과 협력했습니다.

그림 6에 나와 있듯이 각 사이트-투-사이트 VPN 연결에는 두 개의 터널이 있고, 각 터널은 

고유한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공개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한 터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예: 유지 보수를 위한 가동 중단) 네트워크 트래픽이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투-사이트 VPN 

연결의 사용 가능한 터널로 자동 라우팅되도록 두 터널을 이중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ransit Gateway

최근까지는 VPC를 상호 연결하기를 원하는 조직들에게 제공되는 옵션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포인트-투-포인트 피어링을 만들어서 각 VPC에서 네트워킹을 관리하는 방법은 작업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유 VPC에서 각 VPC부터 타사 라우터/방화벽 어플라이언스까지의 

IPsec 터널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Transit VPC라고 불리는 허브-앤-스포크 

토폴로지를 탄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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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WS Transit Gateway 아키텍처

Fortinet Transit VPC 등 Transit VPC 배포가 인터-VPC 연결 및 보안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선호되는 방법이 되었지만 AWS Virtual Private Gateway(VPN 연결을 종료하기 위해 각 VPC 

스포크에 배포됨)는 대역폭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 성능이 제한됩니다.

AWS Transit Gateway는 대규모 연결이 허용되는 새로운 분산형 서비스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동일 비용 다중 경로(ECMP) 라우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IP 접두사를 전파하는 

두 개 이상의 VPN 연결에 트래픽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Transit Gateway는 여러 AWS 계정에서 작동하지만 같은 리전 안에 있는 VPC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7의 Transit Gateway는 서로 다른 두 AWS 계정에 있는 두 개의 VPC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결은 기본 Transit Gateway 라우트 테이블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정의 VPC에 

있는 라우트 테이블은 Transit Gateway로의 라우트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계정 1

에 있는 VPN 유형의 한 Transit Gateway 연결은 Transit Gateway를 허브 VPC에 있는 FortiGate 

NGFW에 연결하기 위해 생성되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Transit Gateway 연결(각 AZ마다 

하나씩)은 계정 1 및 Transit Gateway에서 스포크 VPC 간 연결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성되었습니다.

AWS에서의 FortiGate 차세대 방화벽 VM
스테이트풀 조사를 종합적인 강력 보안 기능 집합과 결합함으로써 FortiGate NGFW 기술은 

완전한 콘텐츠 및 네트워크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은 AWS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극한 위협 데이터베이스, 취약성 관리, 흐름 기반 조사 등의 고급 기능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제어,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IPS, 웹 필터, VPN 등의 기능이 연동되면서 최신 복합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완화합니다.

보안이 강화된 FortiOS 운영 체제는 멀웨어 조사 및 식별을 전문으로 하며, 더 높고 일관된 

성능을 위해 직접 SR-IOV(Single Root I/O Virtualization)를 지원합니다.

트랜싯 게이트웨이의 주요 특성

 고객이 VPC 또는 VPN 연결을
트랜싯 게이트웨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트랜싯 게이트웨이에는 기본
라우트 테이블이 있으며
추가적인 라우트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싯 게이트웨이에
연결되는 VPC 및 VPN 연결은
기본 트랜싯 게이트웨이 라우트
테이블과 연관됩니다.

 각 트랜싯 게이트웨이 연결은 딱
하나의 라우트 테이블과만
연관됩니다.

 각 라우트 테이블은 연결된
항목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트랜싯 게이트웨이만
VPC 내의 가용성 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VPC 또는 VPN 연결은 라우트를
트랜싯 게이트웨이 라우트
테이블에 동적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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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that each FortiGate-VM instance requires four network interfaces when it is running 
in active-passive high-availability (HA) mode.

표 1. AWS에서의 FortiGate-VM 인스턴스 유형 지원

FortiManager

AWS용 FortiManager 가상 보안 관리 어플라이언스는 FortiManager 하드웨어 기반 어플라이 

언스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네트워크 보안 관리 기능과 더불어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스택형 라이선스 모델을 제공합니다. Fortinet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면 

함께 운영되고 공통의 중앙 FortiManager 플랫폼에서 관리되는 하드웨어 및 가상 어플라이 

언스의 혼합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FortiGuard 보안 서비스

FortiGuard Labs에서는 위협 환경에 대한 실시간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하여 Fortinet의 

솔루션 전체 범위에 걸쳐 포괄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보안 연구자, 엔지니어 및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세계 최고의 위협 모니터링 기관은 물론 여타 네트워크 및 보안 

공급업체와 협업하며, 법 집행 기관과도 협력합니다.

라이선싱

다양한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 배포에서 다수의 배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AWS용 

FortiGate-VM은 온디맨드 PAYG(Pay-As-You-Go) 모델과 BYOL(Bring-Your-Own-License) 

모델을 모두 지원합니다.

BYOL은 리셀러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연간 영구 라이선스입니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주문 절차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처음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때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라이빗 클라우드 배포를 퍼블릭 클라우드 배포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마이그레이션 사용 

사례에 적합합니다. 기존 라이선스를 사용할 때는 AWS 인스턴스 가격만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PAYG는 초기 배포와 필요 시 확장,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한 매우 유연한 옵션입니다.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용 사례라도 적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FortiOS를 UTM 번들과 함께 제공합니다. PAYG를 구매하려면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에 가입하십시오.

인스턴스 유형 지원

FortiGate-VM은 AWS에서 다음과 같은 인스턴스 유형을 지원합니다.

AWS에서의 FortiGate-VM 이점

 FortiGuard Labs 보안 서비스가
제공하는 지속적인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알려진 익스플로잇과 멀웨어로
부터 보호

 네트워크 트래픽 내부의 심층
검사를 위해 클라우드 애플리
케이션을 포함한 수천 가지
애플리케이션 식별

 동적 분석을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예방하며 자동 완화
기능을 제공해 표적화 공격 차단

 AWS GuardDuty 위협 감지
서비스로부터 사고 응답 및 위협
탐지 서비스 인텔리전스 자동화

 Fortinet 패브릭 커넥터를
사용하여 AWS 계정과 기본적
으로 통합됨으로써 고객의
멀티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보안
정책을 동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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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cket” : ”unique-bucket-name”,  
“region” : “us-west-2”,  
“license” : “/FGVM020000000000.lic”,  
“config” : “/fgtconfig-init.txt”,  
}

표 2. FortiGate-VM 모델(BYOL)

그림 8. AWS에서의 FortiGate-VM

C4 집합군의 인스턴스도 지원되지만 C5 또는 C5n 인스턴스 유형을 통해 AWS 강화 네트워킹을 활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처리량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표는 통상적으로 주문 가능한 BYOL 모델을 보여줍니다.

v-series는 기본적으로 VDOM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v-모델에서 VDOM을 실행하려면 추가 VDOM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FortiOS 6.0.2부터 FortiGate-VM 라이선싱은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vCPU를 사용하는 AWS의 VM 인스턴스에서 FortiGate가 

작동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에 표시된 vCPU 수는 가상 인스턴스에 몇 개의 vCPU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FortiGate가 

작동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이선싱된 수만큼의 vCPU만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나머지 vCPU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AWS에서 FortiGate 시작

가장 기본적인 배포는 FortiGate 한 개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두 개, 퍼블릭 인터페이스 한 개, 프라이빗 인터페이스 한 개로 구성됩니다.

초기 부팅 시 FortiGate 부팅스트랩

AWS 사용자 데이터는 시작 시 Amazon EC2(Elastic Compute Cloud) 인스턴스에 주입할 수 있는 명령/데이터 집합입니다. 이 데이터를 

소비하는 것은 EC2 인스턴스의 게스트 OS입니다. AWS에서의 FortiGate-VM은 이 기능을 지원하여 데이-제로 구성과 기타 필수 FortiGate 

인스턴스 부트스트래핑을 자동화합니다.

고객은 Amazon S3 버킷을 만들고 BYOL 인스턴스용 라이선스 파일은 물론 데이제로 구성 파일을 S3 버킷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에 

액세스를 허용하는 ID 및 액세스 관리(IAM) 역할을 시작 시 FortiGate 인스턴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작 시 인스턴스를 부트스트 

래핑하기 위해 FortiGate 인스턴스에 전달되는 사용자 데이터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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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ortinet Fabric Connector

Fortinet Fabric Connector
점점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 솔루션은 네트워킹 및 기타 IT 인프라와 
긴밀하게 조율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운영에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갖춰야 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물리적 엔터티 등의 집합이 격리되어 있는 멀티클라우 
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 관리 방법이 필요하며, 이것이 관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이트와 테넌트에 있는 온갖 보안 솔루션으로 인해 보안 관리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조직들은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서 일정한 보안 태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Fortinet Fabric Connector에는 이러한 보안 솔루션을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플랫폼으로 
만들어주는 API와 기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FortiGate 또는 FortiManager를 주요 소프트 
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및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AWS 포함)과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아웃-오브-더-박스 또는 내장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동적 주소 객체
SDN(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클라우드(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Fortinet Fabric Connector는 
FortiGate를 독립형 시스템으로 지원하거나 여러 FortiGate NGFW를 관리하는 FortiManager를 
지원함으로써 타사 SDN 또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통합될 수 있습니다. FortiManager의 경우 
에는 FortiGate 방화벽 정책에 의해 보호되는 동적 주소 그룹 객체를 동기화합니다.

객체의 형태와 위치가 얼마나 탄력적이고 변덕스럽게 바뀌건 간에 FortiGate는 이를 소스 및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소 객체로 식별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리자의 수동 개입 없이도 
적절한 방화벽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FortiManager는 선택적 구성 요소입니다. 이 섹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고객이 직접 FortiGate
를 사용하여 주소 객체와 방화벽 정책을 설정한다고 가정합니다.

AWS 리소스를 위한 동적 주소 객체를 생성하려면 먼저 FortiGate CLI/API/GUI를 사용하여 
AWS 커넥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입력하여 AWS VPC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를 
생성하십시오.

 AWS 액세스 키 ID/비밀 액세스
키—API 액세스에 필요한 AWS
자격 증명

 AWS 리전 이름

 AWS VPC ID

 업데이트 간격—커넥터가 동적
주소 객체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는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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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동적 주소 객체를 사용하여 방화벽 규칙 생성

이 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는 AWS 커넥터를 사용하여 주소 객체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인스턴스 ID, 인스턴스 유형, 서브넷 ID 등 여러
AWS 특성을 기준으로 주소 객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소 객체는 리소스와 연관된 탭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동적 주소 객체를 사용하여 방화벽 규칙 생성
AWS 패브릭 커넥터 유형의 주소 객체가 생성된 후에는 고객이 해당 주소를 사용하여 방화벽 정책을 소스 또는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은 고객의 AWS 계정에 배포된 FortiGate에서 방화벽 정책에 사용된 동적 주소 객체를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 고객은 Dept=Eng로 태깅된 모든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오디오/비디오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tag.Dept=Eng” 필터 규칙이 적용된 동적 주소 객체 그룹을 생성하면 처음에 두 개의 EC2 인스턴스(10.0.1.9 및 10.0.1.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소 객체를 소스 주소로 하는 방화벽 정책이 생성됩니다. 이 정책은 이 주소 객체에서 이루어진 모든 액세스가 오디오/비디오 스트리밍
웹사이트(netflix.com 등)로 향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팀에서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이 인스턴스는 적절히
태깅된 경우 해당 주소 객체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관리자가 방화벽을 수동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새 인스턴스에서 스트리밍 웹사이트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모두 차단됩니다.

AWS에서 단일 FortiGate-VM 배포
고객은 FortiGate를 배포하여 작업 환경을 보호하고 수신 및 발신 트래픽 모두에 심층 패킷 조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각각의 단일 FortiGate 배포 시나리오에서의 패킷 흐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바운드 트래픽 조사(노스-사우스)
웹 애플리케이션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AWS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채택한 고객들은 최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해야 합니다. VPC에서 배포되었을 때 FortiGate-VM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모든 인바운드 트래픽을 조사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일 FortiGate-VM 뒤에서 여러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각 서비스 IP 주소/포트를 포트 그리고 
FortiGate NGFW의 퍼블릭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관된 단일 탄력적 IP 주소(EIP)에 매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11의 웹 서비스는 
포트 8080에서 호스팅되고 FortiGate EIP/포트 8080에 매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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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FortiGate-VM을 통한 인바운드 트래픽 조사

웹 서버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은 FortiGate-VM에 의해 조사됩니다. VPC에 연결된 인터넷 게이트웨이(IGW)는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며 

FortiGate ENI-0 그리고 해당 인터페이스와 연관된 EIP의 비공개 IP 주소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 변환도 수행합니다.

그림 11은 수신 트래픽 패킷 흐름과 반환 트래픽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인바운드 트래픽. IGW는 대상 IP 주소(FortiGate의 ENI-0과 연관된 EIP)를 FortiGate ENI-1의 비공개 IP 주소로 변환합니다. FortiGate NGFW는 

다시 대상 NAT를 적용하여 대상 IP 주소를 백엔드 웹 서버의 IP 주소로 변경합니다.

반환 트래픽. 웹 서버에서 반환되는 트래픽은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트 테이블을 따릅니다. 이 라우트 테이블에는 FortiGate에 대한 모든 

인터넷 바운드 트래픽을 가리키는 라우트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FortiGate와 IGW 모두 소스 NAT를 반환 

트래픽에 적용함으로써 소스 IP를 공개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IP 주소(FortiGate NGFW의 ENI-0과 연관된 EIP)로 변경합니다.

아웃바운드 트래픽 조사(노스-사우스)

웹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은 종종 인터넷에서 시작되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에 요청을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형 

웹 서비스 또는 고객이 관리하는 웹 서버가 보안 패치를 다운로드해야 하거나 실시간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FortiGate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는 기본 라우트를 자신의 프라이빗 서브넷 라우트 테이블에 다음 홉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ortiGate가 모든 인터넷 바운드 트래픽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은 웹 서버에서 시작된 인터넷 바운드 요청에 소스 NA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반환 트래픽에 대상 NA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FortiGate-VM이 트래픽을 전달하도록 하려면 이 문서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레벨에서 소스/대상 확인 플래그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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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FortiGate-VM을 통한 아웃바운드 트래픽 조사

그림 12의 예에서 프라이빗 서브넷의 웹 서버는 OS 패치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인터넷 바운드 요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림에 나온 대로 

FortiGate-VM과 IGW 모두 소스 NAT를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적용합니다. 또한 대상 NAT를 응답 트래픽에 적용하여 FortiGate ENI-0의 EIP 및 

개인 IP 주소를 변환합니다.

이스트-웨스트 트래픽 조사

이 문서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AWS VPC 네트워킹은 VPC에 할당된 CIDR을 넘어 VPC 네트워크를 더 분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VPC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는 상주하는 서브넷에 관계없이 해당 서브넷의 다른 모든 인스턴스에 라우팅됩니다. 예를 들어 10.100.0.0/16

이 CIDR로 할당된 VPC에서는 10.100.0.0/16보다 더 구체적인 라우트(예: 10.100.1.0/24)가 있는 라우트 항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FortiGate-VM NGFW와 같은 가상 네트워크 보안 어플라이언스에 트래픽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트라-VPC 트래픽 조사 기능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AWS에서 동서 트래픽 조사 간극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권장 해결 방법과 대체 설계가 있습니다.

호스트 라우트 테이블 업데이트. 기본적으로, AWS VPC 서브넷에서 시작된 모든 EC2 인스턴스의 호스트 라우트 테이블은 기본 게이트웨이를 

Amazon에서 해당 서브넷의 기본 게이트웨이로 예약한 IP 주소로 설정합니다. 고객은 이 기본 게이트웨이가 FortiGate 방화벽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스턴스 수가 제한된 경우에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 데이터 또는 다른 도구를 

통해 라우트 테이블 업데이트를 자동화하면 이 옵션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멀티 VPC 설계. AWS는 VPC 레벨에서 네트워크를 분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워크로드가 서브넷 레벨 대신 VPC 레벨에서 함께 

그룹화됩니다. VPC 간 트래픽은 모두 각각의 VPC 또는 공유 VPC에서 네트워크 보안 가상 방화벽에 의해 조사됩니다. Transit VPC 또는 AWS 

Transit Gateway 같은 설계 패턴을 사용하여 자동화되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의 FortiGate 고가용성 및 탄력성
이 문서의 앞부분에서 다뤘듯이 클라우드에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독특한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NGFW 보안 솔루션을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고객들은 종종 고가용성 및 탄력적 설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Fortinet은 여러 가지

탄력적 아키텍처로 AWS에서 FortiGate NGFW를 배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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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물리적 데이터 센터에 대한 탄력적 아웃바운드 연결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 대한 탄력적 아웃바운드 연결

더 많은 조직들이 빠르게 클라우드를 채택하고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있지만, 그중 다수는 상당 부분의 워크로드를 온프레미스에 

유지하고자 합니다. FortiGate 고속대용량 NGFW를 AWS VPC에서 VPN 게이트웨이로 배포하면 VPN 터널을 설정함으로써 고객의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물리적 데이터 센터로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에서와같이 물리적 데이터 센터의 아웃바운드 연결에 탄력성을 제공하기 

위해 쌍으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AWS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AWS VPC에서 VPN 터널을 종료할 수도 있지만, AWS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보다 훨씬 더 
높은 대역폭을 지원할 수 있는 FortiGate NGFW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림 13은 탄력성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용성 존에 배포된 두 개의 FortiGate VM을 보여줍니다. 각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각각의 
가용성 존에서 FortiGate의 ENI-1을 가리키는 라우트를 포함하는 라우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한 가용성 존에서 다운타임이 발생할 경우, 이 
설계는 다른 가용성 존에 있는 워크로드에서 아웃바운드 연결이 계속 유지되도록 합니다.

FortiGate NGFW는 BGP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 게이트웨이도 BGP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온프레미스로부터 라우트를 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FortiGate가 모든 인터넷 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기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HA를 통한 액티브-패시브 배포
전통적으로, 고객들은 FGCP(FortiGate Clustering Protocol)를 사용하여 세션 동기화는 물론 탄력성을 얻기 위해 FortiGate NGFW를 고가용성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에 배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하트비트 트래픽은 멀티캐스트 패킷을 사용하는데 AWS 
VPC 네트워킹은 멀티캐스트/브로드캐스트 패킷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WS에서 FortiGate 인스턴스 쌍이 세션을 동기화할 수 있는 비슷한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Fortinet은 AWS에 배포할 액티브-패시브 
클러스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니캐스트 HA를 설계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마스터 및 슬레이브 쌍으로 구성된 두 개의 FortiGate 인스턴스와 
연동되며, 인스턴스가 단일 VPC 내의 같은 서브넷과 같은 가용성 존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FortiGate 인스턴스는 단일 논리적 인스턴스 
역할을 하며 인터페이스 IP 주소 지정을 공유합니다. 구성 동기화는 고객이 독립 실행형 FortiGate 장치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페일오버가 발생할 경우 클러스터는 빠르게 자동으로 복구되며, 장애를 일으킨 문제가 수정되고 장애가 발생한 리소스가 
복원되도록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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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WS에서의 FortiGate FGCP 배포

그림 15. AWS에서의 FortiGate FGCP 페일오버 프로세스

ENI0\port1의 보조 IP 주소를 FortiGate 1의 퍼블릭 인터페이스에서 FortiGate 2의 퍼블릭 
인터페이스로 재할당함으로써 인바운드 페일오버가 제공됩니다. 또한 ENI0\port1의 보조 IP 
주소에 연관된 EIP가 FortiGate 1의 퍼블릭 인터페이스에서 FortiGate 2의 퍼블릭 인터페이스로 
재할당됩니다.

ENI1\port2의 보조 IP 주소를 FortiGate 1의 프라이빗 인터페이스에서 FortiGate 2의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로 재할당함으로써 아웃바운드 페일오버가 제공됩니다. 또한 FortiGate 1의 프라 
이빗 인터페이스를 참조하는 라우트 타겟은 FortiGate 2의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를 참조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그림 14 및 15는 AWS VPC에서 FGCP 배포의 페일오버 프로세스를 보여줍 
니다.

탄력적 액티브-패시브 배포—이중 가용성 존
일부 AWS 고객은 기존 물리적 데이터 센터에서 볼 수 있는 풀 세션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는 
HA 솔루션을 요구하지만, 단지 고가용성 보안 서비스를 얻기 위해 간단히 탄력적(멀티 AZ) 
배포만 원하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Fortinet은 자동화된 AWS EIP 및 라우트 테이블 업데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가용성 존에서 두 개의 독립적인 FortiGate 인스턴스를 통해 수신 및 
발신 트래픽 흐름을 페일오버하는 TCP 상태 점검 중심의 Lambda 기반, 이중 AZ, 
액티브-패시브 페일오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WS에서 FGCP의 구성 요소

 FortiGate NGFW 두 개, 각각 4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음

 전용 ENI 두 개, 퍼블릭
인터페이스(ENI0\port1)용 1개와
프라이빗 인터페이스(E-
NI1\port2)용 1개 이들 ENI는 보조
IP 주소 지정을 활용하여 두
FortiGate 인스턴스 모두가 실제
FortiOS 구성과 동일한 IP 주소를
공유하고 기본적으로 세션을
동기화하도록 합니다. AWS는 ENI
의 기본 IP를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보조 IP 주소
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클러스터 EIP는 현재 마스터
FortiGate 인스턴스의 퍼블릭
인터페이스(ENI0\port1) 보조 IP에
연관되며 새로운 마스터 FortiGate
인스턴스에도 다시 연관됩니다.

 하트비트 확인, 구성 동기화, 세션
동기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FGCP HA 통신용 전용
ENI(ENI2\port3)

 각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고 각 인스턴스가 퍼블릭
AWS EC2 API와 따로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전용
ENI(ENI3\ port4)

 AWS IAM 역할. 이 역할을
가정함으로써 FortiOS는 AWS EC2
API에 액세스하여 라우트 테이블
업데이트, 클러스터 EIP 재할당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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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FortiGate 이중 AZ 액티브-패시브 HA

이 솔루션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스턴스의 퍼블릭 인터페이스(ENI0\port1)로, 기본 및 보조 IP 주소가 할당됩니다.

전용 EIP는 두 인스턴스에 대해 퍼블릭 인터페이스의 기본 IP에 연관됩니다. 또한 유동 EIP는 액티브로 태깅된 인스턴스의 퍼블릭 인터페이스

보조 IP 주소에 연관됩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인터페이스(ENI1\port2)로, 기본 IP 주소만 할당됩니다.

Lambda 함수. 단일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TCP 상태 점검 및 AWS VPC 네트워킹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Lambda 함수는 액티브 

인스턴스부터 시작하여 두 인스턴스 모두에 대해 ENI1의 기본 IP를 대상으로 TCP 상태 점검을 수행합니다.

CloudWatch 이벤트 규칙. 단일 CloudWatch 이벤트 규칙을 사용하여 예정된 기준에 따라(매분) Lambda 함수를 트리거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는 Lambda 함수가 FortiOS 스티크(stich) 작업을 통해 임시로 트리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FortiGate NGFW는 링크 모니터를 사용하여 프라이빗 인터페이스(ENI1\port2)를 통해 서로를 ping하도록 동적으로 부트스트랩됩니다. 또한 

스티크(stich)는 링크 모니터 상태 변경이 있을 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Lambda 함수를 트리거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VPC 엔드포인트. Lambda 함수가 VPC 내에서 비공개 IP를 사용하여 AWS EC2 API 및 FortiGate 인스턴스 모두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EC2에 

대한 VPC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액티브 인스턴스는 상태 점검에 실패하고 패시브 인스턴스는 성공할 경우, Lambda 함수는 액티브 인스턴스의 ENI0 또는 ENI1을 가리키는 

라우트가 패시브 인스턴스를 가리키도록 업데이트합니다. 액티브 인스턴스의 ENI0 보조 IP에 현재 연관된 EIP는 패시브 인스턴스에 다시 

연관됩니다. 그런 다음에 ‘ha:status’ 태그 값이 현재의 액티브 및 패시브 인스턴스를 올바르게 참조하도록 전환됩니다. 그림 17은 현재 액티브 

인스턴스(FGT-1)에서 현재 패시브 인스턴스(FGT-2)로의 페일오버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Lambda 기반, 이중 AZ, 액티브- 

패시브 페일오버” 배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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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FortiGate 액티브-액티브 탄력성

그림 17. FortiGate 이중 AZ 액티브-패시브 HA 페일오버 프로세스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탄력성—액티브-액티브 페일오버

액티브-패시브 배포는 탄력적 아키텍처를 제공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FortiGate 인스턴스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8에 나온 액티브-액티브 FortiGate 페일오버는 분리된 가용성 존에 

서 두 개의 독립적인 FortiGate 인스턴스를 통해 발신 트래픽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화된 

AWS 라우트 테이블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두 FortiGate 인스턴스 모두를 활용하여 트래픽을 

처리합니다. 이 솔루션은 VPC에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아웃바운드 탄력성만 제공합니다. 

수신 탄력성에 대해서는 AWS ELB 또는 Route 53 서비스와 같은 외부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방화벽 탄력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문서의 “AWS 

설계 패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18에 나온 솔루션은 이전 섹션에서 다룬 Lambda 기반 액티브-패시브 배포와 매우 흡사 
합니다. 둘 다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티브-액티브 아웃바운드 트래픽의 
구성 요소

 FortiGate 인스턴스

 Lambda 함수

 CloudWatch 이벤트 규칙

 API 게이트웨이

 VPC 엔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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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아웃바운드 트래픽 페일오버 프로세스에 대한 FortiGate 액티브-액티브 탄력성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용성 존의 라우트 테이블에 서로 다른 FortiGate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를 가리키는 라우트 항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래픽을 발생시킨 리소스가 있는 가용성 존에 따라 두 FortiGate 인스턴스 모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19는 이 설계의 

페일오버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현재 FortiGate 1의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를 타겟팅하는 라우트를 FortiGate 2의 프라이빗 인터페이스(E-

NI1)를 타겟팅하도록 업데이트함으로써 아웃바운드 페일오버가 제공됩니다.

FortiGate 1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어 상태 점검을 통과하면 AZ1의 라우트 목록이 AZ의 로컬 인스턴스인 FortiGate 1을 타겟팅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AWS SDN 및 태그 업데이트는 VPC 엔드포인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API 호출(VPC 내에서 Lambda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ENI로부터의 

호출)을 시작하는 Lambda 함수에 의해 수행됩니다. 추가 정보는 자세한 단계별 배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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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LB 샌드위치 배포에서의 FortiGate 자동 확장

설계 패턴
이 문서의 이전 섹션에서는 AWS 주요 개념과 FortiGate 배포 모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

니다. 이 섹션에서는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일부 혹은 전부 AWS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결정한 고객들에게 여러 AWS 서비스 및 설계 패턴을 활용하여 확장 가능하고 자동화

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프라 보안을 설계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규모. 고객 환경에 있는 VPC 수에 따라 Transit VPC와 Transit Gateway 같은 설계 패턴이 최상의 

옵션일 수도 있고, 단일 VPC 설계가 최상의 옵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우팅 요구 사항이 

설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화. 클라우드(AWS 포함)의 분산형 및 동적 특성 때문에 Terraform 및 CloudFormation과 

같은 IaaC(Infrastructure-as-a-Code)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AWS Auto 

Scaling과 같은 기본 AWS 서비스가 고객이 AWS 탄력성을 효율적이고 자동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가용성 및 탄력성. 운영 환경에 워크로드가 있는 고객들은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탄력적인 고가용성 보안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FortiGate 탄력적 배포 옵션 

및 AWS 관리형 서비스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ortiGate 자동 확장을 통한 탄력적 부하 분산 샌드위치

AWS ELB(Elastic Load Balancing)는 AWS 배포를 위한 부하 분산 서비스입니다. ELB는 들어오는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자동으로 분산시키고 트래픽 수요에 맞게 리소스를 확장합니다. 

고처리량 NGFW 요구 사항이 있는 고객은 AWS ELB 및 AWS Auto Scaling과 통합된 FortiGate 

인스턴스를 통해 변화하는 트래픽 볼륨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동 확장 그룹에 배치되는 

FortiGate NGFW 앞에는 외부 AWS NLB(Network Load Balancer)가 옵니다. 두 번째 내부 NLB

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백엔드 서버로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포를 흔히 ELB 샌드위치라고 하며, FortiGate 인스턴스는 두 NLB 사이에 

샌드위칭됩니다.

이 설계의 주요 구성 요소

 AWS 모범 사례에 따라 퍼블릭 및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성된 VPC.
이 배포는 두 개의 가용성 존에
걸쳐서 탄력성을 제공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에서는 자동 확장
그룹에 있는 FortiGate 호스트가
AWS 보안 그룹을 보완하여 침입
방지, 웹 필터링, 위협 감지 등의
레이어 7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에서는 NAT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FortiGate
NGFW가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리소스의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FortiGate NGFW 인스턴스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를 향하는 NLB. 내부를
향하는 NLB는 선택 사항입니다.

 FortiGate 자동 확장 그룹의 콜백
URL을 제공하는 정문 역할을 하는
Amazon API Gateway

 Lambda 함수는 다른 관련 구성
요소의 자동 확장, 페일오버 관리,
구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Fortinet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자동 확장 조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Amazon
DynamoDB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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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ransit VPC

FortiGate는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API 호출을 보내고 FortiGate 구성-동기화 작업을 

처리함으로써 자동 확장 이벤트 시 여러 FortiGate 인스턴스에서 운영 체제 구성을 동기화 

합니다. 이것은 현재 VPC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공개 액세스는 없습니다.

기존 VPC에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의 웹 서버에 들어오는 요청은 인터넷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부하 분산기, FortiGate 자동 확장 그룹을 거치는 연결을 통과한 후에 웹 서버에 도달합니다. 웹 

서버는 같은 연결을 사용하여 응답을 반환합니다.

웹 서버에서 나가는 요청은 개별 FortiGate NAT 게이트웨이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여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합니다. 외부 네트워크는 같은 경로를 사용하여 응답을 반환합니다.

이 솔루션은 완전히 자동화되었으며 기존 또는 새로운 VPC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AWS 퀵

스타트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ansit VPC

대부분의 AWS 배포는 단일 VPC에서 시작하여 여러 리전에 분산된 여러 VPC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멀티 VPC 배포에서는 VPC 간 연결을 활성화하기 위해 VPC 피어링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피어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VPC 피어링은 고객이 VPC 사이에 흐르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고객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되는 방화벽 같은 물리적 게이트웨이로 

트래픽을 백홀하여 인터-VPC 통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방법은 클라우드 

트래픽을 온프레미스 위치로 백홀함으로써 트래픽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불필요한 지연을 더합니다. Transit VPC는 가상 방화벽이 허브 VPC에서 호스트되고 스포크 

VPX가 허브 방화벽을 통해 상호 연결되는 허브-앤-스포크 토폴로지를 생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클라우드 트래픽이 절대로 고객의 AWS 환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풍부한 라우팅 기능과 강력한 고급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능을 갖춘 AWS용 FortiGate-VM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처리량이 뛰어나고, 자동화된 Transit VPC 배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VPC 통신은 물론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의 연결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Fortinet Transit VPC 주요 구성 
요소

 Transit VPC에 액티브-액티브
모드로 배포된 두 개의 FortiGate
인스턴스

 Transit VPC(허브) 및
애플리케이션 VPC(스포크)

 각 스포크 VPC에 배포된 AWS
VPN 게이트웨이

 두 개의 Lambda 함수: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Poller
그리고 Fortinet VPN Configurator

 AWS CloudWatch 이벤트 규칙

 선택 사항인 물리적 데이터 센터
(고객 게이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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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ortinet Transit VPC 아키텍처

Fortinet Transit VPC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Transit VPC가 성공적으로 생성되면 Lambda 자동화 
인프라가 스포크 VPC를 Transit VPC에 연결합니다.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Poller 및 Fortinet Configurator Lambda 함수가 연동되어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검색하고 FortiGate에 대한 VPN 연결을 구성합니다.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Poller는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검사하는 동안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지정된 태그를 찾고 Transit VPC 
계정에서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확인합니다. Poller가 태그 “transitvpc:spoke=true” 쌍이 있는 VGW를 찾을 경우, Fortinet Configurator 
Lambda 함수는 VPN 연결을 정의하고 FortiGate 구성을 푸시하여 IPsec 터널을 생성합니다. Lambda Poller 함수는 CloudFormation 중에 
지정된 S3 버킷에서 파일을 생성함으로써 무엇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Configurator에 알립니다. VPN 연결과 연관된 모든 매개 변수 및 구성은 
S3 버킷에 저장됩니다. A PUT S3 버킷 이벤트는 두 번째 Lambda 함수(Fortinet Configurator)를 트리거합니다. 그림 22는 Fortinet Transit VPC 
아키텍처를 보여줍니다.

BGP 피어링 세션은 스포크 VPC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와 Transit VPC FortiGate 사이에 설정됩니다. BGP 세션은 Transit VPC 자동화 
프레임워크에 의해 생성된 VPN IPsec 터널을 통해 설정됩니다.

Fortinet Transit VPC는 여러 계정과 여러 리전을 거쳐 V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Fortinet Transit VPC 배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AWS Transit Gateway와 통합된 탄력적 FortiGate 배포
Fortinet Transit VPC 등 Transit VPC 배포가 인터-VPC 연결 및 보안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선호되는 방법이 되었지만 AWS Virtual Private 
Gateway(VPN 연결을 종료하기 위해 각 VPC 스포크에 배포됨)는 대역폭 제약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성능이 제한됩니다.

AWS Transit Gateway는 대규모 연결이 허용되는 새로운 고확장성 분산형 서비스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동일 비용 다중 경로(ECMP) 
라우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IP 접두사를 전파하는 두 개 이상의 VPN 연결에 트래픽을 균일하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리고 AWS 제품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CloudFormation, CloudWatch, VPC 흐름 로그 등의 기본 서비스를 사용 
하여 AWS Transit Gateway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WS Transit Gateway는 남북 및 동서를 비롯한 모든 방향의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ortinet Cloud Services Hub는 
AWS Transit Gateway 서비스를 활용하여 여러 주요 사용 사례를 지원하고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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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인바운드 트래픽을 위한 방화벽 탄력성이 있는 Transit Gateway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배포에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여러 원격 브랜치, 기업 데이터 센터 및 애플리케이션 VPC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송됩니다. Fortinet Cloud Services Hub는 상호 연결 및 트래픽 조사를 촉진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중앙 허브 VPC를 
만듭니다. 애플리케이션은 VPC는 Transit Gateway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물리적 데이터 센터와 원격 브랜치 위치가 ECMP를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Fortinet Cloud Services Hub에서 FortiGate NGFW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 탄력성이 있는 인바운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많은 고객들은 공개 IP 주소가 필요하지 않은 VPC에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외부 공격으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Fortinet Cloud Services Hub는 AWS Transit Gateway와 통합됨으로써 고객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프라이빗 VPC에 편리하게 배포하는 한편, 
탄력적 FortiGate NGFW를 공개 PVC에 프로비저닝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23은 두 개의 FortiGate NGFW 앞에 
인터넷을 향하는 AWS 부하 분산기가 있는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Transit Gateway에 연결되는 두 개의 스포크 VPC에 백엔드 서비스가 
배포됩니다.

동서 트래픽 조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배포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모든 트래픽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클라우드 트래픽이 작업 환경에서 측면으로(동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Fortinet Cloud Services Hub는 위협의 측면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트래픽을 조사하는 배포 모델을 지원합니다. Transit Gateway 서비스를 
활용할 때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AWS Transit Gateway에서 여러 라우트 테이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FortiGate(그리고 
확장을 통해 Security Fabric에 있을 수 있는 다른 보안 솔루션)의 고급 보안 기능이 인터-VPC 트래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조사가 필요한 모든 트래픽은 Fortinet Cloud Services Hub에 배포된 FortiGate 솔루션으로 전송됩니다.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배포에서는 두 개의 Transit Gateway 라우트 도메인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모든 스포크 VPC에 연결되는 라우트 
테이블이고, 다른 하나는 Cloud Services Hub VPC에 연결되는 라우트 테이블입니다. 흐름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스 NAT를 각 FortiGate 
NGFW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 스포크 VPC 라우트 테이블은 Cloud Services Hub로 다시 라우팅되어야 합니다.

그림 24의 배포는 액티브-액티브 FortiGate 배포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또는 고객이 Transit Gateway와 Cloud Services Hub 
사이에 Transit Gateway 연결을 생성하고, 이곳에 액티브-패시브 방식으로 FortiGate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동서 트래픽 조사에서 소스 IP 
주소를 유지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소스 NAT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 배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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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FortiGate NGFW 및 AWS Transit Gateway를 통한 VPC-to-VPC 트래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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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조직들이 클라우드 배포를 채택함에 따라 클라우드 여정의 초반에 이들의 요구 사항에 맞는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WS용 Fortinet FortiGate-VM은 다양한 배포 및 설계 모델을 지원하여 AWS 고객의 규모, 가용성 및 탄력성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또한 기본 

AWS 서비스 및 자동화 프레임워크와 통합되므로 FortiGate NGFW가 변화하는 트래픽 양에 맞춰 동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ortinet Security Fabric Connector가 AWS와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동적 주소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동적 주소 객체는 

네트워크 및 보안 관리자들이 여러 FortiGate 인스턴스에서 방화벽 정책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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