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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 시큐리티 코리아, 시스템 엔지니어링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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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티넷 회사 소개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의 변화

•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화벽 외 포티넷 보안 솔루션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와 구축 사례 소개

• 온-프레미스 엣지 / 클라우드 엣지 / 모바일 엣지 위치별로 필요한
SD-WAN, SD-브랜치, SASE 구축 사례 소개

• 손쉽게 ZTNA 구축이 가능한 FortiOS v7 핵심 기능 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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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
점유율 Top 3 벤더이며, 가트너 MQ
2개 부문 업계 리더 입니다.

가트너 2019/2020 MQ 4개 분야에서
평가 받은 벤더이며, 폭 넓은 사이버
보안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개 분야에서 가트너 2020
MQ 평가 보고서에서 ‘Vendor To 
Consider’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Network 
Firewalls

Web Application 
Firewall

Wired and WLAN

SIEM

Endpoint Protection 
Platforms*

WAN Edge 
Infrastructure
(Secure SD-WAN)

Secure Web 
Gateway

Indoor Location 
Services

Gartner is a registered trademark and service mark of Gartner, Inc.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and is used herein with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Gartner does not endorse any vendor, product or service depicted in its research publications, and does not 

advise technology users to select only those vendors with the highest ratings or other designation. Gartner research publications consist of the 

opinions of Gartner’s Research & Advisory organization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statements of fact. Gartner disclaims a ll warranties, 

express or implied, with respect to this research, including any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is report last 

publishes in 2019 and is provided here for historical purposes.

가트너 마켓 가이드 6개 분야에서
평가 받은 보안 벤더 입니다.

SOARZTNA

NAC

OT

IDPS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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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재택근무 클라우드컴퓨팅

Increase the Attack 
Surface

 새로운 엣지 출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
 새로운 에코시스템 적용

Remote Workers are a 
target for cybercriminals

 가성비 위주의 보안 등급
낮은 라우터, IP 공유기
사용

 VPN 가상 사설망 스플릿
기술 사용

 새로운 원격 근무 환경
취약점에 대한 대응 기술과
보안 인식 부족

Higher Bandwidth 
Higher Risks

 분산 아키텍처 (멀티
MEC)

 사이버 공격 전파 속도
증가

 보안 침해 사고 대응 속도
느려짐 (수동 작업)

Increased Risk

 데이터 정합성
 산업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준수
대상의 확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장 이슈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보안 리스크

가속화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도

5G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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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중심 설계
엔드 유저 영역 정적
맵핑 기술 사용

• 온-프레미스 시설 투자
(80% 이상)

• 경계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접속
보안 정책 (DMZ 영역)

• 인력 투입 기반의
매뉴얼 운영 프로세스
/ 제한된 엔드-투-엔드
서비스 제공

AS–IS 가까운 과거 & 현재 공존 아키텍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의 변화 1/3

사용자 / 엔드포인트 / 사물인터넷 기기 어플리케이션 / 데이터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간

캠퍼스
네트워크

브랜치 사무소
& ATM 기기

OT

재택 / 원격
접속

클라우드

SaaS

인터넷DMZ

데이터센터

MPLS
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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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와 모바일
워크포스 고려한 설계

• 온-프레미스 / 오프-
프레미스 비율 변화 (50:50) 
호스티드 어플리케이션과
SaaS 사용률 증가

• 모든 엣지와 접속 위치에
대한 보안 설계 필요
(Security Everywhere)

• 멀티-벤더로 구성된
인프라에 대한 엔드-투-
엔드 시스템 자동화 운영 / 
보안 정책 / 가시성 확보
플랫폼 필요

To–Be 아키텍처 (또는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의 변화 2/3

사용자 / 엔드포인트 / 사물인터넷 기기 어플리케이션 / 데이터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간

Cloud 
IaaS
PaaS

SaaS

데이터센터

3rd 파티

인터넷

Underlay

SASE and or

Carrier Hotel or 
direct connect

Internet as 
transport

시큐어 SD-WAN

서버

가상화 플랫폼

캠퍼스
네트워크

브랜치 사무소
& ATM 기기

OT

재택 / 원격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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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와 모바일
워크포스 고려한 설계

• 온-프레미스 / 오프-
프레미스 비율 변화 (50:50) 
호스티드 어플리케이션과
SaaS 사용률 증가

• 모든 엣지와 접속 위치에
대한 보안 설계 필요
(Security Everywhere)

• 멀티-벤더로 구성된
인프라에 대한 엔드-투-
엔드 시스템 자동화 운영 / 
보안 정책 / 가시성 확보
플랫폼 필요

To–Be 아키텍처 (또는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의 변화 2/3

사용자 / 엔드포인트 / 사물인터넷 기기 어플리케이션 / 데이터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간

Cloud 
IaaS
PaaS

SaaS

데이터센터

3rd 파티

인터넷

Underlay

SASE and or

Carrier Hotel or 
direct connect

Internet as 
transport

시큐어 SD-WAN

서버

가상화 플랫폼

캠퍼스
네트워크

브랜치 사무소
& ATM 기기

OT

재택 / 원격
접속

클라우드 보안 고려 필요

SaaS 보안 고려 필요

SASE 검토 필요

SD-WAN 검토 필요

모바일 사용자 보안 및

SD-브랜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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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레미스 시설 투자 (80% 이상)

경계선 기반 엔터프라이즈 접속 체계 (DMZ)

수동 매뉴얼 운영 프로세스 / 제한된 엔드-투-엔드
서비스 제공

데이터센터 중심 설계 엔드 유저 영역 정적 맵핑 기술Architecture

Applications

Management

Security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의 변화 3/3

As – Is Architecture 

온-프레미스 / 오프-프레미스 비율 변화 (50:50) 호스티드 & SaaS 사용률 증가

Security Everywhere

멀티-벤더로 구성된 인프라에 대한 엔드-투-엔드 시스템 자동화 운영 / 
보안 정책 / 가시성 확보 플랫폼 필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아키텍처와 모바일 워크포스 고려한 설계

To – B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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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티넷 회사 소개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의 변화

•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화벽 외 포티넷 보안 솔루션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와 구축 사례 소개

• 온-프레미스 엣지 / 클라우드 엣지 / 모바일 엣지 위치별로 필요한
SD-WAN, SD-브랜치, SASE 구축 사례 소개

• 손쉽게 ZTNA 구축이 가능한 FortiOS v7 핵심 기능 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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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클라우드 보안 이슈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증가

 연동되는 엔드 포인트 간의
복잡성 증가

 Auto Scale등의 빈번한 인프라
변화  수동 제어의 한계
발생

 일관된 보안 정책 수립의
어려움

급격한 인프라 환경 변화

 증가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
확보의 어려움

 정보 교류 및 확대된 Attack 
Surface 보호

 Shadow IT 환경 제어

확대된 보안 대상 영역클라우드간 통신의 증가

VPC1VPC2

Cloud

VMVM VM

Cloud

VPC1

Cloud

VM

VM

VM

VM

VM

VM

VM

AutoScale

프라이빗클라우드

퍼블릭클라우드서비스

SaaS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

통신사클라우드서비스

데이터센터 (기업보유)



클라우드수용트렌드
Capability Maturity Model (능력 성숙도 모델)

CASB 

CSPM/CWP

WAF

Serverless Security

Container Security

Security Automation

O365 Security

NGFW, UTM

리거시 클라우드퍼스트대다수의엔터프라이즈기업

신속함 자동화 통합 CI / CD



PUBLIC 
CLOUD

PRIVATE 
CLOUD/DC

SAAS

다이나믹클라우드시큐리티
포티넷 포트폴리오

NETWORK

APPLICATION

PLATFORM



PUBLIC 
CLOUD

PRIVATE 
CLOUD/DC

SAAS

NGFW, UTM

Public & Private Cloud VM

ASIC-accelerated Hardware

다이나믹클라우드시큐리티
포티넷 포트폴리오

APPLICATION

PLATFORM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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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기능 제공하나, 관리 패널이 분산되어 있으며, 각 기능별 제약 사항 검토 필요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

 서브넷, 인스턴스 단위 제어

 Stateful 방화벽

 VPC당 갯수 제한

 허용 정책 기반 동작

 네트워크 ACL 

 Top Down 방식

 양방향 정책 필요

 허용/차단 기반 동작

 로그 및 정책 관리의 어려움

분산된 관리 패널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Layer 4 정보 기반의 ACL 방화벽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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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L4 ACL 기반의 방화벽이 탐지 못하는 보안 위협

Virus
Malware

1980’s

Network 
Worm

2000

Spam 
Phishing

2000 2004 2016

Ransomware
Web

Threats
DDoS

새로운
사이버

공격기술
출현

대응 기술
Response

Botnet

2001 2008 2011 2012 2019

Advanced 
Threats

Insider M2M

2013

IoT

Antivirus IDS/IPS
Secure  
Email 

Gateway

Reputation
Sandbox

Secure    
Web  

Gateway

Anti-

DDoS
ATP

Artificial 
Intelligence

UEBA

Deception OT & ICS

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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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Native Firewall과 WAF를 위한 포티넷의 Managed 
Rules 서비스 지원

• AWS Network Firewall을 위한, 포티넷 IPS 
Managed Rules 서비스 지원

• 유투브 소개 영상 : https://youtu.be/1CL69tWkfEc

• AWS WAF를 위한, 포티넷 WAF Rulesets 서비스
지원

• 유투브 소개 영상 : https://youtu.be/pFNo3O31BnQ

https://youtu.be/1CL69tWkfEc
https://youtu.be/pFNo3O31BnQ


PUBLIC 
CLOUD

PRIVATE 
CLOUD/DC

SAAS

NGFW, UTM

다이나믹클라우드시큐리티
포티넷 포트폴리오

Cloud On-Ramp

Connect and optimize access to 

Cloud

APPLICATION

PLATFORM

NETWORK

FORTIGATE SD-WAN

• Cloud On-Ramp connectivity

• Traffic optimization, visibility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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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onnect
Virtual WAN Express Route

클라우드접속성능개선을위한클라우드-온-램프요구

OnPrem Data Centers

FortiGate

Branch Offices

FortiGate

Cloud On-Ramp

Connecting users to cloud workloads

Secure SD-WAN

Connecting workloads across multiple clouds

Multi-Cloud Network

Secure SD-WAN Multi-Cloud On-Demand

 Seamless & Secure Cloud Network

 Flexible Consumption Options

 Lower Training Burden

Consistent Security and Visibility

Transit Gateway Direct Connect

Internet

Leased Lines

Secure SD-WAN

FortiGate-VM



PUBLIC 
CLOUD

PRIVATE 
CLOUD/DC

SAAS

다이나믹클라우드시큐리티
포티넷 포트폴리오

CWP
Visibility - A single UI 
visualizing security posture, 
configuration and activity across clouds

Automation & Remediation - Policies 
to automate alerts and trigger actions 
based on security events

Compliance Discovery and Reporting

CONTAINER SECURITY

Threats – Vulnerabilities. 
Misconfigurations, Release frequency

Goals – Secure the infrastructure

CONTAINER

FortiCWP

CASB

• Identify and block rogue 

application usage

• Enforce IT policies across SaaS 

applications

• Prevent threats that propagate 

from cloud services

• Provide Compliance and 

reporting tools

SECURE SAAS DATA

FORTICASB

PLATFORM

NETWORK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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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CWP

Security Architect

Security Operations

IT Administrators

AWS Security Hub

Network 
Watcher

NSG flow 
events

Instance Profile Activity Log

Cloud 
Monitoring

Cloud Logging

GCE VM 
Instance

Audit Logs

Azure Security 
Center

Google Cloud Security 
Command Center

Amazon 
Inspector

VPC Flow logs CloudTrail
AWS Guard 

Duty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통합된 워크로드
보호 콘솔 지원

FortiC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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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통합 지원

• 멀웨어 스캔 지원

• DLP 스캔 지원

• 클라우드 리소스 모니터

• 리소스의 위협 분석 탐지 및 보고

• 주요 정책 위반 사항
분석 탐지 및 보고

• 워크로드 노출 위험도
레벨 검사 보고

• 스토리지 노출 레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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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B 정책
적용 지원
대상 리스트

섀도우 IT –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사용 현황 분석

Azure 스토리지
이용 내역



PUBLIC 
CLOUD

PRIVATE 
CLOUD/DC

SAAS

다이나믹클라우드시큐리티
포티넷 포트폴리오

• Out of band deployment

• Simple setup, no MX 

changes required

• Instant demo, zero impact

• Real-time scanning, post-delivery 

clawback

• Internal email scanning

• Uses O365 Graph API

SECURE O365

FORTIMAIL + FORTISANDBOX

SAAS / – 0365 PROTECTION

• SaaS based GSLB

• Ensure business continuity

• Intelligent traffic management

• Advanced health Checks

GLOBAL SERVER LB

FORTIGSLB

GSLB

• OWASP Top 10 Protection

• Zero day threat protection 

using a two-layer Machine 

Learning technology

• Adapts to application changes 

automatically

• Solutions across Data Center, 

Public and Private cloud 

• BYOL, PAYG and SaaS 

consumption

WEB APPLICATION FIREWALL

FORTIWEB

WAF
SANDBOX PAAS

FORTISANDBOX CLOUD

• SaaS:  FortiGate Cloud Sandbox

PaaS:  FortiSandbox Cloud

APPLICATION

PLATFORM

NETWORK



PUBLIC 
CLOUD

PRIVATE 
CLOUD/DC

SAAS

다이나믹클라우드시큐리티
포트폴리오 별, 제품을 제공

Application Security

Platform Security

Secure & Optimized On-ramp

APPLICATION

PLATFORM

NETWORK

FORTIMAIL FORTISANDBOX FORTIWEB FORTIGSLB

FORTICWP CONTAINER SECURITYFORTICASB

FORTIGATE-VM FORTIGATE SD-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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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ity / 

SD-WAN

Azure

Virtual WAN

AWS Load 

Balancer

AWS Transit 

Gateway

Container 

Enabled 

Security

AWS ECS

Azure Container 

Services

Provisioning/ 

Ops 

Automation

ARM

Templates

AWS

CloudFormation

AWS Mgmt

Console

Cloud 

Deployment 

Manager

Platform 

Security

Azure Security

Center 

Azure Active 

Directory

AWS

Security Hub 

Security 

Command Center

Protection

Office 365

AWS WAF

AWS NW 

Firewall

Response 

Automation 

Stitches

Azure Cloud 

Functions

Cloud Functions

AWS Lambda

Scale-up & 

Scale-out 

Security

Azure

Virtual Machines

Compute Engine

Amazon EC2

Threat 
Intelligence

Amazon 

GuardDuty

Security 

Command Center

Azure Sentinel

포티넷 솔루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연동 지원 범위

https://github.com/fortinetsolutions/Azure-Templates
https://github.com/fortinetsolutions/Azure-Tem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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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API 

Gateway*
Amazon

WorkSpaces

virtual private cloud

virtual private cloud

FortiWeb VM FortiGate VM

Cloud Security Services Hub

Amazon 

Inspector

Amazon 

Macie

flow logs

Protected Services 

and Workloads

Transit GW

AWS Security Hub

FortiMail VMFortiSandbox VM

High Speed VPN

AWS WAF

FortiCWP

Fabric Connector

instances

Containers

FortiWeb 

Container

Offices

FortiWeb WAFaaS

Amazon 

GuardDuty

S
D

-W
A

N

FortiGate

AWS 

Outposts

Data Center

검증된
AWS + Fortinet
레퍼런스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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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Enforcement Connector

• Management / Analytics

• Next Generation Firewall

• Compliance Automation

• Advanced Threat Protection

• VPN IPSec Tunnels

• Web Application Firewall

•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 Cloud Access Security Broker

• Container Security

• Denial of Service Protection

Azure Function –
Auto-Scale Handler

Cosmos DB –

VMSS Member 

Repository

• Scale up and down capacity based on changing traffic 
volume

• Integrated with Azure VMSS and Azure Load Balancer

• Take advantage of Azure Internal Standard SKU Load 
Balancer to load balance outbound traffic

• Enable HA port to allow all protocols/ports

• FortiGate NGFW integrated with Azure Security Center

• Automatically failover when NGFW instances become 
unhealthy

Load Balancer Front End

57.77.124.99
66.44.4.11

포티넷 FortiGate 
(NGFW)

UDR

10.0.2.510.0.2.4

Apply SNAT at 
each FGT for 
both inbound 
and outbound

Public 
subnet 
10.0.1.0/24

Private 
subnet 
10.0.2.0/24

Protected 
subnet 
10.0.3.0/24

Standard SKU 

Internal Load 

Balancer (HA Port)

10.0.0.0/16

10.0.2.7

10.0.2.7

10.0.2.7

Internet 

(0.0.0.0/0)

Private subnet

Destination Next hop

검증된 Azure + Fortinet 레퍼런스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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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Oracle OCP + Fortinet 레퍼런스 아키텍처

• 퍼블릭 VCN, 프라이빗 VCN 으로 분리

• 폐쇄망 환경

• 내부 BYOL 인스턴스 등의 라이선스 체크

• 시그니처 업데이트 경로 고려

• 보안 기능의 통합

• FW, IPS, VPN의 통합

• 시큐리티 존 및 트래픽 게이트웨이
보호 역할

• 트래픽이 방화벽에 집중

• 트래픽 가시성, 로그, 제어의 집중

• 정책 객체의 자동 업데이트

• 변경되는 인스턴스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

서비스

Public Virtual Network Private Virtual Network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Public 

Subnet

Security

Subnet

…

Virtual Network Virtual Network

서비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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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SAP on Azure
FortiADC replaces

Web Dispatcher

FortiADC

• Web Dispatcher replaced FortiADC with WAF

• FortiADC SAP connector gets changes from 
Messenger Server

• Can also provide SSL services, WAF, DDoS…

FortiGate NGFW 

• Web Dispatcher replaced with higher security 
FortiADC with WAF

• Front Ends SAP traffic supporting VPN termination

• Forwards SAP NI traffic to SAP router from 
worldwide SAP Support Centers

• Segments SAP landscapes within Hub

• Provides E-W & N-S inspection within Hub

FortiWeb WAF 

• Adds AI and ML capabilities

D
ev

Te
st

Q
A P
re

-P
ro

d

App Tier Subnet

Security DMZ 
Subnet

Shared Services 
Subnet

ID Management 
Subnet

Jumpbox

NSG NSG NSG

Availability SetStorage
StorageKey Vault

vN
ET

P
ee

ri
n

g

Hub vNET

SAP vNET

AS-ABAP
Availability Set

Availability Set AS-Java
Availability Set

NSG NSG NSG

Storage (Azure)Azure Storage
Fiori

TCP 80/443

Database Subnet

Availability Set
HANA Database

P
ro

d

FortiGate 
NGFW

Premise Network

Segmentation 

IPsec
10G VPN

App Tier Subnet

Region 2: Disaster Recovery

Availability Set Availability Set Availability Set

NSG NSG NSG

Storage (Azure)Azure Storage
ReplicationFiori

Database Subnet

Availability Set
HANA Replica

Region 1: Primary

Express Route
ExpressRoute

Azure Site 
Recovery

Express Route
ExpressRoute

HANA System 
Replication

HTTP(s)

NSG

TCP 39xx

SAProuter

NI/SNC

Mgmt Subnet

FortiGate 
NGFW

FortiADC        
LB WAF

FortiADC        
LB W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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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티넷 회사 소개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의 변화

•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화벽 외 포티넷 보안 솔루션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와 구축 사례 소개

• 온-프레미스 엣지 / 클라우드 엣지 / 모바일 엣지 위치별로
필요한 SD-WAN, SD-브랜치, SASE 구축 사례 소개

• 손쉽게 ZTNA 구축이 가능한 FortiOS v7 핵심 기능 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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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 
애플리케이션퍼블릭/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터넷

기업 인터넷 데이터센터

(온-프레미스 구축된 인프라)On-Network

Thin Branch

(온-네트워크, 씬 브랜치/지사 사무소

기업 보안 시스템 경계선 안쪽)

Users & Devices

Off-Net User

(오프-넷 사용자)

원격 근무/재택근무

기업 보안 시스템
경계선 바깥쪽

디지털 전환 시대, 적재 적소에 보안 배치 필요성

Thin Edge

(씬 엣지)

Off-Net

Device

(오프-넷

디바이스)

기업 사무실내에서, IT보안팀이 허용한 클
라우드 & SaaS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하는
경우

그러나, 중소규모 브랜치 사무소에 보안
시스템 부재로 인한 리스크 노출 무방비
상태인 기업도 상당수 존재함

기업 IDC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
버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우드 & SaaS 애
플리케이션을 접속하는 경우

(예: MS 익스체인지 그룹웨어와 OneDrive 
스토리지 결합 서비스)

최근 원격근무 활성화로 인한, 원격 근무
자가 외부에서 클라우드 & SaaS 애플리케
이션에 접속하는 경우

1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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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enter본사

지점

전용선
MPLS

모바일/재택/원격
근무자

SaaS 어플리케이션

AS-IS To-Be

SD-WAN+SASE 하이브리드구축사례

Data Center본사

지점

전용선
MPLS

인터넷

FW IPS Router

Router

Router IPS FW

모바일/재택/원격
근무자

SaaS 어플리케이션

IPsec

IPsec

SSL VPN

IPsec

FortiSASE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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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 SD-WAN 국내고객사례

• 사업 목적: SD-WAN 도입을 통한 국제 회선 비용 절감.

• 비업무 트래픽 스티어링 요구 사항: MS-윈도우-업데이트, 유투브, 
화상통신 등 트래픽은 xDSL underlay로 트래픽을 우회 시키기.

• Azure 클라우드 VDI 워크로드 연동.

• 지점 보안을 위해서, 추가 IPS 구매 없이, SD-WAN 장비에서 IPS 보안
기능 적용함.

(과거) IP 주소 기반 VPN 수동 정책 운영 - 변화 속도 뒤쳐짐

(변경 후) 어플리케이션 트래픽 기준 스티어링 정책 :

• 기업 IDC 대상 트래픽  전용선 MPLS로 경로

• PC 윈도우 업데이트 트래픽  초고속 인터넷 회선 경로

• 유투브, 화상회의, SaaS 트래픽  초고속 인터넷 회선 경로

• 접속 속도 향상, 화상 회의 지연시간 단축 효과

• Azure VDI 접속 속도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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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WAN과 SD-브랜치구축사례

C사 방화벽

C사
방화벽

• C사 네트워크와 호환되는 SD-WAN과 SD-

브랜치 제품 안정성 검증됨

• 비업무용 트래픽 검출 및 다이렉트

인터넷으로 스티어링하는 정책으로, MPLS 

전용선 망에 불필요한 트래픽 유발 방지 효과

(비용 절감)

• 원격 근무자 접속을 위한 VPN 라이선스 무료

제공 (추가 비용 투자 방지 효과)

• SD-WAN 회선 헬쓰체크 기능을 통한, 본사와

IDC 그리고 각 지사 영업점 간 통신 가용성

증대 효과

• 엔드포인트 백신과 컴플라이언스 준수 유무

체크 기능을 통한 추가 비용 최소화 효과

• SD-WAN 장비의 통합 유선스위치/무선AP 

컨트롤러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추가 비용

투자 방지 및 지사 가시성 확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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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티넷 회사 소개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의 변화

•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화벽 외 포티넷 보안 솔루션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와 구축 사례 소개

• 온-프레미스 엣지 / 클라우드 엣지 / 모바일 엣지 위치별로 필요한
SD-WAN, SD-브랜치, SASE 구축 사례 소개

• 손쉽게 ZTNA 구축이 가능한 FortiOS v7 핵심 기능 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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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설명된 솔루션과
기술을 제공하는 포티넷
시큐리티패브릭

•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는
FORTIOS 버전 7 출시

• 중요한 시사점 : 현존 포티넷
솔루션과 장비에 투자하신
고객에 대한 ROI 보호

(조건: 버전7 지원모델기준으로업그레이드지원)

보안 중심
네트워크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어댑티브
클라우드 보안

FORTIOS

포티가드 위협
인텔리전스

오픈 에코
파트너
시스템

패브릭 통합 관리 센터

네트워크
운영 센터

보안 관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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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OS 버전 7 : 300개 이상의 신규 기능 제공

보안 중심 네트워크

(WAN Edge: SD-WAN)

• Increased Resiliency (FEC/DUP)

• Enhanced packet duplication

• Accelerated Convergence (FWF 80F)

• Efficient Operations (scalable ZTP, Analytics, 
Passive WAN Measurement)

• Accelerated convergence for Thin & WAN edge

보안 중심 네트워크
(DC Edge: NGFW)

• Ultra-Scalability with pay as you grow model (FGT 
7121F, 400G)

• Attack surface Reduction (Video filtering , DNS)

• Efficient Operations with network automation (Policy 
Learn mode, automated upgrades)

보안 중심 네트워크
(LAN Edge: WiFi/Switch)

• Unified code base (L3 FortiLink, NAC Visibility and 
Zero trust response)

• Convergence (WLM and AIOps on FMG, FortiLAN
cloud)

• Simplified Operation AI/ML driven wireless easy 
classification and remediation)

보안 중심 네트워크
(SASE Edge - SASE)

• Securing remote workforce with orchestration portal 
for SASE capabilities

• Securing thin branch with FEX 200F + 25Mbps 
subscription

• New Thin Edge line us (LTE/5G)

• Journey to Zero Trust with extended risk posture 
checking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ZTNA)

• single policy for on-net / off-net behavior

• Better & easier VPN with automated setup for 
HW/VM//SASE & cloud

• Granular access with role based application access 

• Leverage existing products

보안 중심 네트워크
(LTE Edge: 5G)

• 5G backup (+SD-WAN for WWAN with new dual 
modem)

• LTE portfolio expansion (+WWAN 
application release, 101F/201F)

• SASE bundle for Thin edge and remote workers

어댑티브 클라우드 보안

(WAF & Email)

• Email continuity switch to FortiMail cloud when 
service go down

• FortiWeb enhanced with ML-based API discovery, 
deeplearining and more.

• FortiADC/FortiGSLB user experience visibility and 
Auto-Scaling capabilities

어댑티브 클라우드 보안

(VM, CWP, CASB)

• Centrally managed hybrid cloud (expended support 
& multi tenant policies)

• Effective usage of resources with autoscaling

• Extended application support for CASB

• Container guardian

패브릭 통합 관리 센터

(SOC)

• MITRE attack analysis with expansion in cover and 
automated protection across the fabric and 
ecosystem

• SOAR enhanced AI/ML & out-of-the-box content 
packs. Intergrations. FSR cloud. mobile app.

• IR unified console, FORTISOAR container, 
FortiCASB connector

어드밴스드 유료 서비스

• SOC as a Service to augment organization 
and MSSP's SOC

• Best Practice Evaluation

• FortiGuard Consultant

패브릭 통합 관리 센터

(NOC)

• Insider threat analysis with EUBA support

• Enhanced visibility with extended product support 
across the Fabric & SD-Branch

• Efficient and scalable operation with SIEM

• SaaS management with Unified GUI, easy on 
boarding with ZTP templet and more & efficient full 
branch operations

포티가드 위협 인텔리전스

(Security Services)

• Increased Attack Surface Coverage – Video Filtering 
enhancement to our web filtering offering

• Security Rating expended to Fabric Rating

• IoT real-time que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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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VPN에서 ZTNA로진화하기

VPN ZTNA

클라이언트

ID 인증, MFA
VPN 게이트웨이

OFF Network

(기업 보안 경계선
바깥의 원격 근무자)

클라우드 워크로드

클라이언트

ID 인증, MFA

액세스 프록시

+

멀티 레이어 보안

ON / OFF Network

(내부망 접속 사용자,

기업 보안 경계선 바깥의 원격
근무자)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

Access Network

One Time Trust Check

Generic Rule Set

Access Specific Application

Continuous Trust Check

User Contextual Rule Set

클라우드 워크로드

데이터 센터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사용자 ID 검증
작업 상시 수행

•접속하려는 어플리케이션
별 제어 정책 수행

•사용자 컨텍스트 별
차별화된 접속 정책 수행

(예) 인사부 직원, 영업팀 직원
별 접속 가능 여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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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ed Apps

(on Public IP)

일반적인형태의접속제어 (과거및현행)

오프-넷 환경에서

상시 자동 연결 기능

내부 직원
외부 계약직원

BYOD

• VPN 게이트웨이
• MFA 멀티팩터 인증
• SSO / SAML 싱글사인온

엔드포인트
관리 시스템 &
패브릭 커넥터

기업 경계선 내부 영역 기업 경계선 외부 영역

인트라넷

어플리케이션

원격 및 재택
사용자

MFA
SSO / SAML VPN 옵션 항목

MFA
SSO / SAML

접속 제어 및 쿼런틴 차단/허용

SaaS 
어플리케이션

퍼블릭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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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트러스트네트워크액세스 (ZTNA)로전환시

ZTNA를 통해서, 보호대상 어플리케이션 접속
세션을 모두 인코딩 보호함

사용자의 별도 VPN 설정과 추가 작업 필요 없음

Access Proxy (Built-In to Security Fabric)

- Per-session Posture Check

- Continuous Re-Assessment & Enforcement

포티매니저

통합 정책 관리 서버

포티어날라이서

통합 이벤트 로그 분석

엔드포인트
관리 시스템 &
패브릭 커넥터

포티클라우드

사용자 포털

인트라넷

어플리케이션

1

2

SaaS 
어플리케이션

퍼블릭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호스티드

어플리케이션

(공인 IP 접속)

FOS 7

내부 직원
외부 계약직원

BYOD

원격 및 재택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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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OS v7, ZTNA 데모 : 
”온-네트워크 내부 직원”과 “오프-네트워크 외부 직원”에 대한 일관된 보안 정책 적용을 위한 제어 솔루션

인트라넷
회계본부 서버

1.User Authentication

(사용자 인증)

2.Device Verification

(디바이스 검증)

3.Device Posture Check

(디바이스 컴플라이언스 체크)

오프-네트워크 접속

온-네트워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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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형인 IT 아키텍처 패러다임 변화 수용과, 선의의 경쟁 관계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타이밍 입니다.

요약

• 적재 적소에 “시큐어 SD-WAN | SD-브랜치 | SASE | ZTNA” 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트렌드와
기업 현장 요구 사항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솔루션 벤더사의 화려한 광고 메시지가 아닌, 실질적인 PoC, BMT 검증 시험을 통해서, 귀하의 기업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해 주십시요  포티넷 코리아 CBC 시설 지원.

• 포티넷 솔루션과 장비에 투자해 오신 고객분께서는, FortiOS 버전 7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신규 솔루션
추가 투자 비용 및 운용 비용 (CAPEX & OPEX) 최소화 효과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보안 고려 필요

SaaS 보안 고려 필요

SASE 검토 필요

SD-WAN 검토 필요

모바일 사용자 보안, 
SD-브랜치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