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시트

FortiGate™ 가상 어플라이언스
가상화된 환경을 위한 통합 보안

FortiGate 가상 
어플라이언스 이점

FortiGate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FortiOS 운영 체제가 제공하는 모든 
보안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가상화된 인프라 모니터링 내에서 
향상된 가시성

신속한 배포 능력

단일 플랫폼에서 가상 
어플라이언스와 물리적 
어플라이언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사용자별 요금이 없는 간단한 
라이선싱

여러 가상화 및 클라우드 플랫폼 
지원

vCPE 요구 사항에서 회선 속도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FortiHypervisor 배포 지원

인프라 요구 사항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선싱 옵션

멀티테넌트 환경을 위한 VDOM 
지원 모델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위한 완벽한 
엔드-투-엔드 보안 에코시스템. 포티넷은 기업의 
데이터센터 통합 프로세스의 가속화를 지원합니다.

하이퍼바이저

FortiGate-VM

FortiADC-VM

FortiMail-VM

FortiPortal-VM

FortiAnalyzer-VM

FortiManager-VM

FortiSIEM-VM

FortiAuthenticator-VM

FortiSandbox-VM

FortiWAN-VM

FortiCache-VM

FortiVoice-VM

FortiWLC-VM

FortiRecorder-VM

FortiWeb-VM

FortiWeb Manager

포티넷의 포괄적인 보안 가상 어플라이언스 라인업은 16개가 넘는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포티넷은 물리적 및 가상화된 보안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하여 고유한 데이터 
플레인을 보호합니다. 또한 서비스 저하, 병목 현상 및 보안 훼손 없이 탁월한 
성능 및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연한 ROI와 함께 데이터 센터 통합의 
성장 및 진화를 허용함으로써 강력한 소프트웨어 정의 보안 프레임워크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FortiGate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면 가상 인프라 내에서 주요 보안 
컨트롤을 구현함으로써 보안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곳에서 보안 인프라를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FortiGate 가상 어플라이언스는 전형적인 하드웨어 기반 FortiGate 
어플라이언스에 공통으로 포함된 모든 보안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티넷의 가상 어플라이언스가 추가됨으로써 공통의 중앙 집중식 
관리 플랫폼에서 함께 운영되고 관리되는 하드웨어 및 가상 어플라이언스 
조합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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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다양한 폼팩터 다중 위협 보안

배포

구역 2
192.168.1.x

VM1

VM2

VM3,4

NGFW/UTM 
 

NGFW/UTM 
 

NGFW/UTM 

VM1 to VM2 

구역 1에서 2로

구역 간 / VM 간
보안

• 같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 
VM 간 트래픽 보호

• VLAN을 연결하는 투명한 VDOM
• FortiGate-VM 인스턴스 내에서 

구역 간 L3 VDOM
• 하이퍼바이저 API 종속성 없음

VM5
VM7,8

VM6

하이퍼바이저 레이어

Bravo 구역에서 모든 VM 간 트래픽은 L2 VDOM을 통해 전체 UTM 
검사를 받습니다. 구역 간 트래픽은 L3 VDOM에 의해 전체 차세대 
방화벽 및 UTM 검사를 받습니다. Alpha 구역 VM은 서로 간에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
!

Alpha 구역

VLAN 
트렁크에서

VLAN 트렁크에서 
L2 VDOM으로

L3
VDOM으로

Bravo1   Bravo2

vSwitch 패브릭

!

VLAN
1021

1022

VLAN
1031

1032

하이퍼바이저 레이어

FortiGate-VM

vSwitch Alpha

Alpha 포트 그룹
(VLAN 101)

vSwitch Bravo 1-n
VM 간

Bravo 1 포트 그룹 !
VLAN 102{1-n}

Bravo 2 포트 그룹 !
VLAN 103{1-n}

vSwitch
구역 간

고급 FortiOS™ 운영 체제를 사용함으로써 FortiGate 어플라이언스는 

가상화된 환경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엣지에 전면 방어로 배포되었거나, 구역 간 보안을 위해 

가상 인프라 내 깊숙이 배포되었더라도 FortiGate 어플라이언스는 

필요한 보안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가장 효과적인 보안 수단들로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오늘날, 100% 하드웨어나 100% 가상 IT 인프라를 사용하는 조직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안 전략에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와 가상 

어플라이언스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티넷 보안 솔루션을 

하드웨어 및 가상 어플라이언스와 함께 구축함으로써 네트워크 

중심과 엣지를 보호하고 가상화된 인프라 내에서 가시성과 통신 

제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FortiManager 가상 또는 물리적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포티넷 보안 자산(하드웨어, 가상 또는 둘 

다)을 단일 플랫폼에서 쉽게 관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구역 1
192.168.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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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 보안 패브릭

FortiOS
 

 


 

 



 



 



 

 



보안 패브릭

서비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forti.net/fortiguard 및 
forti.net/forticar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ortiCare™ 
지원 서비스

보안 패브릭은 넓은 가시성, 통합된 AI 중심 침해 방지, 그리고 모든 

포티넷 및 해당 에코시스템 배포 내에서의 자동화된 작업, 

오케스트레이션, 응답을 제공합니다. 점점 더 많은 워크로드와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보안을 동적으로 확장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데이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를 

따라 사물인터넷(IoT), 기기 및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할 때 그 

뒤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이들을 보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일 

플랫폼 관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환경에서 뛰어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잡성을 크게 줄입니다.

FortiGate는 보안 패브릭의 기본 토대로 다른 포티넷 보안 제품 및 

패브릭 레디 파트너 솔루션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가시성과 제어를 

통해 보안을 확장합니다.

한 가지 직관적인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FortiGate 플랫폼 전체에 

걸쳐 보안 및 네트워킹 기능 전체를 제어합니다. 진정한 통합형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사용하여 복잡성, 비용 및 응답 시간을 

줄입니다.

FortiGuard™ 
보안 서비스

FortiGuard Labs에서는 위협 환경에 대한 실시간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하여 포티넷의 솔루션 전체 범위에 걸쳐 포괄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보안 연구자, 엔지니어 및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세계 최고의 위협 모니터링 기관은 물론 

기타 네트워크 및 보안 공급업체와 협업하며, 법 집행 기관과도 

협력합니다.

모든 FortiGate 플랫폼에서 모든 보안 및 네트워킹 서비스에 단일 

OS 및 단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진정한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업계 최고의 보호 기능: NSS Labs 추천, VB100, AV Comparatives 및 

ICSA에서 검증한 보안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디셉션 기반 보안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고, 최신 익스플로잇을 

차단하고, 수백만 개의 실시간 URL 평점을 기반으로 웹 트래픽을 

필터링하며, 진정한 TLS 1.3 지원을 제공합니다.

통합된 AI 중심 침해 방지 및 지능형 위협 보호를 통해 몇 분 만에 

자동으로 지능형 공격을 방지하고, 탐지하며, 완화합니다.

광범위한 라우팅, 스위칭 및 SD-WAN 기능을 인텐트 기반 

세분화와 함께 사용하여 네트워킹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SPU 하드웨어 가속을 활용하여 보안 기능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FortiCare 고객 지원팀은 포티넷 제품군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FortiCare 서비스는 미주, 유럽, 중동 및 아시아에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어떤 기업에든 필요한 요구 

사항에 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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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FORTIGATE-VM00 FORTIGATE-VM01/01V FORTIGATE-VM02/02V FORTIGATE-VM04/04V

기술 사양

vCPU 지원(최소/최대) 1/1 1/1 1/2 1/4

메모리 지원(최소/최대) 1GB/2GB * 1GB/2GB 1GB/4GB 1GB/6GB

스토리지 지원(최소/최대) 32GB/2TB 32GB/2TB 32GB/2TB 32GB/2TB

제어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터널/글로벌) 32/32 32/64 256/512 256/512

가상 도메인(기본/최대) ** 2/2 10/10 10/25 10/50

방화벽 정책(VDOM/시스템) 5,000 20,000/40,000 50,000/100,000 50,000/100,000

FortiToken 최대 수 1,000 1,000 1,000 5,000

등록된 엔드포인트 최대 수 200 2,000 2,000 8,000

무제한 사용자 라이선싱 예 예 예 예

공급업체

프라이빗 클라우드(하이퍼바이저)

VMware ESXi v5.5 / v6.0 / v6.5 / v6.7 

VMware NSX-T v2.3*

Microsoft Hyper-V Server 2008 R2/2012/2012 R2/2016

Microsoft AzureStack

Citrix Xen XenServer v5.6 sp2, v6.0, v6.2 이상 

Open source Xen v3.4.3, v4.1 이상

Red Hat Enterprise Linux용 KVM qemu 0.12.1 & libvirt 0.10.2 이상 / CentOS 6.4 이상 / 
Ubuntu 16.04 LTS(일반 커널)

KVM qemu 2.3.1 for SuSE Linux Enterprise Server 12 SP1 LTSS

Nutanix AHV (AOS 5.10, Prism Central 5.10)**

* * FortiGate-VM 6.0.4+는 VMware NSX-T를 지원합니다.. 
** FortiGate-VM 6.0.3+는 Nutanix AHV를 지원합니다.

기술 사양

vCPU 지원(최소/최대) 1/8 1/16 1/32 1/무제한

메모리 지원(최소/최대) 1GB/12GB 1GB/24GB 1GB/48GB 1GB/무제한 GB

스토리지 지원(최소/최대) 32GB/2TB 32GB/2TB 32GB/2TB 32GB/2TB

제어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터널/글로벌) 1,024/4,096 1,024/4,096 1,024/4,096 1,024/4,096

가상 도메인(기본/최대) ** 10/500 10/500 10/500 10/500

방화벽 정책(VDOM/시스템) 50,000/100,000 50,000/100,000 50,000/100,000 50,000/100,000

FortiToken 최대 수 5,000 5,000 5,000 5,000

등록된 엔드포인트 최대 수 20,000 20,000 20,000 20,000

무제한 사용자 라이선싱 예 예 예 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지원
FortiGate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수는 FortiGate 버전 5.6.6 및 6.0.3부터 18개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10개가 허용됩니다. 최소 수는 1개입니다.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실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수는 클라우드 플랫폼 및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다르며, FortiGate가 최대 18개를 허용하더라도 최대 제한보다 더 많은 
수의 인터페이스를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_________

**  * 5.6 이상에서 실행되는 VM에 적용됩니다.
** VDOM 추가를 지원하지 않는 이전 버전의 FG-VMxxV 시리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VDOM SKU에 대한 주문 정보와 VDOM을 지원하는 FG-VMxxV의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VMxxV 시리즈(01V~ULV)에는 오프라인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특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라이선스는 위의 표에 나와 있는 VMxxV와 사양이 동일합니다. 오프라인 라이선스를 주문하려면 
포티넷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공급업체

퍼블릭 클라우드(마켓플레이스)

Amazon AWS(GovCloud 및 AWS China 포함) 

VMware Cloud on AWS*

Microsoft Azure(지역별 Azure 포함: 미국 정부, 독일, 중국) 및 AzureStack 신디케이션 

Google GCP (Google Cloud Platform)

Oracle OCI

Alibaba Cloud (AliCloud)

가상화/클라우드 플랫폼 지원은 모델과 FortiOS 빌드마다 다릅니다. 해당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FG-VMxxV 시리즈에는 FortiOS 5.4.8+ / 5.6.1+ / 6.0.0+가 필요합니다.
* FortiGate-VM 6.0.4+는 VMware Cloud on AWS를 지원합니다.

FORTIGATE-VM08/08V FORTIGATE-VM16/16V FORTIGATE-VM32/32V FORTIGATE-VMUL/U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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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제품 SKU 설명

FortiGate-VM00 FG-VM00 FortiGate-VM ‘가상 어플라이언스’. 1x vCPU 코어, (최대) 2 GB RAM. Extreme DB 지원 없음.

FortiGate-VM01 FG-VM01, FG-VM01V FortiGate-VM ‘가상 어플라이언스’. 1x vCPU 코어 및 (최대) 2 GB RAM. FG-VM01V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VDOM 없음.

FortiGate-VM02 FG-VM02, FG-VM02V FortiGate-VM ‘가상 어플라이언스’. 2x vCPU 코어 및 (최대) 4 GB RAM. FG-VM02V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VDOM 없음.

FortiGate-VM04 FG-VM04, FG-VM04V FortiGate-VM ‘가상 어플라이언스’. 4x vCPU 코어 및 (최대) 6 GB RAM. FG-VM04V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VDOM 없음.

FortiGate-VM08 FG-VM08, FG-VM08V FortiGate-VM ‘가상 어플라이언스’. 8x vCPU 코어 및 (최대) 12 GB RAM. FG-VM08V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VDOM 없음.

FortiGate-VM16 FG-VM16, FG-VM16V FortiGate-VM ‘가상 어플라이언스’. 16x vCPU 코어 및 (최대) 24 GB RAM. FG-VM016V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VDOM 없음.

FortiGate-VM32 FG-VM32, FG-VM32V FortiGate-VM ‘가상 어플라이언스’. 32x vCPU 코어 및 (최대) 48 GB RAM. FG-VM032V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VDOM 없음.

FortiGate-VMUL FG-VMUL, FG-VMULV FortiGate-VM ‘가상 어플라이언스’. 무제한 vCPU 코어 및 RAM. FG-VMULV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VDOM 없음.

액세서리 옵션

가상 도메인 라이선스 추가 5 FG-VDOM-5-UG FortiOS 5.4 이상에 5개의 VDOM을 추가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플랫폼 최대 VDOM 용량에 의해 제한됨.

가상 도메인 라이선스 추가 15 FG-VDOM-15-UG FortiOS 5.4 이상에 15개의 VDOM을 추가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플랫폼 최대 VDOM 용량에 의해 제한됨.

가상 도메인 라이선스 추가 25 FG-VDOM-25-UG FortiOS 5.4 이상에 25개의 VDOM을 추가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플랫폼 최대 VDOM 용량에 의해 제한됨.

가상 도메인 라이선스 추가 50 FG-VDOM-50-UG FortiOS 5.4 이상에 50개의 VDOM을 추가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플랫폼 최대 VDOM 용량에 의해 제한됨.

가상 도메인 라이선스 추가 240 FG-VDOM-240-UG FortiOS 5.4 이상에 240개의 VDOM을 추가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플랫폼 최대 VDOM 용량에 의해 제한됨.

FG-VMxx”V” 5.4.9+, 5.6.4+ 및 6.0.0+는 별도의 VDOM 라이선스를 추가함으로써 VDOM을 지원합니다. 구성 가능한 VDOM 수는 vCPU 모델별로 지원되는 최대 VDOM 수와 동일합니다. 

사양에서 가상 도메인(최대)을 참조하십시오. FortiCarrier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는 FG-VM08(V), VM16(V), VM32(V) 및 VMUL(V)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려면 포티넷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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