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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Gate® 100E Series
FortiGate 100E, 101E, 100EF, 140E 및 140E-POE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방화벽 브랜치 
시큐어 SD-WAN

방화벽 IPS NGFW 위협 보호 인터페이스

7.4Gbps 500Mbps 360Mbps 250Mbps 복수의 GE RJ45, GE SFP 슬롯 | 
PoE/+ 변형

  

자세한 정보는 사양 표 참조

FortiGate 100E 시리즈는 중견 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차세대 방화벽(NGFW) 기능을 제공하며, 
캠퍼스 또는 기업 브랜치를 가리지 않고 배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보안 프로세서로 
고성능을 지원하여 사이버 위협에 맞선 보호 기능, 보안 효율성 및 심층적인 가시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안
 FortiGuard Labs 보안 서비스가 제공하는 지속적인 위협 인텔리 

전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알려진 익스플로잇, 멀웨어 및 악성 
웹사이트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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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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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업계 최고의 위협 보호 성능을 제공하며 특수 제작된 보안 

프로세서(SPU) 기술을 사용하므로 대기 시간이 매우 짧음
 SSL 암호화 트래픽에 업계 최고의 성능 및 보호 기능 제공

인증
 독립적 테스트 및 검증을 거친 최고의 보안 효율성 및 성능
 NSS Labs, ICSA, Virus Bulletin 및 AV Comparatives 등 최고의 

공인 기관에서 다수의 타사 인증 취득

네트워킹
 광범위한 라우팅, 스위칭, 무선 컨트롤러 및 고성능 IPsec VPN 

기능을 제공하여 네트워킹 및 보안 기능 통합
 차세대 방화벽(NGFW) 및 시큐어 SD-WAN과 같은 유연한 

배포 지원

관리
 네트워크 운영 센터(NOC) 뷰에 단일 대시보드(Single Pane of 

Glass)를 사용하여 360° 가시성을 제공하고 문제점을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파악

 미리 정의된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로 배포를 분석하고 모범 
사례를 강조 표시하여 전반적인 보안 태도 개선

보안 패브릭
 Fortinet 및 패브릭 레디 파트너(Fabric-ready 

partners) 제품을 지원하여 협업 방식으로 
통합하고 공격면 전체에 걸친 종단간(E2E) 
보안 제공

 자동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 가시화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검색하고 Fortinet 및 패브릭 레디 
파트너 제품에 완전한 가시성 확보



배포

 차세대 
방화벽(NGFW)

  시큐어 
SD-WAN

 

캠퍼스 내 FortiGate 100E 배포
(NGFW)

 

FortiAP
보안 액세스 
포인트

FortiClient
엔드포인트 보호

FortiManager
중앙 집중식 관리

FortiGate
시큐어 SD-WAN

브랜치

◄ IPsec ►

FortiDeploy(FortiCloud를 통함)
제로터치(zero-touch) 일괄 프로비저닝

FortiExtender
3G/4G LTE
무선 WAN 
익스텐더

FortiAP
보안 액세스 
포인트

FortiSandbox
지능형 위협 보호

FortiClient
엔드포인트 보호

FortiGate
NGFW

FortiSwitch
스위칭

FortiAnalyzer 
로깅, 분석, 보고

FortiManager
중앙 집중식 관리

캠퍼스

브랜치 사무소 내 FortiGate 100E 배포
(시큐어 SD-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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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위협 보호 보안 기능을 단 하나의 고성능 네트워크 
보안 어플라이언스로 결합

 캠퍼스 토폴로지 보기를 생성하여 복잡성 완화 기기, 사용자 
및 위협 정보에 세분화된 가시성 제공

 강력한 침입 방지 기능으로 위협을 식별하여 차단 네트워크 
트래픽의 실제 내용을 검사하는 포트 및 프로토콜을 능가

 업계 최고 수준의 SSL 검사 성능 제공: 업계 필수 요소인 
사이퍼 사용

 통합형 클라우드 기반 샌드박스 서비스를 사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악성 위협을 미리 감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접 인터넷 액세스를 확보 
하여 지연 시간을 개선하고 WAN 비용 지출 절약

 효율적, 비용효율적이며 고성능의 위협 보호 기능 제공

 WAN 경로 컨트롤러 및 링크 상태 모니터링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보안 프로세서로 지원되는 업계 최고의 IPsec VPN 및 SSL 검사 
성능 제공

 중앙 집중식 관리 및 제로터치(zero-touch)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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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 SoC3 지원

중복 전원공급장치

FortiGate 100E/101E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1. USB 포트
2. 콘솔 포트
3.  2x GE RJ45 MGMT/DMZ 포트  
4. 2x GE RJ45 WAN 포트
5. 2x GE RJ45 HA 포트
6. 14x GE RJ45 포트
7.  2x GE RJ45/SFP 공유 미디어 페어  1USOC3 RPS / 48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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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Gate 14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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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Gate 14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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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Gate 140E-POE

PoE

STATUS
ALARM
HA
POWER PoE

MAX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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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SOC3 RPSPOE/+

FortiGate 140E-POE

41 2 3 5 6 7

인터페이스
1. USB 포트
2. 콘솔 포트
3. 2x GE RJ45 MGMT/DMZ 포트
4. 2x GE RJ45 WAN 포트
5. 2x GE RJ45 HA 포트
6. 8x GE RJ45 포트
7. 8x GE SFP 슬롯

41 2 3 5 6 7

인터페이스
1. USB 포트
2. 콘솔 포트
3. 2x GE RJ45 MGMT/HA 포트
4. 2x GE RJ45 WAN 포트
5. 38x GE RJ45 포트
6. 2x GE SFP DMZ 슬롯

인터페이스
1. USB 포트
2. 콘솔 포트
3.  2x GE RJ45 MGMT/HA 포트  
4. 2x GE RJ45 WAN 포트  
5. 14x GE RJ45 포트
6. 24x GE RJ45 POE 포트
7. 2x GE SFP DMZ 슬롯

41 2 3 5 6

41 2 3 5 76 RISC 기반 CPU를 Fortinet의 독점 보안 
처리 유닛(SPU) 콘텐츠 및 네트워크 
프로세서와 결합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성능 제공

 어플라이언스 디자인을 간소화하여 소규모 네트워크에 
획기적인 성능 제공

 모든 패킷 크기를 포함하여 방화벽 가속을 지원하고 
최대한의 처리량 보장

 가속 UTM 콘텐츠 처리 기능을 제공하여 우월한 성능 및 
보호 기능 제공

 VPN 성능을 개선하여 고속, 보안 원격 액세스 지원

전원공급장치 중복성은 중요 업무용 네트워크 운영에 필수적입 
니다. FortiGate 100E Series는 외장 중복 전원공급 어플라이언스 
FortiRPS 100에 연결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장치는 네트워크 
가용성과 가동 시간을 증대하기 위해 특수 설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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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net 보안 패브릭

FortiOS

보안 패브릭

서비스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www.fortinet.com에서 
제공하는 FortiOS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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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iCare™ 
지원 서비스

 

FortiSandbox

FortiManager
FortiAnalyzer

FortiSIEM

FortiGateVM

FortiWeb

FortiMailFortiAP/FortiSwitch

FortiClient

Partner API

FortiGate

FortiOS

FortiGuard

FortiGuard™ 
보안 서비스

 모든 FortiGate 플랫폼에 대하여 모든 보안 및 네트워킹 서비스 
에 단 하나의 OS를 사용하는 진정한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업계 최고의 보호 기능: NSS Labs 추천, VB100, AV Compara-
tives 및 ICSA에서 검증한 보안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수천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제어, 최신 익스플로잇을 차단하며 
수백만 가지 실시간 URL 등급에 따라 웹 트래픽을 필터링 
합니다.

 통합형 고급 위협 보호 기능으로 몇 분 안에 고급 공격을 자동 
으로 보호, 감지 및 완화합니다.

 광범위한 라우팅, 스위칭 및 SD-WAN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 
킹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SPU 하드웨어 가속을 활용하여 보안 기능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 립니다.

보안 패브릭은 점점 더 많은 워크로드와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보안을 동적으로 확장하고 변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안은 
데이터, 사용자와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전체를 가로질러 
사물인터넷(IoT), 기기 및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할 때 원활하게 
따라서 이들을 보호합니다.

FortiGate는 보안 패브릭의 기본 토대로서, 다른 Fortinet 보안 
제품 및 패브릭 레디 파트너 솔루션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가시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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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 
합니다.

FortiGuard Labs에서는 위협 환경에 대한 실시간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하여 Fortinet의 솔루션 전체 범위에 걸쳐 포괄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보안 위협 연구원, 엔지니어 및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세계 최고의 위협 모니터링 기관은 
물론 다른 네트워크 및 보안 공급업체와 협업하며, 법 집행 기관 
과도 협력합니다.

FortiCare 고객 지원 팀은 For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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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사양

GE RJ45 포트

GE RJ45 관리/ HA/ DMZ 포트

GE SFP 슬롯

GE RJ45 PoE/+ 포트

GE RJ45 WAN 포트

GE RJ45 또는 SFP 공유 포트

USB 포트

콘솔 포트

내부 스토리지

포함된 트랜시버

시스템 성능 - 엔터프라이즈 트래픽 혼합  

IPS 처리량 2 

NGFW 처리량 2, 4

위협 보호 처리량 2, 5

시스템 성능  

방화벽 처리량(1518/512/64바이트 UDP 패킷)

방화벽 지연 시간(64바이트 UDP 패킷)

방화벽 처리량(초당 패킷)

동시 세션(TCP)

새로운 세션/초(TCP)

방화벽 정책

게이트웨이 간 IPsec VPN 터널

Client-to-Gateway IPsec VPN 터널

SSL-VPN 처리량

동시 SSL-VPN 사용자
(권장 최대값, 터널 모드)

 

SSL 검사 처리량(IPS, 평균 HTTPS) 3

SSL 검사 CPS(IPS, 평균 HTTPS) 3

SSL 검사 동시 세션(IPS, 평균 HTTPS) 3

애플리케이션 제어 처리량(HTTP 64K) 2

CAPWAP 처리량(1444바이트, UDP)

가상 도메인(기본/최대)

지원되는 최대 스위치 수

FortiAP 최대 수(총합/터널 모드)

FortiToken 최대 수

등록된 FortiClient 최대 수

고가용성 구성

규격 

높이 x 너비 x 길이(인치)

높이 x 너비 x 길이(mm)

폼팩터

무게

참고: 모든 성능값은 “최대값”이며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IPsec VPN 성능 테스트에서는 AES256-SHA256을 사용합니다.
2.  IPS(엔터프라이즈 혼합), 애플리케이션 제어, NGFW 및 위협 보호는 로깅을 활성화한 
 상태로 측정합니다.
3.  SSL 검사 성능 값은 서로 다른 사이퍼(Cipher) 스위트의 HTTPS 세션 평균을 사용합니다.

4. NGFW 성능은 방화벽, IPS 및 애플리케이션 제어를 활성화한 상태로 측정합니다.
5. 위협 보호 성능은 방화벽, IPS, 애플리케이션 제어 및 멀웨어 보호를 활성화한 상태로 
 측정합니다.

 
 
 

 

IPsec VPN 처리량(512바이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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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GATE 101E

14

1/2/1

—

—

2

2

1

1

1x 480GB SSD

0

1.75 x 17 x 10

44.45 x 432 x 254

Rack Mount, 1 RU

7.28lbs(3.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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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75 x 17 x 15.5

44.45 x 432 x 394

Rack Mount, 1 RU

12.4lbs(5.6kg)

FORTIGATE 140E-POE

14

1/1/—

2

24

2

—

1

1

—

0

1.75 x 17 x 15.5

44.45 x 432 x 394

Rack Mount, 1 RU

12.4lbs(5.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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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Gate® 100E Series

주문 정보

제품 SKU 설명

FortiGate 100E FG-100E 20x GE RJ45 포트(2x WAN 포트, 1x DMZ 포트, 1x Mgmt 포트, 2x HA 포트, 14x 스위치 포트 포함), 
2x 공유 미디어 페어(2x GE RJ45 포트, 2x SFP 슬롯 포함). 관리형 FortiAPs 최대 수(총합/터널) 64/32.

 

FortiGate 101E FG-101E 20 x GE RJ45 포트(2x WAN 포트, 1x DMZ 포트, 1x Mgmt 포트, 2x HA 포트, 14x 스위치 포트 포함), 2x 공유 미디어 
페어(2x GE RJ45 포트, 2x SFP 슬롯 포함) 480GB 온보드 스토리지. 관리형 FortiAPs 최대 수(총합/터널) 64/32.

 

FortiGate 100EF FG-100EF 14x GE RJ45 포트(2x WAN 포트, 1x DMZ 포트, 1x Mgmt 포트, 2x HA 포트, 8x 내장 스위치 포트), 8x SFP 포트. 
관리형 FortiAPs 최대 수(총합/터널) 64/32.

 

FortiGate 140E FG-140E 42x GE RJ45 포트(2x WAN 포트, 1x Mgmt 포트, 1x HA 포트, 38x 스위치 포트 포함), 2x GE SFP DMZ 슬롯. 
관리형 FortiAPs 최대 수(총합/터널) 64/32.

 

FortiGate 140E-POE FG-140E-POE 42x GE RJ45 포트(2x WAN 포트, 1x Mgmt 포트, 1x HA 포트, 24x RJ45 GE PoE/PoE+ 포트, 
14x 스위치 포트 포함), 2x GE SFP DMZ 슬롯. 관리형 FortiAPs 최대 수(총합/터널) 64/32.

액세서리 옵션  

외장 중복 AC 전원공급장치 FRPS-100 외장 중복 AC 전원공급장치(최대 4개 유닛까지): FG-100/101E, FG-300C, FG-310B, FS-348B 및 FS-448B.
최대 2개 유닛까지: FG-200B, FG-200D, FG-200/201E, FG-240D and FG-300D, FG-400D, FG-500D, 
FG-600D, FHV-500D, FDD-200B, FDD-400B, FDD-600B 및 FDD-800B.

 

 
1GE SFP LX 트랜시버 모듈 FG-TRAN-LX SFP 및 SFP/SFP+ 슬롯이 있는 모든 시스템에 1GE SFP LX 트랜시버 모듈.

1GE SFP RJ45 트랜시버 모듈 FG-TRAN-GC SFP 및 SFP/SFP+ 슬롯이 있는 모든 시스템에 1GE SFP RJ45 트랜시버 모듈.

1GE SFP SX 트랜시버 모듈 FG-TRAN-SX SFP 및 SFP/SFP+ 슬롯이 있는 모든 시스템에 1GE SFP SX 트랜시버 모듈.

환경

필요 전력

최대 전류

이용 가능한 PoE 예상 전력 총량*

전력 소비(평균/최대)

방열

작동 온도

보관 온도

작동 고도

습도

소음 수준

규정 준수

인증

* 각 PoE/+ 포트의 최대 부하는 30W(802.3at)입니다.

사양

번들 위협 보호 UTM 엔터프라이즈 보호 

•

FortiCASB SaaS 전용 서비스 ^ •

•

FortiGuard 안티 스팸 • •

FortiGuard 웹 필터링 • •

• • •

FortiGuard IPS 서비스 • • •

FortiCare + FortiGuard 앱 제어 서비스 • • •

 
FortiGuard 
번들

FortiGuard Labs에서는
다양한 보안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FortiGate 
방화벽 플랫폼을 보강합니다. 
이러한 FortiGuard 번들 중 
한 가지를 이용해 FortiGate의 
보호 기능을 간편하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FORTIGATE 100E

100V/1A, 240V/0.5A

—

23.0W/25.5W

87.0BTU/h

40.4dBA

FORTIGATE 101E

100V/1A, 240V/0.5A

—

24.8W/27.5W

93.8BTU/h

40.4dBA

FORTIGATE 100EF

100–240V AC, 60–50 Hz

100V/1A, 240V/0.5A

—

24.4W/26.9W

91.8BTU/h

32-104°F(0-40°C)

-31-158°F(-35-70°C)

최고 7,400피트(2,250m)

10~90% 비응축

40.4dBA

FCC Part 15B, Class A, CE, RCM, VCCI, UL/cUL, CB, BSMI

FORTIGATE 140E

100V/0.4A

—

34.4W/40.0W

136.48BTU/h

40.4dBA

FORTIGATE 140E-POE

100V/5A

400W

477.1W/500.0W

1706.07BTU/h

57dBA

ICSA Labs: 방화벽, IPsec, IPS, 안티바이러스, SSL-VPN; IPv6

FortiCASB SaaS 전용 서비스 ^

FortiGuard 보안 등급 평가 서비스* ^

FortiGuard 고급 멀웨어 보호(AMP) — 안티바이러스, 모바일 멀웨어, 
봇넷, CDR*, 바이러스 발생 보호* 및 FortiSandbox 클라우드 서비스*

* FortiOS 6.0.1 이상 버전 실행 시 이용 가능 ^ 신규 Q3-2018 SKUs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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