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tiGate/FortiWiFi® 60E 시리즈
DATA SHEET

시큐어 SD-WAN
통합 위협 관리

FortiGate 60E, 60E-POE, FortiWiFi 60E, FortiGate 61E 및 FortiWiFi 61E

FortiGate 60E 시리즈는 대기업 지사 및 중소기업을 위해 컴팩트한 팬리스 데스크톱 폼팩터로 탁월한 보안
및 SD-WAN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간단하고 저렴하고 배포하기 쉬운 솔루션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시큐어
SD-WAN을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보안
▪ 심층 조사 및 세분화된 정책 적용을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 내에서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 식별
▪ 암호화된 트래픽과 암호화되지 않은 트래픽 모두에서 멀웨어,
익스플로잇, 악성 웹사이트로부터 보호
▪ AI 기반의 FortiGuard Labs 보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속적인
위협 인텔리전스를 사용하여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방지하고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
성능
▪ 업계 최고의 위협 보호 성능을 제공하며 특수 제작된 보안 프로
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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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인 기관에서 다수의 타사 인증 취득

네트워킹
▪ 고품질의 환경을 위해 WAN 경로 제어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스티 어링을 지원하는 동급 최고의 SD-WAN 기능
▪ 광범위한 라우팅, 스위칭, 무선 컨트롤러, 고성능 및 확장 가능한
IPsec VPN 기능 제공
관리
▪ 효율적이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종합적인 네트워크 자동화
및 가시 성을 제공하는 관리 콘솔 포함
▪ 보안 패브릭의 단일 대시보드 관리를 통해 제로터치 통합 제공
▪ 미리 정의된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로 배포를 분석하고 모범 사례
를 강조 표시하여 전반적인 보안 태도 개선
보안 패브릭
▪ 더 폭넓은 가시성, 통합된 종합적 감지,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 및
자동화된 교정을 제공하기 위해 Fortinet 및 패브릭 레디 파트너
제품 지원
▪ 자동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IoT) 기기를 검색하고 Fortinet 및 패브릭 레디 파트너 제품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 확보

방화벽

IPS

NGFW

위협 보호

인터페이스

3Gbps

400Mbps

250Mbps

200Mbps

여러 GE RJ45 | WiFi 변형
| 내부 스토리지가 있는 변형 |
PoE/+ 인터페이스가 있는 변형

자세한 정보는 사양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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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통합 위협 관리(UTM)

시큐어 SD-WAN

▪ IT를 간소화하기 위한 통합된 유무선 네트워킹
▪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며 클라우드를 통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전용 하드웨어
▪ 소규모 기업을 위해 통합된 보안 및 네트워킹을 제공하며 최상급
위협 보호를 지속적으로 제공
▪ 고급 위협 보호를 통해 새로 검색된 최신 공격을 사전 예방적으
로 차단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직접 인터넷 액세스를 확보하여
지연 시간을 개선하고 WAN 비용 지출 절약
▪ 고성능 및 비용 효율적 위협 보호 기능
▪ WAN 경로 컨트롤러 및 링크 상태 모니터링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및 환경 품질 개선
▪ 보안 프로세서로 지원되는 업계 최고의 IPsec VPN 및 SSL 검사
성능 제공
▪ 간소화된 관리 및 제로터치 배포

FortiManager
단일 대시보드 관리

FortiGate 클라우드
• 클라우드 장치 관리
• 클라우드 분석 기반의 보안 및
로그 관리
• 클라우드 샌드박싱

FortiSwitch
Secure Access

FortiDeploy
(FortiGate 클라우드를 통해)
제로터치
대량 프로비저닝

◄

FortiGate
UTM

대기업 지사

FortiAP
보안 액세스
포인트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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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MP

소규모
사무실
FortiClient
엔드포인트
보호

소규모 사무실 내 FortiWiFi 60E 배포
(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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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사 내 FortiGate 60E 배포
(시큐어 SD-WAN)

►

FortiGate
시큐어 SD-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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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FortiGate/FortiWiFi 60E/61E

1

2

3

4

FortiGate 60E-POE

1

5

SOC3

Desktop

/ /
a/b/g/n
/ac

USB 포트
콘솔 포트
2x GE RJ45 WAN 포트
1x GE RJ45 DMZ 포트
7x GE RJ45 내부 포트

4

3

128GB

인터페이스
1.
2.
3.
4.
5.

2

SOC3

Desktop

POE/+

인터페이스
1.
2.
3.
4.

USB 포트
콘솔 포트
8x GE RJ45 PoE/+ 포트
2x GE RJ45 WAN 포트

3G/4G WAN 연결
SPU SoC3 지원

▪ RISC 기반 CPU를 Fortinet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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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iGate/FortiWiFi 60E 시리즈의 USB 포트에 호환되는 타사 3G/4G
USB 모뎀을 꽂아서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WAN 연결
이나 예비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안정적인 폼팩터
소규모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책상 위에 놓거나 벽면
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탁월한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를 통해 매우 안정적이므로 네트워크 중단의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우수한 무선 범위
내부 안테나가 있는 내장된 듀얼 밴드, 듀얼 스트림 액세스 포인트가
FortiWiFi 60E에 통합되어 있으며 빠른 802.11ac 무선 액세스를 제공
합니다. 듀얼 밴드 칩셋은 로그(rogue) AP 무선 라우팅을 위한 PCIDSS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규정된 환경에 대해 최대
한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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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net 보안 패브릭
보안 패브릭
보안 패브릭은 넓은 가시성, 통합된 AI 중심의 침입 방지 그리고 모든
Fortinet 및 해당 에코시스템 배포에서 자동화된 운영, 조율 및
응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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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단일 대시보드 관리 아래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체 환경에 뛰어난 보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복잡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FortiGate는 보안 패브릭의 기본 토대로서, 다른 Fortinet 보안 제품
및 패브릭 레디 파트너 솔루션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가시성과
제어를 통해 보안을 확장합니다.

FortiOS
한 가지 직관적인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FortiGate 플랫폼 전체에
걸쳐 보안 및 네트워킹 기능 전체를 제어합니다. 진정한 통합형 차세
대 보안 플랫폼을 사용하여 복잡성, 비용 및 응답 시간을 줄입니다.

▪ 모든 FortiGate 플랫폼에서 모든 보안 및 네트워킹 서비스에 단일
OS 및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진정한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 업계 최고의 보호 기능: NSS Labs 추천, VB100, AV Comparatives
및 ICSA에서 검증한 보안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디셉션 기반의
보안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고, 최신 익스플로잇을 차단
하고, 수백만 개의 실시간 URL 평점을 기반으로 웹 트래픽을 필터
링하며, 진정한 TLS 1.3 지원을 제공합니다.
▪ 통합된 AI 중심의 침입 방지 및 고급 위협 보호 기능으로 몇 분
안에 고급 공격을 자동으로 방지, 감지 및 완화합니다.
▪ 광범위한 라우팅, 스위칭 및 SD-WAN 기능과 더불어 의도 기반의
세분화를 사용하여 네트워킹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SPU 하드웨어 가속을 활용하여 보안 기능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
립니다.

서비스
FortiGuard™ 보안 서비스
FortiGuard Labs에서는 위협 환경에 대한 실시간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하여 Fortinet의 솔루션 전체 범위에 걸쳐 포괄적인 보안 업데
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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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iCare™ 지원 서비스
FortiCare 고객 지원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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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forti.net/fortiguard 및
forti.net/forticar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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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FORTIGATE 60E

FORTIGATE 60E-POE

FORTIWIFI 60E

FORTIGATE 61E

FORTIWIFI 61E

하드웨어 사양
2/1

2

2/1

2/1

GE RJ45 내부 포트

7

–

7

7

GE RJ45 PoE/+ 포트

–

8

–

무선 인터페이스

–

–

802.11 a/b/g/n/ac

USB 포트

1

1

1

GE RJ45 WAN/DMZ 포트

–
–

802.11 a/b/g/n/ac
1

콘솔(RJ45)

1

1

1

1

내부 스토리지

–

–

–

1x 128GB SSD

시스템 성능 - 엔터프라이즈 트래픽 혼합
IPS 처리량2

400Mbps

NGFW 처리량2, 4

250Mbps

위협 보호 처리량2, 5

200Mbps

시스템 성능
3/3/3Gbps

방화벽 처리량(1518/512/64바이트 UDP 패킷)

3μs

방화벽 지연 시간(64바이트 UDP 패킷)

4.5Mpps

방화벽 처리량(초당 패킷)
동시 세션(TCP)

130만

새로운 세션/초(TCP)

30,000

방화벽 정책

5,000

IPsec VPN 처리량(512바이트)1

2Gbps

게이트웨이 간 IPsec VPN 터널

200
500

Client-to-Gateway IPsec VPN 터널

150Mbps

SSL-VPN 처리량

200

동시 SSL-VPN 사용자(권장 최대값, 터널 모드)

135Mbps

SSL 검사 처리량(IPS, 평균 HTTPS)3

135

SSL 검사 CPS(IPS, 평균 HTTPS)3
SSL 검사 동시 세션(IPS, 평균 HTTPS)3

75,000

애플리케이션 제어 처리량(HTTP 64K)2

650Mbps

CAPWAP 처리량(HTTP 64K)

890Mbps
10/10

가상 도메인(기본/최대)

8

지원되는 최대 FortiSwitch 수

30/10

FortiAP 최대 수(총합/터널 모드)

500

FortiToken 최대 수

200

등록된 FortiClient 최대 수

액티브/액티브, 액티브/패시브, 클러스터링

고가용성 구성
규격
높이 x 너비 x 길이(인치)

1.5 x 8.5 x 6.3

높이 x 너비 x 길이(mm)

38 x 216 x 160

무게

1.9lbs(0.9kg)

폼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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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lbs(1.0kg)

1.9lbs(0.9kg)

1.9lbs(0.9kg)

1.9lbs(0.9kg)

데스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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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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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FORTIGATE 60E

FORTIGATE 60E-POE

110V AC/1.5 A,
220V AC/0.75 A

0.8A

FORTIWIFI 60E

FORTIGATE 61E

FORTIWIFI 61E

작동 환경 및 인증
100–240V AC, 50–60 Hz

필요 전력
최대 전류

115V AC/0.9A,
230V AC/0.6A

115V AC/0.9A,
230V AC/0.6A

115V AC/0.9A,
230V AC/0.6A

N/A

75 W

N/A

N/A

N/A

전력 소비(평균/최대)

11.7/14W

20/95W

12.6 / 15.2W

11.9/14.3W

13/16W

방열

40BTU/h

324BTU/h

52BTU/h

49BTU/h

55BTU/h

이용 가능한 PoE 예상 전력 총량*

작동 온도

32-104°F(0-40°C)

보관 온도

-31-158°F(-35-70°C)
10~90% 비응축

습도
소음 수준

팬리스 0dBA

작동 고도

최고 7,400피트(2,250m)
FCC Part 15 Class B, C-Tick, VCCI, CE, UL/cUL, CB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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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 각 PoE/+ 포트의 최대 부하는 30W(802.3at)입니다.

주문 정보
제품

SKU

설명

FortiGate 60E

FG-60E

10x GE RJ45 포트(7x 내부 포트, 2x WAN 포트, 1x DMZ 포트 포함). 관리형 FortiAP 최대 수(총합/터널) 30/10.

FortiGate 60E-POE

FG-60E-PO

10x GE RJ45 포트(8x PoE/PoE+ 포트, 2x WAN 포트 포함) 관리형 FortiAP 최대 수(총합/터널) 30/10.

FortiWiFi 60E

FWF-60E

10x GE RJ45 포트(7x 내부 포트, 2x WAN 포트, 1x DMZ 포트 포함), 무선(802.11a/b/g/n/ac). 관리형 FortiAP 최대 수(총합/터널) 30/10.

FortiGate 61E

FG-61E

10x GE RJ45 포트(7x 내부 포트, 2x WAN 포트, 1x DMZ 포트 포함), 128GB SSD 온보드 스토리지. 관리형 FortiAP 최대 수(총합/터널) 30/10.

FortiWiFi 61E

FWF-61E

10x GE RJ45 포트(7x 내부 포트, 2x WAN 포트, 1x DMZ 포트 포함), 무선(802.11a/b/g/n/ac), 128GB SSD 온보드 스토리지.
관리형 FortiAP 최대 수(총합/터널) 30/10.

번들
FortiGuard
번들
FortiGuard Labs는 FortiGate
방화벽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다수의 보안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 FortiGuard 번들 중
하나를 사용하여 FortiGate의
보호 기능을 쉽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번들

360 보호

엔터프라이즈
보호

UTM

위협 보호

ASE

24x7

24x7

24x7

FortiGuard 앱 제어 서비스

•

•

•

•

FortiGuard IPS 서비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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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FortiGuard 웹 필터링 서비스

•

•

•

FortiGuard 안티 스팸 서비스

•

•

•

FortiGuard 보안 등급 평가 서비스

•

•

FortiGuard 산업용 서비스

•

•

FortiCASB SaaS 전용 서비스

•

•

FortiConverter 서비스

•

SD-WAN 클라우드 지원 모니터링2

•

SD-WAN 오버레이 컨트롤러 VPN 서비스2

•

FortiAnalyzer Cloud2

•

FortiCare

FortiManager Cloud2

1

•
1. 24x7 그리고 고급 서비스 티켓 처리

2. FortiOS 6.2를 실행할 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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