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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 FortiGate는 고성능의 위협 보호와 업계 최고 수준의 방화벽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위협 보호
업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방화벽

검증된 보안 효과
검증 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위협 인텔리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제공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보호
네트워크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세분화 및 지연시간 최소화 제공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관리
단일 대시보드에서 일관적인 보안 정책을 제공해 위치와 폼팩터와 무관하게 기업의 보안 자산 관리

FortiGate® 201E FortiGate® 1200D FortiGate® 1500D

포티넷 FortiGate : 외국계 보안 벤더 최초 국내 보안기능 확인서 획득
공공 기관 납품에 있어 보안적합성심사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포티넷의 더 많은 보안 솔루션이 더 궁금하신가요?
포티넷 고객 솔루션 체험 센터(CBC)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방화벽 Interface

20Gbps Multiple GE RJ45, GE SFP Slots

방화벽 Interface

72Gbps Multiple GE RJ45, GE SFP 
and 10 GE SFP+ slots

방화벽 Interface

80Gbps Multiple GE RJ45, GE SFP, 
and 10 GE SFP+ / GE SFP slots 
| Variant with 10 GE RJ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