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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성능

유연한 통합

최적의 보안

FortiGate 5101C 블레이드가 장착된 FortiGate-5140B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IPv6 & IPv4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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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2000년 10월

나스닥 상장연도: 2009년 11월                   

거래 심볼: FTNT

본사 위치                                                       

미국 캘리포니아 써니베일

총 직원 수

1800여명

재무적 특징

2011년 매출: 4천7백억원 

2012년 매출: 6천억원                                

2012년말 현재 약 8천억원의 현금보유, 

부채 없음

최초 제품 출시 

2002년 5월

지금까지 총 누적 판매 대수 

100만대 이상

고객 수                                                   
12만 5천 이상의 고객 확보

특허 

112개의 특허 보유 108개 특허 출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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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Control ›
Antivirus ›

Next Generation Firewall ›
Web Filtering ›

AntiSpam ›
WAN Acceleration ›

Traf�c Optimization ›
VPN ›
IPS ›

DLP ›
WiFi Controller ›

FortiGate UTM
›

›

›

M

Simple & Cost Effective
Fortinet UTM Model

전형적인 보안 모델

다수의 벤더들이 제공하는 독립형 보안제품들은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관리 자체가 

복잡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성능과                             

안정성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포티넷 통합보안 모델

포티넷의 완전히 통합된 보안 기술은 더 강력한 보호, 

향상된 성능, 비용 감소와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Overview 
IT환경이 복잡해지고, 넓은 대역폭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보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FORTINET은 고성능의 혁신적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왔습니다. FORTINET은 통합위협관리 시장 선도자이며 

관련 시장의 압도적인 리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ORTINET은 다양한 규모의 고객들이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장비에 대하여 명확하고 단순하게 통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위협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방어능력, 향상된 업무 프로세스, 관리의 단순화 및 비용의 절감을 도와드립니다.

Pioneering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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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매출 성장

Market  
Leadership
IDC®에 의하면 2012년 1분기 기준 UTM 

보안 어플라이언스 시장 점유율 18.9%를 

차지한 포티넷은 UTM 보안 어플라이언스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IDC는 UTM 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14.0 %

로 전망하면서 2010 년 $19억 달러 (약 2

조 2천억원) 에서 2016 년 $32억 달러 (

약 3조 6천억원)으로 성장할 것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DC 데이터를 기반으로 UTM 

시장은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2012 년 기존 방화벽 

시장을 능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티넷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방화벽, IPS 등의 

다른 보안 솔루션을 능가하는 시장 장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IDC Worldwide Security Appliances Tracker, June 2012

**IDC: Worldwide Network Security 2012-2016 Forecast and 2010 Vendor Shares June 2012

*IDC Worldwide Network Security 2012-2016 Forecast and 2011 Vendor Share, July 2012

성장 전략

지속적인 신기술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통한 UTM 및 NGFW 

시장에서의 리더쉽 유지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폭넓은 접근

1. 

2. 



포티넷은  NetScreen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 였던 Ken Xie 에 의해 

지난  200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트워크와 보안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노련한 임원진들이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SIC 기술의 장점
강도 높은 위협들의 증가로 인해 요구되는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컨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층간 구조에서 강력히 작용하는 수행능력

높은 정확도와 빠른속도의 ASIC 보안업무

포티넷의 특수 아키텍쳐는 가장 낮은 지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방화벽으로 매우 높은 업무 처리량을 제공

일반적 플랫폼 장비
단일 코어 혹은 멀티 코어 구조  

CPU에 의한 한계에 따라 성능의 

저하가 필연적임.

네트워크 패킷 처리와 연산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술을 통해 극적인 

성능 개선 가능

VS.

*Designation based on independent third-party field testing by BreakingPoint on Fortinet’s FortiGate 5140B with FortiGate 5104C B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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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States
■ Canada 
■ France

■ R&D
■ G&A 
■ Operations

■ China
■ Rest of World

■ Service & Support
■ Sales & Marketing

■ EMEA ■ APAC    ■ Americas

■ Entry-Level Appliances
■ Mid-Level Appliances
■ Enterprise Level Appliances

포티넷의 차세대 방화벽 장비인 FortiGate-3950B는 

BreakingPoint의 성능 시험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서 

95점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어떤 벤더에 

의해서도 기록된 적이 없는 명실 상부한 최고의 점수이다. 

BreakingPoint의 성능 시험 평가는 관련 업계의 장비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능과, 보안성, 그리고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들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테스트이다. 

국가별 직원 분포

업무별 직원 분포

국가별 매출 분포
(Q2-2012)

포티게이트 모델별 분류
(Q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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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Recognition

Worldwide Network Security Revenue
September 2012

Rank Company
Market 

Share %
Growth 

Y/Y

1 Cisco 17.6 1%

2 Check Point 13.0 16%

3 Juniper 7.3 0%

4 5.9 27%

5 McAfee 5.6 12%

6 Barracuda 2.7 15%

7 SonicWALL 2.7 17%

8 HP 2.5 0%

11 Other 42.7 --

TOTAL 100% --

Market Size $8.0B

UTM Magic Quadrant
March 2012

“World’s 4th Largest 
Network Security 

Vendor”
(IDC)

Information Security 
Company of the Year-

Europe 
(Frost & Sullivan) 

Leader in Gartner 
Unified Threat 
Management  

Magic Quadrant  
(Gartner)

Ranked Tier 1 Enterprise 
Security Vendor 

(Curr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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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Protection

McAfee XC Cluster

IBM GX7800

Juniper IDP 8200

Juniper SRX 3600

McAfee M-8000

Stonesoft 1302

SonicWALL SuperMassive

Palo Alto PA-5020

HP TippingPoint 6100

CheckPoint 12600

Q1

Q2Q3

Q4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SVM

2012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Security Value Map

Security Intelligence

FortiGate 32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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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의 장점 : 보다 효율적인 보호

통합된 보안 기술, 하드웨어 가속 성능, 글로벌 위협 연구와 지원은 포티넷이 다른 보안 벤더와 차별되는 세 가지 정의된 

강점입니다. 포티넷의 통합 보안 전략과 시장 선도의 기술은 비용 절감과 보안 인프라를 간소화하면서 귀사의 보안 태세를 

향상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FortiGuard™ 글로벌 보안 위협 연구와 업데이트

포티넷이 자랑하는 글로벌 보안 위협 연구센터인 FortiGuard 연구소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위협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200명이 넘는 FortiGuard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귀사의 소중한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중단없이 근무합니다. 본 연구소는 새로운 신종 위협으로부터 IT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제품 업데이트와 상세한 보안 지식을 제공합니다.

FortiCare™ 전세계 24x7 지원

FortiCare 고객 지원 조직은 현재 미국, 유럽 및 아시아를 커버하고 있고, 모든 포티넷 제품에 대하여 

글로벌 방식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환경과 예산에 맞추어 FortiCare 수준을 

선택하여 최대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introducing

 FortiOS 5
  the most powerful security     
     operating system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운영 시스템인 FortiOS 5.0은 모든 FortiGate 통합 보안 플랫폼의 기반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오늘날의 강도 높은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며 보다 안전한 BYOD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More Security Fighting Advanced Threats
강도 높은 위협과 맞선 더욱 강력한 보안. Client reputation 기능은 각 장치의 행동 범위에 따라 누적된 보안순위를 

알려주고 신원 조작 시스템 조직과 zero-day attack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안티멀웨어 탐지 시스템은 온-디바이스 동작기반의 경험적 엔진 및 클라우드 기반 AV서비스가 추가 

되었으며 운영체제 샌드박스 및 봇넷 IP reputation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 AV 업계검증의 FortiOS 5.0은 오늘날의 각종 악성 코드의 공격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멀티 레이어 

보호를 제공합니다.

More Control Securing Mobile Devices
보다 안정적인 제어를 위해 장치 유형 또는 장치 그룹, 위치 및 사용법에 따라, 모바일 장치 및 BYOD 환경을 위한 

식별장치와 보안프로필에 대한 특정 접근방식을 적용합니다.

More Intelligence Building Smart Policies
사용자를 위한 역할 기반 정책과 위치,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게스트목록을 자동 조정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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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넷 FortiGate: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보안
포티넷 FortiGate 제품군은 FortiASIC™ 프로세서와 특화된 하드웨어로서 FortiOS™ 보안운영체제 하에서 

통일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광범위하고 고성능 보안과 고성능 네트워킹 기술을 제공합니다 :

방화벽, VPN, 트래픽 쉐이핑

안티바이러스/안티스파이웨어/안티맬웨어

안티스팸

가상화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제어

가상화 어플라이언스

VoIP 지원

SSL 인스펙션

Web 필터링

레이어 2/3 라우팅

엔드포인트 액세스

WAN 최적화

침입방지시스템(IPS)

IPv6 가속

취약성 관리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귀사에 입증된 보안을 제공합니다.

포티넷은 모든 핵심 보안기술에 걸쳐 인증을 획득한 유일한 통합위협관리 벤더입니다. 멀티 레이어 다계층 보안 

기술을 통합적으로 신뢰하고 입증된 한 벤더가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로 통합하는 능력을 보여드리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성능과 기능의 기술수준을 최적으로 제공합니다. 아래에 각 보안 핵심 분야의 인증서를 소개합니다.

FortiOS

FortiASIC

F
o

rt
iA

u
th

en
ti

ca
to

r  
 F

orti
Manager   FortiAnalyzer   FortiClient   FortiM

ail   F
o

rtiW
e

b

F
o

r t iB
r id

g
e

   F
o

r t iS
w

i tch     For t iToken   Fort iWiF i    F
or t iA

P   
Fort

iD
D

oS
  

 F
o

rt
iB

a
la

n
c

e
r

Application
Control

Wi
Fi

Co
ntr
olle

r

DL
P

AntiVirus

Firewall
W
eb

Filtering

WAN

Opt
imizati

onTraffic
Optimization

VPN

IPS

An
ti

Sp
am

8

FortiGate-5060

FortiGate-5140B

FortiGate-5020

FortiGate-3140B

FortiGate-3950B

FortiGate-3040B

FortiGate-300C

FortiGate-600C

FortiGate-800C

FortiGate-1000C

FortiGate-1240B FIREWaLL IPS VPN aNTIVIRUS aNTISPaM

FortiGate-3240C



고객 맞춤 보안 솔루션
포티넷은 글로벌 통신사업자에서 소규모 사업체에 까지 모든 규모의 고객을 위한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기업조직을 보호합니다. 포티넷의 글로벌 고객들은 다양한 

네트워킹 환경과 배치 상황에서 포티넷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티넷 제품들은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 업계 

최고의 보호 성능을 제공합니다.

Carrier/Service Provider Solutions

포티넷의 AdvancedTCA™ 샤시 기반의 시스템인 FortiGate-5000시리즈와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플랫폼인 

FortiGate-3000시리즈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대기업 및 통신사업자들을 위하여 500+ Gbps의 방화벽 

성능을 제공하면서 완전한 네트워크 보안, 강제 정책 집행 및 QoS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밀도 기가비트 

이더넷(GbE) 및 10 GbE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 지원은 뛰어난 유연성 및 처리량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통합 보안 

기술 및 가상 도메인(Virtual domain)에 대한 지원은 고속 보안 게이트웨이, 보안 관리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한 복합 멀티 테넌트(Multi-tenant) 인프라에 이상적입니다. 

Large Enterprise Solutions

포티넷의 통합 보안 솔루션은 유연한 배치 옵션, 경로의 확장성 및 최대 120Gbps의 방화벽 성능 뿐만 아니라 귀사의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 방어(defense-in-depth)를 제공합니다.

Mid-Enterprise Solutions
중견 기업을 위한 FortiGate제품은 최대 44Gbps의 방화벽 성능을 제공하는 단일 고성능 장비에서 완전하게 통합된, 

필수 보안 기능 및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Small Enterprise/Remote Office Solutions 
포티넷의 제품은 최대 2.5Gbps의 방화벽 성능을 제공하고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필수 보안 서비스를 

통합한 패키지 제품입니다. 

Wireless Access Solutions
일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보안적으로 매우 취약한 곳인데 그 이유는 무선 네트워크만을 

위한 강력하고 표준화된 보안 기술이 아직은 부족하고 보통 유선 네트워크와 다른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포티넷은 무선과 유선 네트워크에 대해 포괄적이고 통합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무선랜 사용에 대한 

위험도를 줄여줍니다.

단일화된 관리 콘솔

통합된 무선 컨트롤러

보안 시스템 분리에 의해 야기되는 맹점 제거

수 분 만에 안전한 보안 무선 네트워크 구성 

단일 장비로 7개의 SSID 또는 멀티 테넌트

(multi-tenant)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액세스포인트(VAPs)까지 브로드캐스트 가능

IEEE 802.11n을 지원하며 2.4 GHz와 

5GHz 모두 접속할 수 있는 WiFi 클라이언트 

기능과 동시 보안 기능을 제공

라디오 당 300Mbps의 높은 무선 속도 지원  

기존 802.11a/b/g 보다 두 배까지 커버리지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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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Gate-100D

FortiGate-80C

FortiGate 200B POE

FortiWiFi-60C

FortiWiFi-40C

FortiAP-11C

FortiGate-60C

FortiGate-40C

FortiGate-20C

FortiAP-210B/220B

FortiAP-221B

FortiAP-223B

FortiAP-222B

All FortiGate models come with a full-
featured and fully integrated Wireless 
Controller powered by FortiOS.



시간당 230만 건의 메일에 대하여 

안티스팸 및 안티바이러스를 제공하는 

메일 보안 솔루션

초당 70,000 HTTP 처리가 

가능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30Gbps 성능과 16백만 

동시세션을 지원 엔드포인트 단 까지 

포티넷의 전문 보안 

기술을 확장

지역당 64명의 동시 전화        

사용자를 관리

500Mbps 성능을 제공

초당 60,000 쿼리까지 관리

엔드유저 100,000명까지의 

인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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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Analyzer 4000B

FortiWeb 400C

FortiAnalyzer 400C

FortiAnalyzer 100C

FortiMail 5002B

FortiManager 5001A

FortiMail 400C

FortiManager 400C

FortiMail 200D

FortiManager 200D

FortiCache 3000C

FortiDDoS 100A

FortiVoice

FortiAuthenticator 400C

FortiDNS 400C

FortiDB 400C

FortiScan 3000C 

FortiSwitch 248B

FortiSwitch 324B-POE

FortiSwitch 548B

FortiBridge 2002

FortiBridge 2002F

FortiBridge 2002X

FortiBalancer 400

FortiBalancer 1000

FortiBalancer 4000

End-to-End IT Security Solutions
일반 어플라이언스와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포함하는  FORTINET 솔루션 시리즈는 고객들의 

네트워크 상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켜드리는 다양한 설치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귀사의 

IT팀에서 단순하고 강력하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FORTINET은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제어를 제공하는 포괄적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수트를 제공합니다.

60개 까지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보호해주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20,000 개 까지의 에이전트를 

스캔할 수 있는 취약점 관리 솔루션

960Gbps 까지의 스위치 성능을 

제공하는 기가비트 스위치

전원 장애 혹은 장비 불량 시 네트워크 

리소스의 가용성을 확보

3Gbps 까지의 풀 듀플렉스 

보호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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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NET Korea

FORTINET 총판 

이브레인테크

담당자: 이호엽 상무 

Tel. 010-5495-1433

hylee1@ywsnn.com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7-35 성현빌딩

닉스테크

담당자: 정영덕 이사 

Tel. 010-3304-6509

ydjung@nicstech.com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A-1306

L2H

담당자: 이태훈 부사장 

Tel. 010-2860-9051

midas@l2h.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2-5 로얄타워 11층

위드네트웍스

담당자: 김일균 과장

Tel. 010-6399-1407

kikmoto@withnetworks.com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59-12 송암빌딩2층

영우 디지탈

담당자: 박창서 부장

Tel. 010-9734-5473

charles@youngwoo.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2 영우빌딩

시스원

담당자: 김효선 차장 

Tel. 010-4740-2040

hskim@sysone.co.kr

서울시 중구 신당2동 431-3 

종하빌딩 B동 5층

G-COM

담당자: 윤명현 이사 

Tel. 010-9008-6839

mhyun@g-coms.com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7-29 진영빌딩 5층

솔모 정보 통신

담당자: 조병선 부장 

Tel. 010-6231-5954

chosun@solmo.co.kr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48-

12 서일빌딩 2층

코마스

담당자: 황영철 이사 

Tel. 010-9405-7963

ychwang@comas.co.kr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9-12 2층

진우 ICT

담당자: 박종열 이사 

Tel. 010-6781-0246

yall@jwict.co.k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71-4 

골든프라자 207호

콤텍 시스템

담당자: 고광석 차장 

Tel. 010-4184-5284

ksko@comtec.co.kr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79-

10 콤텍빌딩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2-2 파라다이스 빌딩 2층

Home Page : http://www.fortinet.co.kr/ 

영업 문의: 070-7126-1111

e-mail 문의: korea@fortinet.com

한일 네트웍스

담당자: 염상열 부장 

Tel. 010-5458-6760

syyeom@haniln.com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30 코오롱 

디지털타워빌란트 13층

액텔라

담당자: 김용산 이사

Tel. 010-2309-9087

yskim@actela.com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N테크노파크 

테크센터1202호 에스넷 시스템

담당자: 백중현 부장 

Tel. 011-796-3093

tony@snetsystems.co.kr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삼성동) 성원빌딩 10층

큐브렉스

담당자: 이관우 부장 

Tel. 010-4599-9501

kwlee@qvrex.co.kr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15-4 MG빌딩 2층

CMT

담당자: 김국동 팀장

Tel. 010-3272-9918

kkd@cmtinfo.co.kr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동 277-43 

한신아크밸리 1104,1105  

자림 솔루션

담당자: 김태구 팀장

Tel. 010-3346-0951

kimtg@jarim.co.kr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37 대구은행 

B/D 406

Master 채널 총판

MSSP 총판

FORTINET 골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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