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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인증

보안 패브릭을 통해 광범위한 공격 범위 커버

캠퍼스부터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네트워크,      
이메일, 웹 애플리케이션, 엔드포인트를 보호하
는 통합적이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와 OT 
(Operational Technology) 환경에서 발견되는 
ICS(Industrial Control System) 장치를 통해 지
능형 표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합니다.

자동화된 제로데이, 지능형 멀웨어 탐지 및 대응

네이티브 통합 및 오픈 API가 포티넷과 타사   
공급업체 보호 지점으로부터 객체를 전송하고, 
즉각적인 위협 대응을 위해 실시간으로 위협  
인텔리전스를 공유하고, 부족한 보안 리소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인증 및 최고의 성능

NSS Labs BDS(Breach Detection Systems) 및 
BPS (Breach Prevention Systems) 그리고 ICSA 
Labs ATD (Advanced Threat Defense)와 같은 
엄격한 현실의 독립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거치
고 있으며,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최고 수준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급 AI가 탑재된 FortiSandbox는 

포티넷 보안 패브릭 플랫폼과 통합되어 

광범위한 디지털 공격면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랜섬웨어, 크립토멀웨어 등과  

같이 목표를 더욱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포티넷 침해 방지 솔루션입니다. 특히 제로데이 

지능형 멀웨어 탐지 및 대응을 자동화함으로써 실행 가능한  인텔리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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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그림 1: AI 기반 동적 분석

분석을 위한 파일 전송 및 결과 반환1

전송 장치에서 객체를 차단하거나 
엔드포인트에서 파일을 격리함

2a

통합 장치와 IoC 공유3a

분석을 FortiGuard와 선택적으로 공유3b

엔드포인트 격리2b

2c 추가적인 조사 및 대응

쿼리 

완화 

모든 고객/장치에 대해 보호 개선4

업데이트 

그림 2: 기본 제공 도구를 포함하는 Mitre ATT&CK 매트릭스

그림 3: FortiSandbox 위협 완화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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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샌드박스 멀웨어 분석
2단계 AI 기반 샌드박싱 접근 방식으로 구축된 방어 체계를 

보완하십시오. 의심스럽고 위험한 파일은 FortiSandbox의 AI 기반 

정적 분석을 통해 알려진 멀웨어와 새로운 멀웨어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첫 번째 분석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두 번째 분석 

단계는 새로운 멀웨어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멀웨어 행동 

지표를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FortiSandbox의 동적 분석 탐지 

엔진을 새로운 제로데이 위협에 대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행동 기반 AI를 활용하여 전체 공격 라이프사이클을 

파악하기 위해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됩니다. 그림 1은 AI 기반 

동적 분석을 통해 발견된 새로운 위협을 보여줍니다.

Mitre ATT&CK 기반 보고 및 조사 도구
FortiSandbox는 발견된 멀웨어 기술을 판별하는 세부적인 분석 

보고서를 Mitre ATT&CK 프레임워크에 제공합니다. 이때 SecOps 

(Security Operations) 팀이 캡처된 패킷, 원본 파일, 추적 로그, 

멀웨어 스크린샷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기본 조사 

도구 그리고 풍부한 위협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파일 조사 후에 

실행 가능한 통찰력까지 제공하는 STIX 2.0 규격 IOC도 함께 

제공합니다(그림 2 참조).

또한 SecOps 팀은 전체 멀웨어 상호 작용의 비디오를 녹화 

하거나, 시뮬레이션된 환경에서 멀웨어와 수동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침해 방지
보안 패브릭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FortiSandbox와 

고유하게 통합할 수 있는 포티넷의 능력은 놀랍도록 간단한 

설정으로 침해 방지 전략을 자동화합니다. 악성 코드가 식별되면 

FortiSandbox가 위험 등급을 알려주며, 로컬 인텔리전스가 

실시간으로 포티넷, 패브릭 지원 파트너, 타사 보안 솔루션과 

공유되어 새로운 지능형 위협을 완화하고 차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로컬 인텔리전스를 포티넷 위협 

연구팀인 FortiGuard Labs와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은 자동화된 완화 프로세스의 전체 흐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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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옵션

그림 4: 독립형 구축

그림 5: 통합 구축

쉬운 구축
FortiSandbox는 하나의 통합 솔루션에서 많은 프로토콜을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운영 모두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전체 총소유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패브릭 플랫폼 내에 통합되어 기존 보안 아키텍처에 지능형 위협 보호 계층을 

더해줍니다.

FortiSandbox는 고객의 독특한 구성과 요구 사항을 위해 다양한 구축 옵션을 제공하는 가장 유연한 위협 보호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조직은 

이러한 구축 옵션을 결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

이 FortiSandbox 구축 모드는 스패닝된 스위치 포트 또는 네트워크

탭의 입력과 BCC 모드를 통한 이메일을 받습니다. SecOps의

분석가 주문형 파일 업로드 또는 GUI에서 CIF, NFS, AWS S3, Azure

Blob을 통한 파일 저장소 스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 멀티

벤더 위협 보호 접근 방식을 강화하기에 이상적인 옵션입니다.

통합성

FortiSandbox는 기본적으로 FortiGate, FortiMail, FortiWeb, FortiADC, 

FortiProxy, FortiClient(ATP 에이전트) 및 패브릭 지원 파트너 솔루션 

과 통합되며 JSON API 또는 ICAP를 통해 타사 보안 공급업체와 함께 

의심스러운 컨텐츠를 차단하고 FortiSandbox에 전송합니다. 통합은 

이러한 장치들에 시기적절한 대응 및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다른 FortiSandbox까지 확대되어 즉각적인 실시간 

인텔리전스 공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점은 다양한 지역에 

다수의 FortiSandbox를 구축한 대형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제로 

터치 자동화 모델은 서로 다른 국가와 시간대에 걸친 전체적인 

보호에 이상적입니다.



데이터 시트  |  FortiSandbox™

4

특징 요약

관리 

✓ GUI 및 CLI 구성 지원

✓ 여러 관리자 계정 생성

✓ 구성 파일 백업 및 복원 

✓ 악성 파일 감지 시 알림 이메일 

✓ 글로벌 이메일 목록 및 FortiGate 관리자에게 주간 보고

✓ 중앙 집중식 검색 페이지를 통해 관리자가 맞춤형 검색 조건을 작성할 수 있음

✓ 빈번한 서명 자동 업데이트

✓ 새 VM 이미지의 자동 확인 및 다운로드

✓ VM 상태 모니터링

✓ 관리자를 위한 RADIUS 인증

네트워킹/구축  

✓ 정적 라우팅 지원

✓ 파일 입력: 
 ▪ 오프라인/스니퍼 모드, 주문형 파일 업로드, 통합 장치로부터 파일 전송

✓ 폐쇄 네트워크 환경에 액세스하기 위해 스캔된 파일에 대해 시뮬레이션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옵션 

✓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지원

✓ 클러스터의 장애 조치를 위한 포트 모니터링

시스템 통합

✓ 파일 전송 입력: FortiGate, FortiMail, FortiWeb, FortiADC, FortiProxy, 
FortiClient(ATP 에이전트)

✓ 파일 상태 피드백 및 보고서: 
 ▪ FortiGate, FortiMail, FortiWeb, FortiADC, FortiProxy, FortiClient(ATP 에이전트)

✓ 동적 위협 DB 업데이트: 
 ▪ FortiGate, FortiMail, FortiWeb, FortiADC, FortiProxy, FortiClient(ATP 에이전트) 
 ▪ 동적 DB를 등록된 엔티티에 주기적으로 푸시 
 ▪ 파일 체크섬 및 악성 URL DB

✓ FortiManager의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프록시

✓ 원격 로깅: FortiAnalyzer, FortiSIEM, syslog 서버

✓ 
✓ 인증된 타사 통합:

샘플 업로드와 실행 가능한 치료용 멀웨어 지표 다운로드를 자동화하는 JSON API 

 ▪ CarbonBlack, Ziften, SentinelOne

✓ FortiSandbox 간 IOC 내부 공유

지능형 위협 보호  

✓ 랜섬웨어를 비롯한 새로운 위협 조사 그리고 암호로 보호되는 멀웨어 완화

✓ 실행 중이 아닌 코드 내에서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는 AI 기반 정적 코드 분석

✓ 경험/패턴/평판 기반 분석

✓ 가상 OS 샌드박스: 
 ▪ AI 기반 행동 분석
 ▪ 동시 인스턴스
 ▪ 지원되는 OS 유형: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1, Windows 10, 

macOS, Linux, Android 및 ICS 시스템 
 ▪ 회피 방지 기술: 슬립 콜,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쿼리 등 
 ▪ 콜백 감지: 악성 URL 방문, 봇넷 C&C 통신, 활성화된 멀웨어의 공격자 트래픽
 ▪ 다운로드 캡처 패킷, 원본 파일, 추적 로그 및 스크린샷 
 ▪ 샌드박스 대화형 모드 
 ▪ 멀웨어 상호 작용 녹화

* 맞춤형 VM에서 지원됨

✓ 지원되는 파일 형식: .7z, .ace, .apk, .app, .arj, .bat, .bz2, .cab, .cmd, .dll, .dmg, .doc, 
.docm, .docx, .dot, .dotm, .dotx, .eml, .elf, .exe, .gz, .htm, html, .iqy, .iso, .jar, .js, 
.kgb, .lnk, .lzh, Mach-O, .msi, .pdf, .pot, .potm, .potx, .ppam, .pps, .ppsm, .ppsx, 
.ppt, .pptm, .pptx, .ps1, .rar, .rtf, .sldm, .sldx, .swf, .tar, .tgz, .upx, .rl, .vbs, WEBLink, 
.wsf, .xlam, .xls, .xlsb, .xlsm, .xlsx, .xlt, .xltm, .xltx, .xz, .z, .zip

 
 

✓ 지원되는 프로토콜/애플리케이션: 
 ▪ 스니퍼 모드: HTTP, FTP, POP3, IMAP, SMTP, SMB 
 ▪ BCC 모드: SMTP 
 ▪ 

▪ 

 FortiGate 통합 모드: HTTP, SMTP, POP3, IMAP, MAPI, FTP, IM 및 이와 동등한 
SSL 암호화 버전

 

FortiMail 통합 모드: SMTP, POP3, IMAP 
 ▪ FortiWeb 통합 모드: HTTP
 ▪ ICAP 클라이언트 통합 모드: HTTP

✓ 지원되는 OT 서비스: tftp, modbus, s7comm, http, snmp, bacnet, ipmi

✓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기 위해 VM 맞춤설정

✓ 시스템 트래픽에서 VM 이미지 트래픽 격리

✓ 스니퍼 모드의 네트워크 위협 탐지: 봇넷 활동 및 네트워크 공격 식별, 악성 URL
방문 식별

✓ SMB/NFS, AWS S3, Azure Blob 스토리지 공유를 수동으로 스캔하거나 예약 
스캔하고 의심스러운 파일을 격리함

 

✓ 문서 파일 안에 포함된 URL 스캔

✓ 타사 Yara 규칙과 통합하는 옵션

✓ 수동 분석 및 서명 생성을 위해 의심스러운 파일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동 
전송하는 옵션

✓ 추가적인 타사 스캔을 위해 파일을 네트워크 공유로 전달하는 옵션

✓ 파일 체크섬 화이트리스트 및 블랙리스트 옵션

✓ 스캔 및 쿼리를 위한 이메일 및 파일의 URL 전송

모니터링 및 보고서

✓ 실시간 모니터링 위젯(소스 및 기간별 표시 옵션):
 ▪ 스캔 결과 통계, 스캔 활동(장기), 최상위 표적 호스트, 최상위 멀웨어, 최상위 

감염 URL, 최상위 콜백 도메인

✓ 드릴다운 이벤트 뷰어: 
 ▪ 작업 내용, 멀웨어 이름, 등급, 유형, 원본, 대상, 탐지 시간 및 다운로드 경로를 

포함한 동적 테이블

✓ 보고서 및 로깅—GUI, 다운로드 PDF 및 원시 로그 파일

✓ 악성 멀웨어 파일에 대한 보고서 생성: 
 ▪ 파일 수정, 프로세스 동작, 레지스트리 동작, 네트워크 동작 등 멀웨어 기술에 

대한 Mitre ATT&CK 기반 보고서

✓ 추가 분석: 다운로드 가능 파일—샘플 파일, 샌드박스 추적 로그, PCAP 캡처, 
STIX 2.0 형식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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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FSA-500F FSA-1000F FSA-2000E FSA-3000E

하드웨어

폼팩터 1 RU 1 RU 2U 2 RU

총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4x GE RJ45 포트 GE RJ45 포트 4개, GE SFP 슬롯 4개 GE RJ45 포트 4개, 10GE SFP+ 슬롯 2개 GE RJ45 포트 4개, 10GE SFP+ 슬롯 2개

스토리지 1x 1TB 2x 1TB 2x 2TB 4x 2TB

전원공급장치 1x PSU 1x PSU, 선택적 2x PSU 2x 예비 PSU 2x 예비 PSU

시스템 성능

VM 개수 6* 14* 24* 56*

샌드박스 사전 필터 처리량(파일/시간)1 4,500 7,500 12,000 15,000

VM 샌드박싱 처리량(파일/시간) 120 280 480 1,120

실제 유효 처리량(파일/시간) 6002 1,400 2 2,400 2 5,600 2

스니퍼 처리량 500 Mbps 1 Gbps 4 Gbps 8 Gbps

규격

높이 x 너비 x 길이(인치) 1.73 x 17.24 x 12.63 1.73 x 17.24 x 22.83 3.46 x 17.24 x 20.87 3.5 x 17.2 x 29

높이 x 너비 x 길이(mm) 44 x 438 x 320 44 x 438 x 580 88 x 438 x 530 89 x 437 x 738

무게 18.72lbs(8.5kg) 25lbs(11.34kg) 27lbs(12.25kg) 43lbs(19.52kg)

환경

전력 소비(평균/최대) 30.1/76.3W 66.93/116.58W 164.7/175.9W 538.6/549.6W

최대 전류 100/8A, 240V/4A 100V/5A, 240V/3A 100V/8A, 240V/4A 100V/9.8A, 240V/5A

방열 260.34 BTU/h 397.75 BTU/h 600.17 BTU/h 1,943.82 BTU/h

전원 100–240V AC, 50/60 Hz 100–240V AC, 50/60 Hz 100–240V AC, 50/60 Hz 100–240V AC, 50/60 Hz

습도 5~90% 비응축 5~90% 비응축 5~90% 비응축 8~90%(비응축)

작동 온도 범위 32-104°F(0-40°C) 32-104°F(0-40°C) 32-104°F(0-40°C) 50~95°F(10~35°C)

스토리지 온도 범위 -4-158°F(-20-70°C) -40-158°F(-40-70°C) -4-158°F(-20-70°C) -40-158°F(-40-70°C)

규정 준수

인증 FCC Part 15 Class A, C-Tick, VCCI, CE, BSMI, KC, UL/cUL, CB, GOST

* * 2(FSA-500F)/2(FSA-1000F)/4(FSA-2000E)/8(FSA-3000E) Windows VM 라이선스
(하드웨어 포함). 나머지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로 판매됩니다.

** FortiSandbox Cloud Service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모든 성능값은 "최대값"이며 환경과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FortiSandbox 사전 필터링은 FortiGuard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2 사전 필터 및 동적 분석이 연속적으로 작동할 때의 실제 웹 및 이메일 트래픽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FORTISANDBOX-VM FORTISANDBOX CLOUD

하드웨어 요구 사항

하이퍼바이저 지원 VMware ESXi, Linux KVM CentOS, Microsoft Hyper-V, AWS 및 Azure N.A

가상 CPU(최소/최대) 4 / 무제한(vCPU의 개수를 Windows VM 수 + 4로 맞추는 것이 좋음) N.A

메모리 지원(최소/최대) 8GB/무제한 N.A

가상 스토리지(최소/최대) 30GB/16TB N.A

전체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최소) 6 N.A

시스템 성능

스니퍼 처리량 1Gbps N.A

샌드박스 사전 필터 처리량(파일/시간)11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

로컬 VM 클라우드 VM

VM 개수 8개 VM/노드, 최대 99개 노드/클러스터 5개(최대 200개 Windows 클라우드 VM) **

VM 샌드박싱 처리량(파일/시간)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100(최대 4,000) **

실제 유효 처리량(파일/시간)2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500(최대 20,000)2 **

FortiSandbox 1000F FortiSandbox 2000E FortiSandbox 3000EFortiSandbox 5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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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정보

통합 매트릭스

제품 SKU 설명

FortiSandbox 500F FSA-500F 지능형 위협 방지 시스템 - 4 x GE RJ45, 2개의 라이선싱된 Windows/Linux/Android VM with Win7, Win10 
그리고 1개의 MS Office 라이선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최대 6개의 VM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FSA-500F-UPG-LIC-4 및/또는 FC-10-FS5HF-176-02-DD SKU를 참조하십시오.

FortiSandbox 1000F FSA-1000F 지능형 위협 방지 시스템 - 4 x GE RJ45, 4 x GE SFP 슬롯, 2개의 라이선싱된 Windows/Linux/Android VM with 
Win7, Win10 그리고 1개의 MS Office 라이선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최대 14개의 라이선싱된 VM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FSA-1000F-UPG-LIC-6 및/또는 FC -10-FS1KF-176-02-DD SKU를 참조하십시오. 
예비 PSU(선택적), SP-FSA1000F-PS SKU를 참조하십시오.

FortiSandbox 2000E FSA-2000E 지능형 위협 방지 시스템 - 4 x GE RJ45, 2 x 10GbE SFP+ 슬롯, 예비 PSU, 4개의 라이선싱된 Windows/Linux/
Android VM with Win7, Win8, Win10 그리고 1개의 MS Office 라이선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최대 24개의 VM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FSA-2000E- UPG-LIC-10 및/또는 FC-10-SA20K-176-02-DD SKU를 참조하십시오.

FortiSandbox 3000E FSA-3000E 지능형 위협 방지 시스템 - 4 x GE RJ45, 2 x 10GbE SFP+ 슬롯, 예비 PSU, 8개의 라이선싱된 Windows/Linux/
Android VM with Win7, Win8, Win10 그리고 1개의 MS Office 라이선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최대 56개의 VM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FSA-3000E- UPG-LIC-16 및/또는 FC-10-SA30K-176-02-DD SKU를 참조하십시오.

FortiSandbox-VM FSA-VM-00 FortiSandbox-VM 가상 어플라이언스(VM 0개, 노드당 최대 8개의 VM으로 확장 제한, 클러스터당 최대 99개)

FortiSandbox Windows Cloud VM FC-10-FSA01-195-02-DD Windows VM용 FortiSandbox Windows Cloud VM 서비스(5개) 및 FortiSandbox VM당 200개 Windows Cloud 
VM으로 최대 확장 제한

FortiSandbox macOS Cloud VM FC-10-FSA01-192-02-DD macOS X VM용 macOS Cloud VM 서비스(2개) 및 FortiSandbox당 8개 macOS X VM으로 최대 확장 제한
(어플라이언스/VM).

FortiSandbox Cloud Service FC-10-XXXXX-100-02-DD FortiGuard 고급 멀웨어 보호(AMP) — 안티바이러스, 모바일 멀웨어, FortiSandbox Cloud Service 포함. 
(SKU는 FortiGate 모델마다 다름)

FC-10-XXXXX-123-02-12 FortiSandbox Cloud Service 가입(FortiMail/FortiWeb 모델에 따라 SKU가 다름)

FC1-15-EMS01-298-02-DD 25개 엔드포인트에 대한 FortiSandbox Cloud 라이선스 가입. 샌드박스 에이전트 및 온프레미스/클라우드 
샌드박스 가입, 중앙 관리, 24x7 지원을 포함합니다. (FortiClient용 SKU)

FC1-10-XXXXX-620-02-DD SWG 보호 - 웹 필터링, DNS 필터링, 애플리케이션 제어, DLP, AV, 봇넷(IP/도메인), 샌드박스 클라우드. 
(SKU는 FortiProxy 모델마다 다름)

액세서리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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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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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GE SFP+ 트랜시버 모듈, 단거리 FG-TRAN-SFP+SR SFP+ 및 SFP/SFP+ 슬롯이 있는 모든 시스템에 10GE SFP+ 트랜시버 모듈, 단거리

10GE SFP+ 트랜시버 모듈, 장거리 FG-TRAN-SFP+LR SFP+ 및 SFP/SFP+ 슬롯이 있는 모든 시스템에 10GE SFP+ 트랜시버 모듈, 장거리

AC 전원공급장치 SP-FSA1000F-PS FDC-1000F, FIS-1000F, FSA-1000F 모듈용 AC 전원공급장치만

FORTIGATE FORTICLIENT FORTIMAIL FORTIWEB FORTIADC FORTIPROXY

FSA 어플라이언스 
및 VM

파일 전송 *FortiOS V5.0.4+ FortiClient for Windows OS V5.4+ FortiMail OS V5.1+ FortiWeb OS V5.4+ FortiADC OS V5.0+ FortiProxy OS V1.0+

파일 상태 피드백 *FortiOS V5.0.4+ FortiClient for Windows OS V5.4+ FortiMail OS V5.1+ FortiWeb OS V5.4+ FortiADC OS V5.0+ FortiProxy OS V1.0+

파일 세부 보고서 *FortiOS V5.4+ FortiClient for Windows OS V5.4+ FortiMail OS V5.1+ – FortiADC OS V5.0+ FortiProxy OS V1.0+

동적 위협 DB 업데이트 *FortiOS V5.4+ FortiClient for Windows OS V5.4+ FortiMail OS V5.3+ FortiWeb OS V5.4+ FortiADC OS V5.0+ FortiProxy OS V1.0+

FortiSandbox Cloud 파일 전송 *FortiOS V5.2.3+ – FortiMail OS V5.3+ FortiWeb OS 5.5.3+ – FortiProxy OS V1.0+

파일 상태 피드백 *FortiOS V5.2.3+ – FortiMail OS V5.3+ FortiWeb OS 5.5.3+ – FortiProxy OS V1.0+

파일 세부 보고서 *FortiOS V5.2.3+ – – – – FortiProxy OS V1.0+

동적 위협 DB 업데이트 *FortiOS V5.4+ – FortiMail OS V5.3+ FortiWeb OS 5.5.3+ – FortiProxy OS V1.0+

*일부 모델은 CLI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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