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된 혼합형 보안공격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비즈니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차세대 방화벽입니다.

TRUGUARD
CLOUD TO HOME

Contact Us

TruGuard
보안플랫폼

Guardiannet
TruGuard
고도화된 혼합형 보안공격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비즈니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차세대 방화벽입니다.

"Guard Your Business"
is our passion.
Come visit us today!

최신보안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차별화된 능동적
보안플랫폼

병렬처리구조
병렬처리 구조를 가진 대용량
트래픽 처리

통합보안 구현
내·외부의 보안 솔루션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보안 영역 확대

클라우드 환경 통합 보안
다양한 가상화 플랫폼 및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

Details
Firewall

TRUGUARD
다계층 멀티 엔진에서 최신 위협방지 기술들을 사용하여 내부로 유입되는
Contents의 실시간 검사를 통한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 고성능의 상태기반 Packet 검사 지원
• IP/포트/ 프로토콜 스케줄 패킷 필터링
• 다양한 NAT 지원
(Static NAT/Dynamic NAT/NAPT)
• IPv6 지원

IPS
• 정규표현식 기반의 패턴 수천개 지원
• 패턴기반 공격 탐지 및 차단 지원
/DDoS 방어
• 사용자 정의 패턴 관리 지원
• 자동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시그니처
지원

Virtual Private Network
• Multi Tunnel 지원 (다중회선 지원)
• 다양한 표준 암호 알고리즘 지원
• Tunnel Fail over, DPD(Dead Peer
Detection) 을 통한 고 가용성 확보
• IPsec NAT Traversal 지원
• XAuth 등 Third party 인증 지원

Details
Routing, Qos

TRUGUARD
통합관리플랫폼은 분산네트워크를 중앙에서 관리
통합가시성 기반 유연한 정책 컨트롤 및 직관적인 모니터링

통합관리
로그관리&상세검색

통합 모니터링

관리장비 구성관리

• Static/Policy/Dynamic/Multicast
Routing 지원
• L2/Bridge 기능 지원
• 다중 회선을 이용한 트래픽 분산
기능 지원
• 애플리케이션 우선 순위에 따른 트래
픽 대역폭 관리
• IP/포트/프로토콜/우선순위 등 조건을
이용한 트래픽 제어
• 최소 보장/최대 허용 설정에 따른
대역폭 제어
• PPS/BPS에 따른 트래픽 제한

웹 메일 차단
• 웹 메일 쓰기/전달/임시저장
서비스 제어 기능
• 웹 메일을 이용한 내부정보 유출,외부
감염 데이터의 침입 차단
• 스팸 메일 검사 및 차단
• 바이러스에 감염된 스팸 메일 차단
• 사용자 정의 예외 목록 지원
(스팸 처리 제외)

유해 사이트/URL 차단
• 내용등급(PICS Label) 표시에 따른 차단
• 카테고리별 URL 차단(게임/증권/P2P
등)
• 사용자 정의 URL 차단
• 한글 도메인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