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시트

Guardian
매우 강력한 OT 및 IoT 보안  
및 가시성
Nozomi Networks Guardian™은 OT, IoT, IT, 에지, 클라우드 자산 전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여 

보안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를 높입니다. 

Guardian은 전 세계에 있는 가장 큰 중요 인프라, 에너지, 제조, 광업, 운송, 빌딩 자동화 및 기타 OT 

사이트에 대한 OT 위험을 줄입니다.

식별

평가조치

탐지

확장

확인
네트워크의 모든 OT  
및 IoT 자산과 행동을 
확인하여 독보적인  
인식 제공

탐지
사이버 위협, 취약점,  
위험, 이상을 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 

통합
모든 자산에 대한 보안, 
가시성, 모니터링을  
통합하여 회복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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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식별
자산 검색 및 네트워크 시각화

최신 자산 인벤토리 

자동화된 자산 인벤토리를 통한 사이버 회복력 

강화 및 시간 절약 

모든 통신 자산 식별

이름, 유형, 일련 번호, 펌웨어 버전, 구성 요소 

등 광범위한 노드 정보 제공

보안 및 신뢰성 경고, 누락된 패치, 취약점 등 

위험 정보 표시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위험 감소

OT/IoT 네트워크와 해당 활동 패턴에 대한 

즉각적인 분석결과 제공

트래픽 쓰루풋, TCP 연결, 프로토콜 등 주요 

데이터 표시 

'정상' 작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추가 기능

스마트 폴링

Guardian의 기본 제공 기능인 수동 자산  

검색을 저용량 능동 폴링으로 확장.  

참고: nozominetworks.com/smart-polling

직관적인 대시보드 및 보고서 

엔드포인트 및 연결에 대한 세부 정보 탐색 및 

매크로 뷰(전체 보기) 

서브넷, 유형, 역할, 영역, 토폴로지별 필터링

목록 및 자세한 단일 자산 보기를 통해 자산을 

시각적으로 그룹화

OT 및  
IoT 자산
자동 추적

네트워크
즉시  
파악

구독

자산 인텔리전스

자산 학습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이고, 자산  

프로필 및 행동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참고: nozominetworks.com/asset-intelligence

 인터랙티브 네트워크 시각화 그래프의 일부.

https://www.nozominetworks.com/products/smart-polling/
https://www.nozominetworks.com/products/asset-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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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자동화된 취약점 평가  

어느 공급업체의 장치가 취약한지 식별

표준화된 명명, 설명, 리스크 스코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국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NVD) 활용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원되는 모든 프로토콜, 즉 OT, IoT, IT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한된 모니터링 또는 부적절한 프로토콜 

지원으로 인해 야기되는 주요 보호 기능 사각 

지대 없음

모든 공급업체의 자산 및 모든 네트워크 통신 

모니터링

효율적으로 우선순위 지정 및 수정  

취약점 대시보드, 드릴다운, 보고서를 통해 대응 

속도 향상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 제공: 

• “취약한 펌웨어가 자산에서 실행되고 있는가?”

• “X 공급업체의 자산이 취약한가?”

OT 데이터에 손쉽게 액세스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 및 시간 간격에 따라 OT 및 

IoT 위험 정보 요약

비정상적인 프로세스 값 등 신뢰성 이슈 지표 강조 

표시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와 제어시스템 성능에 
쿼리문을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 및 스프레드시트 

작업 감축

취약점  
위험을  
빠르게 식별

네트워크  
및 자동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취약점 평가 및 위험 모니터링

사용자 지정 가능한 Guardian 대시보드의 일부.



4
데이터 시트 

Guardian

최신 위협 탐지 

사이버 보안 및 프로세스 신뢰성 위협 식별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의 위협 및 사이버 위험에 

대한 첨단 탐지 기능 

호환가능한 방화벽 및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과 

통합 시 공격 차단

구독

위협 인텔리전스

Nozomi Networks 랩에서 만들어 선별한 

지표를 사용해 최신 위협 탐지 및 취약점 식별 

보장

지속적인 OT, IoT, IT 위협 및 취약점에 대한 

인텔리전스 제공

우수한 OT 및 IoT 위협 탐지  

행동 기반 이상 탐지와 시그니쳐 기반 위협 

탐지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위험 모니터링 제공

Yara 규칙, 패킷 규칙, STIX 지표, 위협 정의, 

위협 참조 자료, 취약점 서명 등 위협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구독

자산 인텔리전스

OT 및 IoT에 대한 획기적으로 정확한 이상 

탐지 기능을 지원, 무해한 행동에 대한 경고는 

필터링하여 사건 대응 속도 향상

지속적인 OT 및 IoT 자산 프로필 및 행동 

데이터 제공

위협 및  
이상  
행동을  
빠르게 탐지  
및 차단

혼합 환경에  
대한 효과적  
모니터링

탐지
이상 및 위협에 대한 첨단 탐지 기능

정확한�이상 
경고

다이내믹�네트워크에 
대한�자산�인텔리젼스

정확한�자산�식별�및 
탐지�역량�유지

사건�발생�시�신속한 
대응�속도

자산에�대한 
신속한�식별

자산�재고에�대한 
정확한�파악

OT 및 IoT에�대한�획기적인�이상�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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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및 사용자 맞춤형 보고서를 
통해 위험 강조

위험과 위협을 요약하여 주요 우려 사항에 집중
 

기본 제공 보고서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위젯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선택,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 속도 향상

OT 및 IoT에 대한 Guardian의 획기적인 이상 

탐지 기능을 Asset Intelligence™ 서비스와 

결합하여, 조치 가능한 구체적 경고 제공

행동 변화가 빈번한 자산의 정상 행동을 파악하여 

무해한 이상에 대한 경고 제거

우선순위를 쉽게 정할 수 있는 정확한 경고 

기능으로 대응 시간 및 생산성 향상

자세한 경고를 통해 주요 정보 제공 

자세하고 정확한 경고 생성

보안 및 신뢰성 위험 식별

경고를 사건별로 그룹화하여 보안 및 운영 

직원에게 네트워크 상황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통합된 시각 제공

신속한 포렌식 분석   

다음 기능을 갖춘 Smart Incidents™를 통해 

집중적으로 작업:

• 경고를 연관시키고 통합 

• 운영 및 보안 컨텍스트 제공
• 자동 패킷 캡처 제공 

시스템 스냅샷 전후에 Time Machine™을 

사용하여 사건 파악

강력한 쿼리 툴을 통해 신속한 답 제공

OT 및  
IoT 위험  
관리 대폭  
개선

트러블슈팅  
및 포렌식  
작업이  
크게 감소

조치
시간 절약을 위한 대시보드 및 포렌식 툴

관련 경고 및 보안 컨텍스트를 표시 Smart Incident.

사이트에 대한 경고 요약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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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로컬 성능 및 글로벌 성능

최대 500,000개 자산에 대한 데이터 실시간 처리

네트워크 시각화, 대시보드, 보고서의 신속 생성

위협 및 자산 인텔리전스를 로컬로 처리하여 위협 

탐지 및 대응 속도 향상

통합 보안 인프라  

IT/OT 전반에 걸친 보안 프로세스 간소화

보안 데이터의 표준화로 일관된 대응 가능

자산, 티켓, ID 관리 시스템과 SIEM에 대한 통합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

nozominetworks.com/integrations 

모든 시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Vantage™와 함께 사용 시 여러 사이트의 

데이터 집계 

모든 사이트에 대해 중앙 집중식 보안 위험 관리 가능

모든 OT/IoT 환경에 대한 가시성 제공

광범위한 프로토콜 지원  

수백 개의 OT, IoT, IT 프로토콜 지원 

OT 프로토콜에 대한 Nozomi Networks의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한 분석 제공

프로토콜 SDK 및 주문형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포함되어 신규 프로토콜 지원 

nozominetworks.com/techspecs 

최적의  
성능으로  
손쉽게 확장

SOC/IT  
환경과  
쉽게 통합

확장
수십만 개의 자산에 대한 통합 보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통합 기능으로 보안 프로세스를 쉽게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zominetworks.com/products/technical-specifications/#protocols-integrations
https://nozominetworks.com/techs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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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자산 검색, 네트워크 시각화, 가속화된 보안으로 다양한 혼합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Vantage

위협 
인텔리전스

Guardian

자산 
인텔리전스

SOC
통합 

시스템

OT IoT

에지

가상 컨테이너
클라우드

물리적

OT 및 IoT  
보안 및 가시성 

매우 강력한  
사이버  
및 운영  
회복력

처음으로 네트워크의 모든 자산을 보고 해당 행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사 기술은 악의적인 이상 활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합니다.

여러분은 데이터 도난이나 운영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 위협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건에 
더 빠르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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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아키텍처  
예시

사이트 #2

사이트 #N

Level 0
필드 네트워크

Level 1
컨트롤 네트워크

Level 2
프로세스 네트워크

Level 3
운영 (ICT/DMZ)

HMI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DNS 히스토리언

Level 4
엔터프라이즈 IT

PLCs/RTUs

Vantage
SaaS

 위협 인텔리전스
구독

Guardian
+

Smart Polling
선 택  사 항

자산 인텔리전스
구독

사이트 #1

원격 
접속

통합 
시스템

SOC / 
컨트롤 

센터
업무용 
컴퓨터카메라 태블릿

Nozomi Networks는 여러분이 신뢰하는 IT/OT 서비스 및 기술 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엔터프라이즈 IT 및 관리형 보안 제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 선도적인 IT/OT 솔루션과의 기술 통합
• SI, VAR, 유통 파트너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nozominetworks.com/partners를 방문하세요.

세계적인 
수준의 
파트너

유연한 아키텍처, 광범위한 센서,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기능을 활용하여 Nozomi Networks 

솔루션을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퍼듀 모델  
예시

https://www.nozominetworks.com/partners/global-strategic-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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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을  
향상하여 가시성 및  
위협 탐지 확장

GUARDIAN 추가 기능

스마트 폴링
Guardian의 수동 자산 검색에 저용량 능동 폴링 추가

통신하지 않는 자산 및 불량 장치 식별

정확한 취약점 평가를 제공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가능

전체 세부 정보:  

nozominetworks.com/smart-polling

GUARDIAN 추가 기능

원격 수집기
분산된 위치에 대한,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는 센서를 통해 

Guardian의 데이터 보완 

데이터를 수집하여 추가 분석을 위해 Guardian으로 전송 

산간 농어촌 지역, 해상 또는 오지 위치에 대한 배포 비용 절감 

전체 세부 정보: 

nozominetworks.com/techspecs

구독

자산 인텔리전스
운영 이상에 대한 평균 대응 시간(MTTD)을 줄여 위험 감소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이상 탐지 

가능

전 세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수백만 개 자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장치 프로필 및 행동 데이터로 

Guardian의 이상 탐지 기술 업데이트

전체 세부 정보:  

nozominetworks.com/asset-intelligence

구독

위협 인텔리전스
평균 탐지 시간(MTTD)을 줄여 영향을 최소화해 위험 

감소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새로운 위협과 신규 

취약점 탐지

전문 보안 연구원 팀인 Nozomi Networks 랩에서 

만들어 선별한 규칙, 시그니쳐, 취약점 업데이트로 구성

전체 세부 정보:  

nozominetworks.com/threat-intelligence

https://nozominetworks.com/techs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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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센서 
대기업 용

1 네트워크 요소: 노드, 링크,공정변수 의 합계. 2 스마트 IoT 장치: "스마트 IoT 장치"의 개념은 간헐적으로 통신하여 처리량이 낮은 장치를 포함합니다. 3 모든 성능 값은 "최대"이며 분석된 트래픽에 
따라 다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원격 수집기 기술 사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술 사양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면 nozominetworks.com/techspecs를 방문하거나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SG-HS 3500 NSG-HS 3000 NSG-H 2500 NSG-H 2000

최대 보호 노드 500,000 300,000 200,000 100,000

최대 보호 네트워크엘리먼츠1 2,000,000 1,500,000 1,200,000 1,000,000

최대 보호 스마트 IoT 장치2 3,000,000 1,800,000 1,200,000 600,000

최대 쓰루풋3 6 Gbps 3 Gbps

최대 원격 수집기4 50 50

모니터링 포트 최대 16+1 모듈식 최대 8+1 모듈식

관리 포트 1x1000Base-T 1x1000Base-T

확장 슬롯 4개 슬롯 사용 가능: 4x1000BaseT | 4xSFP | 4xSFP+ 2개 슬롯 사용 가능: 4x1000BaseT | 4xSFP | 4xSFP+

스토리지 512 GB 512 GB

폼 팩터 1랙 유닛 1랙 유닛

최대 전력 소비 750 W 750 W

전원 공급 100-240V AC - 50/60Hz, 36-72V DC, 듀얼 100-240V AC - 50/60Hz, 36-72V DC, 듀얼

온도 범위  0 / +40º C  0 / +40º C

높이x너비x길이 (mm/in) 44 x 438 x 600 / 1.73 x 17.24 x 23.60 44 x 438 x 600 / 1.73 x 17.24 x 23.60

무게 18 Kg 17 Kg

실시간 OT/IoT 가시성,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랙 장착형 센서.

300,000~500,000개 노드 100,000~200,000개 노드

6 Gbps 최대 3 Gbps 최대

NSG-H Series

실시간 OT/IoT 가시성,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랙 장착형 센서.

NSG-HS 시리즈

https://www.nozominetworks.com/techs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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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센서 
중소기업용

1 네트워크 요소: 노드, 링크,공정변수 의 합계. 2 스마트 IoT 장치: "스마트 IoT 장치"의 개념은 간헐적으로 통신하여 처리량이 낮은 장치를 포함합니다. 3 모든 성능 값은 "최대"이며 분석된 트래픽에 
따라 다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원격 수집기 기술 사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술 사양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면 nozominetworks.com/techspecs를 방문하거나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SG-M 1000 NSG-M 750 NSG-L 250 NSG-L 100

최대 보호 노드 40,000 10,000 5,000 1,000

최대 보호 네트워크엘리먼츠1 600,000 200,000 90,000 20,000

최대 보호 스마트 IoT 장치2 200,000 50,000 20,000 5,000

최대 쓰루풋3 1 Gbps 500 Mbps 250 Mbps

최대 원격 수집기4 50 20

모니터링 포트 7x1000BASE-T + 4xSFP 5x1000BASE-T

관리 포트 1x1000Base-T 1x1000Base-T

확장 슬롯 1개 슬롯 사용 가능: 4x1000Base-T | 4xSFP | 4xSFP+ 1개 슬롯 사용 가능: 4x1000Base-T | 4xSFP

스토리지 256 GB 64 GB

폼 팩터 1랙 유닛 1랙 유닛

최대 전력 소비 360W 250W

전원 공급 100-240V AC - 50/60 Hz, 싱글 100-240V AC - 50/60 Hz, 싱글

온도 범위  0 / +45º C  0 / +45º C

높이x너비x길이 (mm/in) 44 x 429 x 438   / 1.73 x 16.89 x 17.24 44 x 438 x 300 / 1.7 x 17.2 x 11.8

무게 14 Kg 8 Kg

실시간 OT/IoT 가시성,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랙 장착형 센서.

10,000~40,000개 노드 1,000~5,000개 노드

1 Gbps 최대 250~500 Mbps 최대

NSG-L 시리즈

실시간 OT/IoT 가시성,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랙 장착형 센서.

NSG-M 시리즈

https://www.nozominetworks.com/techs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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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센서 
스페셜 사양용

실시간 OT/IoT 가시성,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러기드 센서.

실시간 OT/IoT 가시성,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휴대용 센서.

500~5,000개 노드 2,500개 노드

100~250 Mbps 최대 200 Mbps 최대

NSG-R 시리즈 휴대용

1 네트워크 요소: 노드, 링크,공정변수 의 합계. 2 스마트 IoT 장치: "스마트 IoT 장치"의 개념은 간헐적으로 통신하여 처리량이 낮은 장치를 포함합니다. 3 모든 성능 값은 "최대"이며 분석된 트래픽에 
따라 다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원격 수집기 기술 사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술 사양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면 nozominetworks.com/techspecs를 방문하거나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G-500R NSG-R 50 P550

최대 보호 노드 5,000 500 2,500

최대 보호 네트워크엘리먼츠1 80,000 10,000 50,000

최대 보호 스마트 IoT 장치2 30,000 2,500 12,500

최대 쓰루풋3 800 Mbps 100 Mbps 200 Mbps

최대 원격 수집기4 30 10 사용 불가

모니터링 포트 3x1000BASE-T  4x1000BASE-T 5x1000BASE-T

관리 포트 1x1000Base-T 1x1000Base-T

확장 슬롯 2 사용 불가 사용 불가

스토리지 256 GB (Redundant 
Data Partition) 64 GB 256 GB

폼 팩터 3랙 유닛 DIN 장착 가능 벽 장착 키트가 있는 데스크톱

최대 전력 소비 115W 60W 38W

전원 공급 100-240V AC, 
100-240V DC, 듀얼

100-240V AC, 12-36V DC,  
싱글 (External PSU)

90-240V AC, 12-30V DC, 
싱글 (External PSU)

온도 범위 -40º C / +70º C
(Max 40º C with SFP NIC)  -40 / +75º C 0 / +60º C

높이x너비x길이 (mm/in) 131.8x438x300.1 
5.18x17.2x11.8

80 x 130 x 146 
 3.15 x 5.11 x 5.74

70 x 180 x 240  
2.75 x 7.08 x 9.44

무게 8.5 Kg / 18.74 Lb 3kg / 6.614lb 2.5kg / 5.51lb

https://www.nozominetworks.com/techs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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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센서 
원격 사이트용

Low-resource sensors that collect asset and network data in 

remote locations and send it to Guardian for further analysis.

Up to 15 Mbps Throughput

Remote Collector

최신 기술 사양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면 nozominetworks.com/techspecs를 방문하거나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RC-5

최대 쓰루풋 최대 15 Mbps

원격 수집기 지원 사용 불가

모니터링 포트 2x1000Base-T, 1xSFP

관리 포트 1x1000Base-T

확장 슬롯 사용 불가

스토리지 8 GB

폼 팩터 DIN 장착 가능

최대 전력 소비 12W

전원 공급 120-240V AC, 12-36V DC, 싱글 (External PSU)

온도 범위 -40 / +70º C

발열 55.44 BTU/hr

높이x너비x길이 (mm/in) 78 x 146 x 127 / 3.07 x 6.67 x 5.00

무게 1.2 Kg

규정 준수 RoHS

인증 CE, FCC, UL

가상 원격 수집기

최대 쓰루풋 15 Mbps

배포 옵션 Hyper-V 2012+, KVM 1.2+, VMware ESX 5.x+, XEN 4.4+ 

https://www.nozominetworks.com/techs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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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 센서 
가상 환경 및 컨테이너용

배포 및 지원 보조를 위한 몇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zomi Networks 글로벌 전략적 제휴 파트너 

• Nozomi Networks SI/VAR 

• Nozomi Networks 전문 서비스
• Nozomi Networks 글로벌 고객 지원

다수의
배포 및  
지원 옵션

V1000 V750 V250 V100

최대 보호 노드 40,000 10,000 5,000 1,000

최대 보호 네트워크엘리먼츠1 400,000 200,000 100,000 20,000

최대 보호 스마트 IoT 장치2 200,000 100,000 25,000 5,000

최대 쓰루풋3 1 Gbps 1 Gbps 1 Gbps 1 Gbps

시나리오 엔터프라이즈 대형 중형 소형

배포 옵션 Hyper-V 2012+, KVM 1.2+, VMware ESX 5.x+, XEN 4.4+

최대 원격 수집기4 50 50 20 20

컨테이너

내장형 제품 Gatewatcher, Siemens RUGGEDCOM 

추가 기능 스마트 폴링 모듈: 포함됨  |  위협 인텔리전스 및 자산 인텔리전스 구독: 추가 가능

원격 수집기 지원 사용 불가

실시간 OT/IoT 가시성,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을 위한 

가상 센서.

1,000~40,000개 노드

1 Gbps 최대

가상 시리즈

스위치, 라우터 및 기타 보안 인프라를 위한 내장형 컨테이너 센서.  

기존 장치를 활용하는 빠르고 유연한 배포 옵션.

Container Edition

최신 기술 사양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면 nozominetworks.com/techspecs를 방문하거나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트워크 요소: 노드, 링크,공정변수 의 합계. 2 스마트 IoT 장치: "스마트 IoT 장치"의 개념은 간헐적으로 통신하여 처리량이 낮은 장치를 포함합니다. 3 성능은 하드웨어 구성 및 리소스 할당에 따라 
다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원격 수집기 기술 사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술 사양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려면 nozominetworks.com/techspecs를 방문하거나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폴링 추가 기능 모듈이 있는 Guardian에서만 

사용 가능

https://www.nozominetworks.com/partners/global-strategic-alliances/
https://www.nozominetworks.com/partners/sis-vars/
https://www.nozominetworks.com/contact
https://www.nozominetworks.com/downloads/US/Nozomi-Networks-Global-Customer-Support-Data-Sheet.pdf
https://www.nozominetworks.com/techspecs
https://www.nozominetworks.com/techsp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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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서비스

구독

위협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는 지속적인 OT 및 IoT 위협과 

취약점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위협과 신규 

취약점을 파악하고 평균 탐지 시간(MTTD)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GUARDIAN 추가 기능

원격 수집기
원격 수집기는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는 센서로, 분산된 

위치에서 데이터를 캡처하고 분석을 위해 Guardian으로 

전송합니다. 이 제품은 배포 비용을 줄이면서 가시성을 

개선합니다.

에지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중앙 관리 콘솔
중앙 관리 콘솔(CMC)은 에지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분산된 사이트 전반에 걸쳐 OT 및 IoT 위험 모니터링과 

가시성을 통합합니다. IT 보안 인프라와 통합되어 워크플로를 

간소화하고 위협 및 이상에 더 빠르게 대응합니다.

에지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Guardian
Guardian은 매우 강력한 OT 및 IoT 보안과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자산 검색, 네트워크 시각화, 

취약점 평가, 위험 모니터링, 위협 탐지를 단일 

애플리케이션에 결합합니다. Guardian은 데이터를 

Vantage 및 CMC와 공유합니다. 

구독

자산 인텔리전스
자산 인텔리전스는 정기적인 프로필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작업을 집중시키고 평균 대응 시간(MTTR)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GUARDIAN 추가 기능

스마트 폴링
스마트 폴링은 Guardian의 수동 자산 검색에 저용량 

능동 폴링을 추가하여 자산 추적, 취약점 평가, 보안 

모니터링을 향상합니다.

Guardian 센서가 필요합니다.

SAAS

Vantage
Vantage는 OT, IoT, IT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독보적인 보안과 

가시성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를 높입니다. 이 

제품의 확장 가능한 SaaS 플랫폼을 사용하면 어디서든 모든 

개수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운영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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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omi Networks
OT, IoT 보안과 가시성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
Nozomi Networks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세계의 중요한 인프라, 산업 및 정부 조직을 보호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OT 및 IoT 환경에 대한 탁월한 네트워크 및 자산 가시성, 위협 감지 및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위험과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운영 복원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의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