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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X-AnyLink PANDORA BYOD
엔트로링크㈜의 PPX-AnyLink 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디바이스 전용 인증 솔루션’입니다.
PPX-AnyLink 는 내장된 RADIUS 인증, OTP 인증 기능을 이용하여
한층 강화된 보안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접속 시 다양한 인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웹 기반 관리 및 접속
관리자 및 사용자는 표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젂원 램프

관리 콘솔

광 포트

모든 기능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관리 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패킷, 이용 정보 등) 저장
Syslog를 통한 다양한 로그 정보 수집 및 분석
실시간 다양한 패킷 수집 및 분석

다양한 표준 지원
산업 표준 프로토콜 준수
PPTP, IPSEC, SSL, XAUTH 등 다양한 VPN 기술 지원

상태 표시 화면

USB 유선 랜 포트
10/100/1000[RJ-45]

IOS, Android, MS, MAC OS등 다양한 OS 지원
Captive Portal(웹인증) 기능 지원

주요기능
•
•
•
•
•
•
•

간편한 설정 및 접속 기능 제공, 간편한 관리
산업계 표준 프로토콜 지원(RADIUS, TACACS+, OTP, NMS)
다양한 부가 기능 지원 (DNS 서버, DHCP 서버, VPN 서버, Syslog 서버, 웹 포탈 등)
액셀, 워드 기반 다양한 보고서 출력 기능 내장.
AES, ARIA, SEED 등 다양한 표준 준수
안드로이드, IOS 기반 VPN On Demand 기능 내장
URL 호출시 VPN 자동 접속 기능 내장

PPX-AnyLink 주요기능
네트워크 보안

자체 RADIUS 인증 기능

모니터링 및 보고서

• 정책 기반 패킷 필터링

• 표준 RADIUS[802.1x, 802.11i]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

• 내장 방화벽 기능

• 유동 IP NAS 지원

• Syslog 수집 지원

• VLAN 지원[IEEE 802.3Q trunk]

• 인증서 기반 인증 지원

• 상황판(대쉬보드) 지원

• SNMP 지원

• eduroam Proxy, 인증 지원

• 액셀 및 워드 문서 보고서 출력 지원

• Bridge 방식[Inline] 지원

• RADIUS 프락시 인증 지원

• 채널 본딩 지원

• PEAP, TTLS, TLS등 다양한 인증 지원

• VRRP 이중화 지원

• MSCHAPv2, EAP-MD5, PAP, GTC 지원

웹 포탈

• 자체인증 기능 시험 지원

• 내장 RADIUS 인증 지원
• 유동 DRONE IP 지원
• 유선.무선 인증 지원
• 트래픽 기반 제어 지원
• 시간 기반 제어 지원
• 외부 RADIUS 인증 지원
• MAC 주소 기반 제어 지원
• OTP 기반 사용자 인증 지원
• 외부 방문자 인증 지원
• 다양한 스마트 기기 인증 지원
• 강제 내부 웹 화면 로딩 지원
• 강제 외부 웹 화면 포워딩 지원
• 관리자 웹 화면 수정 지원

부가 기능
• DHCP 서버 [Fail over, Multi subnet]
• DNS 서버 [Multi Domain]
• NTP 서버 기능 지원

• 다양한 외부 DB 지원
• 정책(IP, MAC, SSID, etc) 기반 제어 지원
• 자체 OTP 인증 지원
• SHA1, SHA256 암호방식 지원

• 동적 라우팅 지원
• 고정 라우팅 지원
• NAT 기능 지원

SmartVPN 기능
• SSL VPN 기능 지원
• PPTP VPN 기능 지원
• IPSEC VPN 기능 지원
• 안드로이드 VPN On Demand 지원
• IOS VPN On Demand 지원
• URL 접속 시 VPN 자동 접속 지원
• 외부 앱 실행 시 VPN 자동 접속 지원
• Full/Split 터널 기능 지원

H/W 사양

• 외부 앱 연동 API 제공

Case Rack

19” 3U Rack

CF

512MB

Power

300W Dual

Log HDD

500GB

CPU

Intel 3.1GHz

NIC

9 * 10/100/1000M (4 SFP)

RAM

16GB

Console

RJ-45 Serial Console

LCD

2 * 16 LCD display

USB

2 * US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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